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μ 이송, １μ 절삭, 나노 표면 처리

베이징 징디아오
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



핵심제품

징디아오 고속 머시닝 센터의 “0.1μ 이송” 시험 차트

“0.1μ 제어와, 1μ 절삭”을 안정적으로 달성합니다. 

0.1μ

경질 소재의 경면 마감
거칠기: Sa 〈 10 nm

곡면 상태 경면 마무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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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축 정밀 금형

징디아오 고속 머시닝 센터에서의 복합 가공

3축 가공 정밀도 〈 8μm
5축 가공 정밀도〈 10μm

복합 가공 능력
10 공정 이상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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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징디아오 온-머신 측정 기능과 지능적 보정 기능(OMIM)은 기계 가공 공정을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적용 예 - 계란 가공 공정

기존의 부품 품질 관리 방법은 주로 반복적인 수동 측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 방법이 편리하고 실용적이지만, 이것은 

판단과 평가에 있어서 부정확합니다. 징디아오에서 자체 개발한 온-머신 측정과 지능적 보정 기능 (OMIM)은 CNC 머신 센터에

게 “눈”과 “뇌”의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공정간 품질에 있어서 온-머신 검사는 가공 오류에 대한 지능적 수정 작업과 작업자와 효율적인 협업, 그리고 기계 공정상에서 

품질 검사, 생산 공정을 보다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2018년 CAST 협회의 인공지능 제조 그룹에 의해 

“중국의 10대 인공지능 제조 발전 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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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축 공정에서의 지능적인 절삭가공

OMIM은 공작물 좌표에서 효율적인 동적 변형이 가능하여, 거친 주물에서 비일

관성으로 인해 발생한 내경 벽의 통일성 그리고 최종 제품에 있어서 중심선을 

벗어난 다른 내경 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삭 허용량에 대한 온-머신 검사

OMIM 기술을 적용하면 가공 공정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공작물의 

가공정밀도를 보장합니다.

A

B

A

B

5 μm10 μm

10~15 μm

5~ 7  μm

-2~1.5 μm0 +2
- 2μm

5 +3
0μm

10 +5
0μm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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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 예시

프로젝트 OMIM 이용 전 OMIM 이용 후

벽면
두께

중심 편차가 0.1mm
으로 벽 두께가 균일

하지 않습니다.

동심

중심 편차는 
0.2mm이고 벽 두
께가 균일합니다.

공정

1차 가공

2차 가공

최종 정삭

이론적 허용량 가치 OMIM 이용 전 OMIM 이용 후

가공오차 알 수 없음



징디아오의 가상 가공 기술은 5축 가공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5축 공정에서 CNC 머신의 움직임은 복잡하고 가공 과정은 직관적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쉽게 스핀들과  픽스쳐, 스핀들과 플랜지, 툴 생크와 공작물의 충돌을 야기합니다. 징

디아오의 가상 가공 기술은 CAM 소프트웨어로 실제와 동일한 디지털 가공 과정을 구성하고 전체 

과정을 모의실험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충돌 위험을 제거해 5축 가공 과정 설계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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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징디아오 CAM 소프트웨어 가상 가공 징디아오 기계 실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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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 예시

응용 
기술적 사항

실제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간섭과 충돌 검사의정확성

을 보장합니다.

소재 정보화는
잘못된 소재 선택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합니다.

완벽한 NC 프로그램으로
오동작에 의한

충돌을 방지합니다.

충돌 유형 충돌 이유 해결

Z축과 공작물 Z축을 고려하지 않음 기계 모형 완성

툴 생크와 공작물

스핀들과 공작물

경로 계산

충돌

툴 생크 선택

잘못된 선택

잘못된 도구 선택

툴 생크 목록 반영

충돌 없음

툴 생크 선택

경로 계산

가공형상 정보화

잘못된 툴 길이 오류

조건
이내 이외

결과

공구의 길이가
안전한 값 이내인지 판단

정확한 공구 길이



JDGR 시리즈 

JDM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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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디아오 5축
고속 머시닝 센터
직접 검출 제어 방식에 의한 5축 고속 가공 센터로, 광학 금형, 정밀 금형, 정밀 부품, 

복잡한 구조물의 가공시에 5축 인덱싱을 이용한 동시 가공에 적합합니다.



