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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LASMA  INTEGRAPH-II KAP Navigation System
고정도 절단기와 고품질 PLASMA 장치의 조합으로 LASER 절단품질에 버금가는 고품질 절단을 실현.

레일과 정반이 분리되어 열변형이 없으므로 고품질 절단이 가능.

양륜 랙&피니언 구동 채용으로 고품질 절단 동작을 실현.

고강성 모터 채용.

응답성 및 정밀도가 우수한 감속기 채용.

정밀도가 높은 프로파일 채용.

LM-GUIDE 채용 - 부드럽게 이동하여 절단품질 우수.

정반, 집진기 유니트화 - 협소 공간 유효절단 실현. 

레일 폭 

겐트리 구조 

테이블 일체형 플라즈마 절단기 CCD 카메라 기상탑재 방식 네비게이션 시스템

일체형 유도 시스템

CCD 카메라
(여러 기기 설치 및

영상 스크린 설치 가능)

CCD 카메라 암(Arm) 설치대
(절단 시 설치대 측면 대피)

CCD 카메라 설치대
(작업장 기둥도 가능)

CNC 절단기

표준 적용가능 기기 형식
MAXIGRAPH
VERSAGRAPH

독립형 유도 시스템
표준 적용가능 기기 형식

MAXIGRAPH
VERSAGRAPH

MYNUC
SUPERGRAPH

CCD 카메라 (촬영 범위 = 1.5m x 1m)

CCD 카메라 지지대

이 스크린을 이용하여
아래 동작 및 촬영,
자동처리 수행

K-180 IFS
잉여자재

CCD 카메라와 KA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잉여자재 및 자투리 자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 시스템.

KAP 유도 시스템은 KAP 시스템의 도움으로 CCD 카메라에 잡힌 절단 작업대에 놓인 자재의 영상으로부터 그 모양과

규격을 고도로 정밀하게 인식함에 따라서 단시간 네스팅 수행 및 용이한 NC 데이터 준비 가능.

KAP 유도 시스템에서는 장착 CCD 카메라 영상의 왜곡이 자동 수정되므로 정확한 형태 획득 가능, 고도로 정밀한 네스팅 가능. 

고수준 절단 공장에는 독립 잉여자재 처리 시스템이 권고됨.

KAP 유도 시스템에 CNC 제어 장착 절단기 혹은 NC 절단기의 결합이 가능함.

별



PLASMA  I - CUTTING

37kg/m(3m단위)

기본 9m

레일 - 2,500

HPR-260XD / SUPER-400 PLUS

마킹토치

LASER SPOT

LASER NESTING PROGRAM

동시 4축 제어

220V ~440V

유효절단 길이(mm)

PLASMA

레    일

선택사항

축제어

전원

GAS / PLASAMA 절단

랙&피니언

랙&피니언 양축

3,100 ~8,000

레일폭 - 1,200

레일폭 - 1,500

100~ 6,000

18,000 ~24,000

수직절단(I-CUTTING)

레일폭(mm)

구 동 방 식

  외 부 덕 트

  내 부 덕 트

용       도

 X  축

 Y  축

유효절단폭

(mm)

절 단 속 도

이 동 속 도

절 단 형 상

CNC 제어장치는

박판부터 후판까지의 가공에 대응하는 다기능,고속,고성능 CNC PLASMA 절단기

PLASMA TORCH 탈착식을 채용하여 정비의 용이함과 TORCH를 충돌로부터 보호 합니다.
레이저로 가공하기 힘든 후판가공 시, 절단 품질이 레이저와 비슷하면서도 생산성이 뛰어납니다.
130A, 260A, 400A, 의 전원장치 탑재가 가능합니다.
겐트리 타입으로 고속 응답성을 발휘하여 언제라도 부드러운 고정밀, 고속운전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플로피 디스크

통신 지원 (DNC)

모니터

PLC

그래픽 사양

시스템 데이터 저장 사양

10M byte

장거리 3.5 인치

RS-232C

10.4”TFT/MDI

최대 입출력 : 1536

용량 : 16K Step

속도 : 0.5μsec/step

640x480, 256 Color

FLASH HDD 저장

한방향 위치 결정

직선보간

원호보간

헬리컬 보간

리지드 탭

자동 가감속

선독 보간점 가감속

피치오차 보정

백래쉬 보정

O

O

O

O

O

직선/S-자형

O

128개

O

하드웨어 사양 제어사양
제어축 수

동시 제어축 수 

제어축 확장

동시제어축 확장

설정단위

0.01, 0.001deg

0.001, 0.0001인치

최대 지령치

위치결정

4축

4축

6축 (부가축 포함)

4축

0.01, 0.001mm

0.01, 0.001deg

0.001, 0.0001인치

설정단위 +999999.999

O

- 첨단의 64Bit 주 프로세서와 32Bit DSP를 채택, 장착하여 국내 최초로 
   CNC 장치의 완전 디지털화를 구현하였습니다.

- 조작 화면상의 모든 표시가 한글 및 영문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메뉴 선택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쉬우면서 강력한 에디터 및 PLC모니터링 등으로 편리한 조작성 및 보수성을 지원합니다.

- 공구 길이, 공구 옵셋, 공구경, 절폭 보정 등의 보정 기능 및 각종 고정 사이클 기능 외에 확대, 축소,
   좌표 회전 및 미러 이미지 등의 다양한 G코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 32Bit DSP 및 주문형 반도체 (ASIC)를 이용하여 서보모터의 위치 속도 및 전류제어를 
   디지털로 제어하여 고속 고정도의 가공이 가능합니다.

- 10.4” & 12” TFT/MDI를 지원하여, 각각의 조작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대규모의 프로그램(기본 10MB) 및 다양한 프로그램 (최대 9,999개)을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의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보존을 위한 Battery 불필요)

CNC 제어장치





LASERTEX-Z II 
호평의 Z series 가 더욱 진화 -  Z II series 마침내 탄생

발진기 장비 위에 탑재식 6KW레이저 절단기 
충돌방지 인체감지센서로 안전 . 안심 
스파이크 피어싱 (특허출원중) / 연강두께 19mm에 대한 피어싱비교( 32mm까지 순간에 관통 ) 
신형 토치 / 더욱 간소화된 정비성 
고속.고능률절단으로 생산성향상 / 경량저 중심의 신 모델 
집진 시스템대응으로 환경을 생각 
FANUC C6000i- MODEL C를 탑재하여 에코전력 절약

펄스 피어싱 순간 피어싱 스파이크 피어싱

스테인레스 20mm

스테인레스 16mm

형식

기종

구조

NC 장치

테이프 기억창

유효절단폭

유효절단길이

최대이동속도

초점조절

렌즈홀더

절단제원설정

절단능력

그 외의 기능

입력전원

칠러

절단기 사양

LASERTEX-60 Z II

LASERTEX-3560 ~7560ZII

최대 SPAN 10M까지

발진기탑재형

FANUC FS30I-LB

5120m

3.5~7.5m (7.5m이상은 옵션)

레일길이 -3m

50,000mm/min

자동초점기구

서랍형 렌즈 원터치 교환

가공조건설정기능

연강 :32mm  SUS : 25mm(무산화)

피어싱센서,버닝센서,정전용량형 추적장치

토치손상 방지기구,인체감지센서식 안정장치

레이저 스포트식 좌표회전,스케쥴운전

자동전원 차단기능 등

3상 200/220V  50/60Hz  20/22KVA

3상 200/220V  50/60Hz  50KVA

▶연강두께 19mm에 대한 피어싱 홀비교

▶스텐레스 경면절단 샘플

CNC 제어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설계의 CNC 제어장치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