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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빠르고, 정밀하고, 견고한  
5축 공구연삭기 

새로운 Num FLEXIUM의 강력한 퍼포먼스의 제어시스템 

 S22는 복잡하고 다양한 공구를 생산하기 위한 완벽한 선택 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재연삭을 하
기 위한 기계가 될 것입니다.  
 
 NUM 기반으로 설계된 전체 공구 연삭 솔류션이 장착 되어 있습니다. NUM Flexium 68“ CNC
의 최고의 효과는  장치를 통하여 전체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드라이브와 모터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된 NUMROTO 프로그래밍과 시물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당신이 공구 설계 하는데 있어서 곧 다가올 미래의 IT 트랜드와 공구 설계의 트랜드
를 선점할 수 있게 합니다.  



S22 시리즈는 높은품질과 고정밀 
공구연마기의 설계와 제작에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S22는 최고의 퍼포먼스와 높은 
가공효율을 가지며, 정밀 공구의 
경제적인 생산과 재연마를 위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S22는 CNC 공구연마기의 유행의 
선도자 입니다.  
  S22는 쉬운 운영과 월등히  
다양한 형상의 가공이 가능하며, 
높은 생산성과 정밀함의 결합체 
입니다.          
  S22는 표준 특징으로, 수직의  
공구 스핀들과 기계내부에 통합된 
휠 체인져를 가진 특허가 있는  
수직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다양한 기술 분야를 활용 
  
혁신적인 가공 방식은 전통적인 
가공 방식을 넘어선 광범위한 범
위의 가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할 수 있는 고품질 가공 방식 입
니다. 그래서, 의료공학, 엔지니
어링, 우주항공 산업, 금형공구
등 모든 고객의 수요가 있을 시, 
S22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정밀하게 복잡한 공구를 가공 할 
수 있습니다.  

S22 시리즈는 당신의 가공 작업에서 
최고의 솔류션을 제공합니다.  

The S22 – CNC 가공의 장점. 
강력한 S22 시리즈: 고품질과 초정밀 재연마의  
완벽한 솔류션 

The S22P – 하이엔드 CNC 가공 센터. 
더 강하고, 훨씬 빠른 S22P 는 최상의 기술수준에서 
공구 생산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위한 것입니다.  
 

The S22NUM+ – CNC가공의 높은 퍼포먼스 
NUM 소프트웨어와 제어를 가진 CNC 가공센터.  
S22의 정밀하고 다양한 형식의 가공은 RC1900 의 
로보트 로딩의 효율성에 의해 완성되어 집니다.  



높은 생산성을 위한 통합된 다재다능함.  

표준 특징을 가진 8개의 휠 체인져는 

복잡하고 정밀한 공구를 가공 할 수 

있게끔 하며, 다른 소재의 공구들을 

양산 할 수 있게 역할을 합니다.  

(솔리드 카바이드, HSS 등) 

 

휠 체인져 

▶ 기계 내부에 통합 시스템.  

▶ 짧은 휠 변경 시간 

▶ 최대 8개 휠 장착 

▶ 최대 24 그라인딩 휠 장착 가능 

▶ HSK 홀딩 기구의 높은 클램핑 정밀도 

▶ 프로그래밍 제어  

▶ 요청 시 더 큰 버전으로 제작 

S22내부의 표준 통합 8 스테이션 휠 체인져 

HSK 홀딩 기구  

높은 정밀도의 HSK 홀딩 기구를 장착

하여, 선택된 휠 팩키지는 절대적으로 

유격 없이, 정밀하게 연삭 스핀들에 장

착 됩니다.  



수직 설계의 특허 
수직 공구 스핀들(A축)을 장착한 
수직 설계의 특허는 컴팩트한 공
간활용성을 가지고 더 좋은 가공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디자인을 가진 기계와 비
교하여 상당한 장점을 제공합니
다. 
▶ 최적의 견고함.  
▶ 축의 이상적인 경사도 
▶ long tool 의 가공 
▶ 짧은 위치경로 
▶ 더 높은 정밀도 
▶ 쉬운 로딩 / 언로딩 

디지털 드라이브 메카니즘 
-. 신뢰성, 정밀성, 강력함. 
▶ 스핀들의 높은 퍼포먼스 
▶ 다양한 스핀들 퍼포먼스 속도
(요청시 고주파 스핀들을 장착) 
▶ 역동적인 디지털 드라이브 
▶ 모든 축에 눈금을 장착하여 
    직접 측정 시스템 
▶ 높은 피드 비율 
▶ 빠르고, 직접전달 회전 축 
   (토크 드라이브) 
▶ 원형 가공을 위하여 최대 
   850RPM 까지 제어 가능한 
   A축 속도 
 

A축 토크 모터 



최적의 퍼포먼스를 위한 최상의 하이라이트 

공구 데이터의 자동 획득 
-. 표준도구로써 전기 프로브가 
제공 되므로써, 공구의 모든 기초 
데이터는 자동으로 습득되어집니
다. 심지어 자동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 조차도 자동으로 수집되
어 집니다.  
▶ 피삭제의 클램핑 길이 
▶ 외경 
▶ 톱니 위치 
▶ 나선 
▶ 플루트 깊이 
▶ 플루트 길이 
▶ 정면 방향 
▶ 굴곡 피치 
▶ 오일홀 위치 
측정시스템은 자가 보정을 하며, 
모든 또는 선택적인 공구 데이터
를 획득하도록 합니다.  