08

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 예시

시제품

나노 표면 거칠기  경면 가공 시제품

•소재: STAVAX (HRC50)  •크기: 75×30×40 mm

•스핀들: JD105S-28-HE32 (16K RPM)

•시험 결과:   ▶ R1mm PCD 절삭공구로 14시간 가공한 결과 

▶ 표면 거칠기: Sa < 5 nm

정밀한 5축 가공  나선형 피팅 시제품 

•소재: 오목한 부품 S136 (HRC52) / 볼록한 부품 DC53 (HRC60)

•크기: 오목한 부품 50×50×25 mm / 볼록한 부품 30×30×35 mm

•스핀들: JD150S-20-HA50 (8K RPM)

•시험 결과:   ▶ 각 부위의 공구 경로 간격 정밀도 < 2μm;

▶ 각 부위의 공구 경로 윤곽 정밀도 < 5μm;

▶ 표면 거칠기 Ra < 0.1μm.

고효율 복합 가공  임펠러 시제품

•소재: 7075 AI 크기: Φ60mm

•스핀들: JD150S-10-HA50 (17K RPM)

•시험 결과:   ▶ 임펠러 하나를 가공하는 시간은 255초; 

▶ 표면 거칠기 Ra < 0.2μm;

▶ 역학 불균형 < 0.15 gmm.

100개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역학적 불량률 불균형의 CPK 값은 1.58.

표면 거칠기 : Sa ≤ 5 nm

볼록한 부품

오목한 부품 
각 세트는 매끄럽게 들어 맞습니다.

서로 다른 세트로 완벽하게 맞습니다. 

15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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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디아오 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는 장시간 구동에도 정밀도에 변동이 없는 
안정된 μ급의 곡면 가공의 절삭능력과 나노미터급 표면 가공 능력을 갖추었습니다.경면 및 초정밀 가공샘플

•사이즈: 300×200×50mm
•재료: M333(HRC50)
•기종: JDGR300H
•장점:   ▶ R4 PCD 공구 사용하여 82시간

가공
▶ 표면조도는  Sa < 10nm, Sv < 35nm
▶ 가공 경로 간격 25nm.

HUD 경면가공

200×200×75mm  
150×150×75mm

•사이즈:

•재료:
H13(HRC52)

•기종: JDGR400T
•장점:

▶ R3 초경공구 사용하여 20시간
가공, 공구 경로 간격은 3.5μm

▶       암수의 전방향 결합

▶암수 간격 8μm, 총 무게 100kg,
무자성 재료 90s

미크론 헬리컬 곡면 가공

S자 5축 가공 시제품

•사이즈: 280×280×50mm
•재료: 7075
•기종: JDGR400T
•장점:

▶ S곡면 5축 동시 가공,
두께 폭 공차 0.02mm,
형상 가공 공차 0.015mm

•사이즈:
200×200×20mm(플레이트)

•재료: S136(HRC52)
•기종: JDHGT600T
•장점:

 내경면삭복합가공
 내경표면조도 Ra < 0.1μm
 공구 경로 간격 3μm
 3개의 플레이트 판과 어떤 방
향에서든 결합됩니다.

핀과 구멍의 피팅

경면 가공 시제품

•사이즈: 180×150×50mm
•재료: STAVAX(HRC50)

경면 가공 시제품

•사이즈: 75×75×40mm
•재료: STAVAX(HRC50)

경면 가공 시제품

•사이즈: 30×75×40mm
•재료: STAVAX(HRC50)

경면 가공 시제품

•사이즈: 150×75×30mm
•재료: STAVAX(HRC50)

경면 가공 시제품

•사이즈: 91.0×91.0×64.5mm
•재료: M333(HR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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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 예시

