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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 FL 피닉스
다양한 능력, 다이나믹한 파이버 레이저 

Phoenix 는 LVD의  TOUCH-L콘트롤과  향상된 자동화 

솔루션을 갖추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이나믹한 능력을 

수행하는 파이버 레이저 입니다.  

전천후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소재와 다양한 두께를 빠르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고속 가공
양질의 빔과 1㎛ 파장으로 늘어난 빔 흡수율로 인하여 

고속가공 수행이 가능합니다.

절단 품질
효율적인 파이버 레이저 출력과 예술적 경지의  

컷팅헤드를 갖춘 Ponenix는 광범위한 종류와 

두께의 모든 소재에서 뛰어난 절단 품질을 달성합니다.

튼튼한 프레임 설계
Phoenix 는 용접된 단일 본체구조로 설계되었으므로

가속으로 인한 뒤틀림은 최소화시키고 기계 전반에 걸친

정밀성을 보장합니다. 



효율적인 비용과 

수행능력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한 기계입니다. 

자동 셔틀 베드
한 테이블에서 컷팅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다른 

테이블은 로드/언로드될 수 있도록 통합된 시스템

이므로 기계의 생산시간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테이블 교체시간은 단 35초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콘트롤
19”TOUCH-L 은 사용자-친화형 콘트롤이며 

초보 오퍼레이터라도 쉽게 Phoenix와 상호 응답하듯

소통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콘트롤과 

드라이브 시스템
Siemens 콘트롤과 드라이브가 프로그램된 

윤곽선의 반복 재생 고속 가공을 보장합니다.



향상된 

자동화 옵션
Phoenix의 생산성을 추후에 추가할 수 있는 자동화 모듈을

갖추었습니다.

유연성 높인 자동화(FA-L)
고속 자동 로드/언로드 시스템은 시트 수동 작업을 없애주므로 기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단40초만에 가공된 시트를 언로드하고

다음 번 시트를 셔틀베드 위로 로드합니다. 

FA-L은 오늘날의 고속 파이버 레이저 컷팅 시스템의 자동화 요구에 부합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작업장에 있는 기존의 창고를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최대 팔레트 용량 3000kg에서 소재 크기 3050 mm x 1525 mm

까지, 소재 두께 12mm 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반 소재, 두께, 크기의 

대용량 작업에 적합하며 대형 크기, 무거운 제품 적재에도 이상적입니다. 

FA-L시스템은 

단 40초만에 가공된 

시트를 언로드하고

다음 번 시트를 

로드합니다. 



콤팩트 타워(CT-L)
콤팩트 타워(CT)는 소재를 보관하는 창고이며 

4-팔레트, 6-팔레트, 10-팔레트가 있습니다. 

소재 두께 20m까지의  3050mm x 1525 mm시트를 

다루며 각 팔레트당 3000kg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CT-L 시스템은 무인으로 24시간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콤팩트 타워(CT)는 로딩/언로딩, 완제품의 적재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 비생산 시간을 없애주어 생산성을 극대화

- 24시간 연속 생산 가능

- 생산 주기 동안에도 자동 로드 언로드가 완벽하게 가능

- 완제품을 효율적으로 다룬다

- 사용하기 쉽고 이해가 빠른 19" 터치 스크린 콘트롤 TOUCH-A

-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

- 광범위한 소재 종류와 두께를 가공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CT-L)

주요 특징



효율적인 파이버 레이저 출력
파이버 레이저 출력은 가공 비용이 낮고 유지보수 비용이 적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러나 유리제품 같은 소모품이 없으며 대기 모드에서

워밍업 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파이버 레이저는 수천 시간의 가동 

기간 동안 믿을만하고 한결 같은 파워를 전달하며 서비스 간격이 길고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광범위한 소재 적용

신뢰성 & 수행능력

Phoenix는 만능꾼입니다. 

스텐레스 스틸뿐만 아니라 동, 황동 

같은 비철 소재를 다양한 두께에서 

높은 품질로 능숙하게 절단하는 

유연성을 갖추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동                                                                                   스틸

유연성 높은 파이버 레이저

Phoenix는 포커스 위치와 직경을 CNC로 조정하도록 고안된 향상된 

광학 설계덕분으로 절단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모든 소재 두께에서 생산성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포커스의 위치와 

직경이 CNC로 조정되고 자동 제어됩니다. 작업 제품에 빠르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러한 독립된 콘트롤이 Phoenix 를 가장 유연한 파이버 레이저로

만들었습니다. 



사양

기계 사양

최대 소재 크기 

X-축 이송거리

Y-축 이송거리

Z-축 이송거리   

테이블 상의 소재 최대 무게

테이블 교체 시간

최대 포지셔닝 속도

반복 정밀도

위치결정 정밀도

노즐 교체

기계만의 크기(라이트 가드, 필터, 칠러를 제외)

L(길이) 

W(폭) 

H(문닫은 상태에서 높이)

중량

레이저사양

타입

레이저출력

최대 절단 능력

출력 안정도

파장 길이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황동

구리

자동화 옵션 콤팩트 타워 CT-L 자동화 FA-L

최대 소재 크기

최소 소재 크기

각 팔레트당 최대 중량

각 팔레트당 최대 높이

바닥 면적 (L x W)

CT-L의 높이

4 팔레트

6 팔레트

10 팔레트

사전통지 없이 사양이 바뀔수 있음

   제품의 정밀도는 제품의 유형, 선처리, 시트 크기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VDI/DGQ 3441.에 따른다

20 mm    20 mm   25 mm

12 mm    15 mm

12 mm

6 mm

6 mm

   25 mm

    15 mm   30 mm

     8 mm    12 mm

     8 mm    12 mm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0번길 12(학운리 2771) (우 10047)

Tel.050 2345 7801   Fax.050 2345 7816

E-mail: info@lvdkorea.com

LVD

®LVD의 데이터 베이스형 CADMAN   Suite소프트 웨어는 판금 가공

과 생산 조절, 상호 소통과 관리를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사용자에

게 실시간의 데이터를 주고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하여 생산량을

최대화시킵니다.

CADMAN-L은 LVD 레이저 전용 소프트 웨어입니다.

CADMAN-JOB에서 출발하여 CADMAN-B로부터 얻은 절곡전의 

평평한 제품을 CADMAN-L이  채택(임포트)한 다음 해당 작업 순서

대로 자동으로 네스팅과 가공을 합니다. TOUCH-L콘트롤과 완전 

통합되어 있습니다.

TOUCH-L은 19" 터치 스크린을 채택한 아이콘 중심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입니다. 사용자가 기계에서 콘트롤에 직접 도면을 임포팅 할

수 있고 절단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거나 시트 네스팅을 할 수 있도록

제품 프로그래밍과 네스팅을 결합시킨 특징을 갖추었습니다. 사용자

가 쉽게 잔재 컷팅 라인을 추가하거나 리드-인의 유형과 포지션을

바꿀 수 있고, 필요시 마이크로 조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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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소프트웨어

KOREATECH LINC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LASER

PUNCH

INTEGRATE

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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