세컨터리 프로브 (선택 사항) 

▶ 홀딩 도구에서 연마휠 을 측정하는데 사용 합니다.  

▶ 자동 운영 동안에 실제 데이터를 교정 합니다.  

▶ 스핀들 홀더 내에 드레싱된 연마 휠 을 측정하고 보정 합니다.  

▶ 마모도 를 보정합니다.  

▶ 외경, 길이, 각도를 측정 합니다.  



견고함 과 간편함 
-. 폴리머 콘크리트의 견고한 미
네랄 주조의 기계 프레임(큰 베이
스 본체에 진동을 제어가 좋음) 
과 넓게 위치한 통로길은 높은 정
밀한 견고한 본체를 만들게 해줍
니다.  
 
작업과 기계작동 부분 사이에 독
창적인 분리 
-. 작업 지역으로 부터 기계적 작
동 부분까지의 분리 때문에, S22
의 정교한 부분, 요소들은 더 이
상적인 보호가 되어 질 수 있습니
다.  

기계 내부에서의 드레싱 (선택사항) 

▶ IPD(in process dressing).  

   연마휠의 내부 드레싱 장치 

▶ 자동화, 프로그램화 되는 드레싱 

    사이클 

▶ 긴 기간동안 공구의 품질을 유지 

   시켜 줍니다.  

▶ 휠 체인지에 의한 가공프로세스의 

   방해가 없습니다.  

 

 

 

냉각 장치 링 
▶ 연마 헤드 위에 고정된 냉각장치 링.  
▶ 14개의 조정 가능한 노즐 
▶ 고압의 냉각 노즐에서 각각 다른 방향 
    으로 분사된다.  
▶ 요청 시 인덱싱 헤드위 에 노즐 장착   
 
플러싱 노즐(선택사항) 
▶ 플루트 연마와 같은 어려운 기계가공 
    을 위하여 사용된다 
▶ 극도의 높은 냉각 압력. 최대 50 bar,  
    17l/min 
▶ 연마 휠 의 완벽한 냉각과 세척 
 
 
 
 
 



항상 최적의 솔류션을 위한 자동화 

S22 시리즈의 모듈 디자인은 고

객의 수요에 맞게 독창적인 자동

화 솔류션의 완벽한 매칭을 만들

어 줍니다.  

고객은 기계내부의 통합된 낮은 

가격의 로딩 시스템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재다능한 체인 로더 시스템, 

팔레트 시스템, 심지어 롱 공구를 위

한 다른 커스터마이징 된 솔루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특화된 생산자를 위한 새로 장착되

는 자동화 시스템은 또한 어떠한 문

제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C1900 로보트 로딩 시스템에 의

한 최고의 생산을 가진 자동화 시

스템  

▶ 실용적인 팔레트 시스템 

▶ 견고한 FANUC 로보트  

▶ 팔레트당 최대 640개의  

   피삭재를 놓을 수 있음.  

   (피삭제의 외경에 따라 다름.)  

▶ 선택적으로 콜렛 을 변경 가능  

    



채인 로더 슬리브를 가진 픽업 로딩 유닛 

▶ 그리퍼 (Ø 5–32 mm) 

▶ 견고한 FANUC 로보트  

▶ Ø 2–32 mm 원형의 플레이트  

무한정의 세계  
-. 체인 로더 시스템 
▶ 공간절약을 위하여 기계에 부착된다.  
▶ 활당 되어진 개개의 피삭제의 코드가 부여
되는 155개의 피삭재 위치 
▶ 대략 12초가 걸리는 변경 시간 
▶ 자동화 시간(가공시간)동안에 로딩, 언로딩  
▶ 피삭재 위치의 코딩. (피삭재는 가공를 위
하여 어떠한 연속된 코드로 명령되어진다. ) 
▶ SMS를 통한 오작동 보고서를 제출함.  
 
 



효율성을 위한 세부사항:  

자동으로 슬리브 변경 

▶ 빠른 양산을 위한 유압 확장 척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 다양한 슬리브들이 자동적으로  

   로딩 된다.  

▶ 외경 당 오직 한 개의  슬리브가  

   요구되므로써 비용절감이 가능 

▶ 한 개의 그리퍼가 슬리브와 공구          

   두가지를  변경 할 수 있다.  