3D형상 금형 시제품

•사이즈: 170×115×10mm
•재료: 텅스텐강 MD10(HRC78)

형상 경면 시제품

•사이즈: 91.0×91.0×64.5mm
•재료: M333(HRC50)

9각면가공 시제품

•사이즈: 61×61×61mm
•재료: S136(HRC50)

정밀 곡면 상하금형 시제품

•사이즈: 400×400×150mm
•재료: H13(HRC52)

정밀 렌즈 상하금형 시제품

•사이즈: 300×300×140mm
•재료: H13(HRC50-52)

정밀 상하금형 시제품

•사이즈: 76×76×40mm
•재료: H13(HRC52)

피팅 간격 상태

한개의 핀과 세개의 구멍 가공

•사이즈: 150×60×50mm
•재료: SKD11(HRC60)

한개의 핀과 한개의 구멍 가공

•사이즈: Φ40×40mm
•재료: SKD11(HRC60)

미크론 헬리컬 곡면가공

•사이즈:  50×50×25mm 
 50×50×25mm

•재료: H13(HRC52)

헬리컬 곡면 가공

 50×50×21mm 
 30×30×28mm

•사이즈:

•재료: 세라믹

톱니형 세레이션

•사이즈: 80×80×30mm
•재료: STAVAX(HRC50)

핀과 구멍의 피팅

• 사이즈: 78×78×10mm
(판재 1개당 두께)

•재료: 세라믹

핀과 구멍의 피팅

•사이즈:  100×100×15mm
(판재 1개당 두께)

•재료: SKD11(HR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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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오축가공기에서 소형 공작물에 있어서 보정기능을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5-축정밀 가공 샘플

무늬 경면가공

•사이즈: Φ30×460mm
•재료: S136(HRC50)
•기종: JDGR200T
•장점:   ▶ R0.1 PCD 공구와 공구 간격 2μm

으로 99시간 가공, 공구 마모량 1μm  
▶ 표면조도 Ra <

0.05μm
▶ 가공형상정도 ±5μ

자동차 부품

•사이즈: 240×40×17mm
•재료: TC4
•기종: JDGR200T
•장점:   ▶ 정조오축고속가공기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음. R0.5 공구 
▶ R0.5CBN 공구를 사용했음, 가공
시간 13시간, 공구 경로 간격 3μm
▶ 표면조도 Ra < 0.15μm

상하면 형상 금형

•사이즈: 150×150×160mm
•재료: S136(HRC52)
•기종: JDGR400T
•장점: ▶ 5축 정조기계사용, R0.4 공구

▶ R0.4 공구로 27시간 가공,최
대 마모량 5μ

▶ 표면에 무광처리
▶ 합쳤을 때 틈새 간격 5μm

화장품 케이스

•사이즈: 120×120×50mm
•재료: S136(HRC50)

LED 렌즈

•사이즈: Φ14×24mm
•재료: S136(HRC50)

돋보기 경면가공

•사이즈: 13×19×25mm
•재료: S136(HRC52)

5축가공

•사이즈: 76×76×40mm
•재료: H13(HRC50)

미소직경 공구가공

•사이즈: 22×12×30mm
•재료:

DC53(HRC60-62)

칼날부전극

•사이즈: 2.5×26×10.5mm
•재료: 동

난삭 가공부품

•사이즈: 14.2×14.2×17.7mm
•재료: 타이타늄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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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75×55×20mm
•재료: 질리코니
•기종: JDGR100
•장점:

 ▶ 정조 CAD/CAM 사용해서 자동 가공
▶ 개당 가공 시간 13 분

의료 기기 및 샘플 징디아오 5축 고속 머시닝 센터는 의료 기기 부품의 고효율·고품질 가공이 가능합니다.

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 예시

접골판 (대)

•사이즈: 240×40×17mm
•재료: TC4
•기종: JDGR400
•장점:   ▶ 150s 주축, 35분 소요

▶ 총 가공시간 2시간 56분
▶ 재료 제거율 90%
▶ 표면조도 Ra < 0.8μm

의료용 골절

•사이즈: 99×29×17mm
•재료: 17-4 스텐레스강
•기종: JDGR200
•장점:   ▶ 가공소요시간 4시간15분

▶ 각 표면 공구경로 간격 0.01분

코골이 보형물

•사이즈: 59×52×65mm
•재료: 코발트크롬몰리브덴
•기종: JDGR400
•장점:   ▶ 오축가공기로 가공함

▶ 가공시간 45분
▶ 표면조도 Ra < 0.6μm

치아 교정기

접골판 (소)

•사이즈: 165×40×17mm
•재료: TC4

경추전로 접골판

•사이즈: 46×17×5mm
•재료: TA3G

반월판 보형물

•사이즈: 56×45×32mm
•재료: 질리코니

척추 융합기

•사이즈: 59×52×65mm
•재료: PEEK

치아 보관대

•사이즈: Φ10×23mm
•재료: TA3G 타이타늄 합금

뼈 접골판

•사이즈: 56×25×8mm
•재료: TA3G

4방향의 접골 부품 가공 

•사이즈: 26×16×3mm(단개)
•재료: 6061 알루미늄 합금

치형가공형상

•사이즈: Φ110×12mm
•재료: TA3G 타이타늄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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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어 덮개 인서트 (3축, 5축 순차 가공)

자동차 제동 사각회로 하우징 금형 인서트

자동차 금형 인서트 징디아오 5축 고속 가공 머시닝 센터에서 작은 공구를 장시간 사용하여 각도와 면을 일치시켜 가공한 샘플

•사이즈: 212×173×234mm •재료:H13(HRC52)
•기종: JDGR400T

•장점:
▶ 징디아오  CAD / CAM 소프트웨어의 가상 처리 기
술을 사용하여, 정확한 보정에 의해 초정밀 가공을 하
였습니다.

▶ 정확한 각도가공을 위하여  R0.5 앤드밀사용
▶ 표면 거칠기 조도 ≤5μm。

사이즈: 183×184×191mm •재료: H13(HRC52)

 

▶ 정확한 각도가공을 위하여  R0.75 앤드밀사용

•기종:    JDGR400T

•장점:
▶징디아오 CAD / CAM 소프트웨어의 가상 처리 기
술을 사용하여, 정확한 보정에 의해 초정밀 가공을 하
였습니다.

•

•사이즈: 141×131×197mm •재료: H13(HRC 52)
•기종: JDGR400T
•장점:

▶정확한 각도가공을 위하여  R0.75앤드밀사용

▶JINGDIAO 온-머신 측정 기능과 지능적 보정
기능(OMIM)으로 공작물 위치를 지능적으로 보
정하므로써 정밀한 가공이 가능

자동차 엔진 블록 금형 인서트 1
•사이즈: 250×200×172mm •재료: H13(HRC52)

자동차 도어 덮개 인서트 (3축, 5축 순차 가공)

자동차 실린더 블록 요철부 인서트

•사이즈: 58×53×200mm •재료: H13(HRC52)

자동차 3색 미등 형상 금형

•사이즈: 340×160×125mm
•재료: 718HH

자동차 엔진 블록 금형 인서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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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형 테두리 부품 금형

•사이즈: 115×89×125mm
•재료: S136(HRC30)

자동차 외형 테두리 부품 금형

•사이즈: 130×60×100mm
•재료: S136(HRC30)

자동차 외형 테두리 부품 금형
•사이즈: 145×76×93mm
•재료: S136(HRC30)

자동차 후미 부품 금형

•사이즈: 135×75×105mm
•재료: S136(HRC30)

자동차 후미 부품 금형
자동차 후미 부품 금형

•사이즈: 140×38×84mm
•재료: S136(HRC30)

•사이즈: 105×57×110mm
•재료: S136(HRC30)

자동차 문 부품 금형 인서트 
•사이즈: 140×97×171mm
•재료: S136(HRC30)

자동차 문 부품 금형 인서트 
•사이즈: 95×85×186mm
•재료: S136(HRC30)

•사이즈: 195×105×120mm
•재료: S136(HRC30)

자동차 후미 부품 금형 인서트 

자동차 후미 부품 금형 인서트 
•사이즈: 190×105×120mm
•재료: S136(HR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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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 재질 가공 징디아오 5축 고속 머시닝 센터는 취성재료의 정밀 면삭과 고품질의 흑연 재료 표면에 안정적인 밀링이 가능합니다.