▶ 외경범위 3mm ~ 32mm 

롱 공구의 안전 가공 (선택사항) 

▶ 중심 사이에 길고 가는 공구를  

   신뢰성 있게 클랭핑 할 수 있음.  

▶ 완전 자동의 기계 가공이 가능함. 

▶ 2등분한 꼬리 중심에 의해서 정면 

   가공이 가능함.  

▶ 자동적으로 적용가능한 나머지  

    부분을 지지함.  



S22 자동화 시스템은 정확도와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의존하기 때문
에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
템 입니다.  

로딩 되는 피삭재는 정밀하게 
연삭헤드에 부착된 그립퍼와 
마이크로 미터 까지 측정 범위
를 낮춘 극도로 정밀한 기계축
에 의해서 정밀하게 위치를 잡
게 됩니다.  

그라인딩 헤드의 그리퍼 
▶ 정밀한 위치설정의 정확도 
▶ 유압식 확장 척과 슬리브는 신뢰성 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런아웃 측정 

런아웃 위치, 런아웃 공차, 런아웃 

측정 포인트의 수는 자유롭게 소프

트웨어에 의해서 정의 되어 질 수 

있습니다.  



완벽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S22 기계 시리즈의 다재다능함은 논

리적으로 다양한 제어의 유효성과 소

프트웨어의 변화대응성에 의해서 확

장되어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고객은 2개의 리딩 제어와 소프트웨

어 팩키지 사이에서 선택 할 수 있습

니다. MTS 소프트웨어와 NUMROTO 

plus tool 연삭 소프트웨어를 가진 

AXIUM Power P2 NUM 제어 소프

트웨어 입니다.  

다기능 작업자 패널 
▶명료하게 배열되고, 다기능적 패널 
▶ 높이 조절 가능 
▶ 15인치 틸딩 가능 TFT 컬러 디스 플레이 
▶ 피로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작업이 가능 
▶ 키보드 작업대 
▶ 트랙볼 마우스 
▶ 중요한 작업 스위치는 직접 연결 
 
 

원격 진단을 위한 모뎀 

▶어플리케이션 관련 지원 

▶ 빠르고 쉬고 저비용의  

    트러블 슈팅 지원 

▶ 쉬운 전송을 통한 업데이트 



고객이 Turbo 또는 NUM 어떤것
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
다. 고객은 항상 높은 퍼포먼스의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XP, 윈도
우 7 와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Tool-kit PROFESSIONAL from MTS 
AG  

NUMROTOplus® from NUM AG 
 

▶ 여러종류의 공구 시리즈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팩키지 
▶ 쉬운 입력과 프로그래밍 
▶ 디폴트 기능에 의한 빠른 프로그램 셋업 
▶ 공구와 휠의 손쉬운 관리 
▶ 통합 2D 시물레이션 
▶ 표준 도구로써 충돌 모니터링 연계 

▶ 거의 대부분의 어떠한 가공 작업도 가능하게  
    해주는 확장 소프트웨어 
▶ 어떠한 위치에서도 정확하고 빠른  
    2D 섹션 시물레이션.  
▶ 유연하고 논리적인 프로그래밍 
▶ 어떠한 입력값 도움 줄 수 있는 헬프 스크린 
▶ 이상 현상들의 감지와 신호 
▶ 무인 운영의 작업 관리자 
▶ 지속적인 완전 자동의 프로그램 업데이팅 
▶ 3D 시물레이션(선택사항) 
 

3D simulation „tool-kit 3D-view“ (선택사항) 

▶Tool-kit PROFESSIONAL 위한 인터페이스 

▶ 복잡한 공구에 대한 쉬운 구상화 

▶ 가공 시간의 Loss가 없음 

측정기계 
▶5축 Interface for the „genius 
3“ ZOLLER 측정기계 
▶ 비접촉, 완전 자동 측정 
▶ 신뢰성 있는 문서와 
▶ 가공휠과 휠의 원주율의 측정 
▶ 기계와 직접 연결을 통하여 데
이터 전송 가능 
 
 
 
 



S22 는 다양한 종류의 소재를 
다양한 종류의 공구의 가공에 
적합한 기계 입니다. 고객의 
제품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
어 우리의 엔지니어에게 얼마
든지 자유롭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다음과 같이 요청 합
니다. PCD 팁 공구의 블랭크를 가공하
기 위해서는,  
S22 이중 가공 헤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S22 메인 스핀들을 가지고 사전 매칭 
▶ HF 스핀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정
밀한 PCD 절삭팁을 가공 할 수 있습니
다.  

스페셜 응용분야: 스페셜 공구  

자동 가공 포인트 변경이 가
능한 HF 스핀들은 추가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
컨트 측정 프로브에 의해서 
자동으로 측정되어 지며, 옵
션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ISOG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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