세라믹 임펠러
•사이즈: Φ50×28mm
•재료: 99 알루미나 세라믹
•기종: JDGR200T
•장점:
▶윤곽도가 0.02mm; 미만
▶조도 거칠기 Ra <0.8㎛
▶동적 균형이 0.2gmm 미만

세라믹 시계 몸체

•사이즈: 48.0×39.0×9.7mm
•재료: 세라믹   •기종: JDGR200T
•
▶조도 거칠기: Ra<0.3㎛
▶조립 위치정밀도 ±0.015mm
▶공간위치정밀도 ±0.03mm, CPK>1,33

유리-세라믹 비구면 렌즈

•사이즈: Φ190×31mm •재료: 유리-세라믹
•기종: JDGR200T
•장점:
▶윤곽도 5 ㎛ 미만
▶표면조도거칠기 Sa <0.05㎛

5축 흑연 롱 암 모형

•사이즈: 180×120×20mm
•재료: POCO-EDM-2

병입구 흑연 전극

•사이즈: Φ533.20×21.25mm
•재료: POCO-EDM -2
•기종: JDGR200T
•장점: :
▶모든정밀도 ±0. 01mm
▶최소 R각도 각 0.3;
▶전극 가공시간 40분 미만

그라파이트 모형 (5축)

•사이즈: 48.0×39.0×9.7mm
•재료: HPG-53
•기종: JDGR200T
•장점:
▶흑연 경면 고정밀 볼 커터 가공
▶모든 위치에서 표면 조도 Ra<0.6㎛
▶윤곽정밀도 6μm 미만

실리콘 렌즈 

•사이즈: Φ130×20mm
•재료: 셀레늄화, 게르마늄
•기종: JDGR300C
•장점:
▶면삭가공
▶공구경로 높이 차이 0.5㎛ 미만
▶표면조도 거칠기 Ra<0.7㎛

미세한 결정 유리 비구면 반사경 

•사이즈: Φ50×15mm
•재료: 미세한결정유리

셀레늄화 아연 

•사이즈: Φ130×35mm
•재료: 셀레늄화 아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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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가공 부품 징디아오 5축 고속 머시닝 센터를 활용해 복합 다면가공 한 예

복합 가공 부품

•사이즈: 100×100×110mm
•재료: 4CR13
•기종: JDGR400
•장점:
▶ 5축 면삭 가공
▶한번에 여러 가지 가공을 완료

패트병 프레임 다이

•사이즈: Φ15.0×241.5mm
•재료: 6061 알루미늄 합금
•기종: JDGR400T
•장점:
▶반쪽 프레임 가공 잔여랑 2mm
▶한번의 가공으로 완료

여파기 프레임

•사이즈: 71×35×8mm
•재료: KOVOR

벨브 바디 부품

•사이즈: 189×76×126mm
•재료: 4CR13

지지대 구조 부품

•사이즈: 100×66×62mm
•재료: 7075 알루미늄 합금

복합 가공 부품

•사이즈: 150×150×100mm
•재료: 4CR13

유압 부품 부싱

•사이즈: 80×80×70mm
•재료: NAK80 공구강

복합 가공 부품

•사이즈: 200×150×150mm
•재료:   6061 알루미늄 합금
•기종: JDGR400T
•장점:   
▶ 1차 기준면 가공 후 다면 
복합가공 완료

콘덴서 분리기 부품

•사이즈: 162×96×10mm
•재료: 316 스테인리스강
•기종: JDGR200T
•장점:
▶ 홈 간 공차가 0.01 내외
▶ 내부 경사면은 5축을 활용해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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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부속품 징디아오 5축 고속 머시닝 센터를 이용해 각종 도안 가공

무늬 팔찌

•사이즈: Φ68.0×5.0mm
•재료: 6061
•기종: JDGR100
•장점:
▶ 1분에 800개의 선을 가공 

40배 확대

무늬 도안 반지

•사이즈: Φ24.0×4.8mm
•재료:   6061
•기종: JDGR100
•장점:
▶징디아오 CAM 사용 무늬 프로그램 작성
▶개 당 가공시간 17분
▶표면조도 10s

•사이즈: 62.0×52.0×5.0mm
•재료:   6061
•기종: JDGR100
•장점:   ▶5축 가공기를 사용하여 

모든 면을 정교하게 가공

쌍 팔찌

•사이즈: Φ24.0×4.8mm
•재료: 6061 알루미늄 합금

무늬 도안 반지

•사이즈: Φ24.0×4.8mm
•재료: 6061 알루미늄 합금

쌍가락지

•사이즈: Φ24.0×4.8mm
•재료: 황동

황동 반지

•사이즈: Φ68.0×5.0mm
•재료: 6061 알루미늄 합금

팔찌

40배 확대



임펠러 베벨기어 스크롤 

•사이즈: Φ350×286mm
•재료: 7075-T6 알루미늄 합금
•기종: JDMR600
•장점:

▶징디아오 CAD/CAM 가상공간 활용
프로그램 작성
▶밸런싱 0.6gmm 미만
▶총 가공 시간 16hr

임펠러

풍력기

•사이즈: Φ300×118mm
•재료: 7075 알루미늄 합금(HB150)

•사이즈: Φ53.5×25.1mm
•재료: 7075 알루미늄 합금

(HB150)
•기종: JDGR300
•장점:

▶총 가공시간 4분 15초
▶밸런싱 0.08gmm
▶표면조도 Ra<0.4μm

공압기

•사이즈: Φ176×65mm
•재료: 7075 알루미늄 합금(HB150)

고압수처리 임펠러

•사이즈: Φ126×64mm
•재료: 304 스테인레스

(HB190)

스크롤

•사이즈: Φ78.0×31.8mm
Φ100.0×48.6mm

•재료: 4032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임펠러

•사이즈: Φ77.0×24.5mm
•재료:7075 알루미늄 합금

(HB150)

풍력기

•사이즈:
Φ53.6×11.5mm

•재료: 7075 알루미늄
합금(HB150)

임펠러

•사이즈:
Φ51.0×25.3mm

•재료: TC4(HRC32)

기어 파트 & 몰드

베벨기어 구동 시스템

•사이즈: Φ42.4×16.5mm/
Φ35.0×10.5mm

•재료: 38CrMoAl
•기종: JDGR200T
•장점:

▶치면 여유량 5μm 내외
▶표면 조도 Ra<0.15μm
▶치형 정도는 DIN
3965/86의 6급

헬리컬 베벨기어

•사이즈: Φ39.8×58.2mm/
Φ123.8×13.7mm

•재료: 38CrMoAl
•기종: JDGR200T
•장점:
•▶치면 여유량 5μm 내외

▶표면 조도 Ra<0.15μm
▶치형 정도는 DIN
3965/86의 6급

•

전극

•사이즈: Φ12.6×60.0mm
•재료: 순동
•기종: JDGR600T,

TD150 로터리 테이블
•장점:

▶ 치형 가공형 전극
▶ 치형 정도 JIS 0급

치형 케이스 금형

•사이즈: Φ90×35mm
•재료: DC53 합금강 (HRC62)
•기종: JDGR400T
•장점:

▶ 초경 엔드밀의 5축 가공
▶ 가경 치형 정도 DIN
3965/86의 1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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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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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캐스팅 가공품 징디아오 5축 고속 머시닝 센터에서 온 머신 기술과 지능형 위치 검출을 이용해서 가공한 부품

기어 커버

•사이즈: 578×560×178mm
•재료:   알루미늄(ADC12)규
소 함량 12%, 경도 HB90

•기종: JDMR600
•장점:
▶최대 가공 여유량 0.2mm
▶CNC 가공후 기준면 

거리공차 0.1mm

스로틀 벨브

•사이즈: 135×115×75mm
•재료:   알루미늄(ADC12)
규소 함량 12%, 경도 HB90

•기종: JHGR401T
•장점:
▶구멍간 공차 0.001mm
▶표면조도 RN <0.02㎛
▶합격률 98% 이상

엔진 실린더 헤드

•사이즈: 527×194×119mm
•재료: 알루미늄(ADC12) 규소 함량 12%, 경도 HB90

펌프 쉘

•사이즈: 257×223×173mm
•재료: 알루미늄(ADC12) 규소 함량 12%, 경도 HB90

트랜스 미션

•사이즈: 내용
•재료:   알루미늄(ADC12)
규소 함량 12%, 경도 HB90

•기종: JDMR600
•장점:
▶한번의 가공으로 완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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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정밀 사출 금형 인서트 

소형 정밀 사출 금형 인서트 1

•사이즈: 
30.000×51.865×47.020mm

•재료:   S136(HRC52)
•기종: JDGR200T
•장점:
▶ 미크론급 형상 다면가공
▶ 최소 R값 0.3mm
▶ 미세 공구를 사용하여 방

전가공을 대체

소형 정밀 사출 금형 인서트 2

•사이즈: 16.060×17.838×40.315mm
•재료: S136(HRC52)

소형 정밀 사출 금형 인서트 3

•사이즈: 21.5×27.0×20.0mm
•재료: S136(HRC52)

소형 정밀 사출 금형 인서트 4

•사이즈: 21.5×26.0×30.0mm
•재료: S136(HRC52)

소형 정밀 사출 금형 인서트 5

•사이즈: 11.25×5.70×30.22mm
•재료: S136(HRC52)

소형 정밀 사출 금형 인서트 6

•사이즈: 5.04×49.20×29.75mm
•재료: S136(HRC52)

소형 정밀 사출 금형 인서트 7
•사이즈: 17.37×9.00×48.69mm
•재료: S136(HRC52)

체결용 부품

•사이즈: 97.6×20.5×30.7mm
•재료: 6061
•기종: JDGR200T
•장점:
▶ 징디아오 CAD/CAM의 5축 

가공 기술을 적용

부싱

•사이즈: 
10.0×10.0×30.0mm

•재료: PEEK
•기종: JDGR200T
•장점:   
▶ 5축 정위치 보정 기술
을 사용해 정밀 홀 가공

상부 판

•사이즈: 59.0×50.0×7.7mm
•재료: 6061
•공작 기계: JDGR200T
•장점:
▶ 기준면 가공 후 한 번에 5

면 가공 완료
▶ 직경 2mm에 10μm 공차

부라케트

•사이즈: 46.9×40.5×37.0mm
•재료: 6061

심지

•사이즈: 22.7×32.6×27.2mm
•재료: 6061

베어링 캡

•사이즈: 18.8×5.0×11.4mm
•재료: 6061

치구 제작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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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디아오 3축 
고속 머시닝 센터

JDHGT 시리즈 3축 고속 머시닝 센터의 직접 검출 제어 방식은

정밀 부품과 고밀도 금형 및 다이 가공에 적합합니다. (JAHG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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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정확한 3축 머시닝  규격화된 금형 시제품

•소재: H13 (HRC52)  •크기: 80×80×40 mm

•스핀들: JD130S-24-BT30 (10K RPM)

•측정 결과:   ▶ 각 표면의 허용 오차는 5μm 이내로 정확하게 제어됩니다.

▶ 각 금형의 구멍과 중심부는 4방향에서도 서로 맞습니다.

▶  서로 다른 금형의 캐비티와 중심부는 서로 다른 4방향에서도

들어맞습니다.

정밀 조합
시뮬레이션

300배 확대

완벽한 피팅

피팅 전

피팅 후

• 중심부 허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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