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BSB ToolType을 통해 
고객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복잡한 고성능 
엔드밀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배럴형 볼 노즈 엔드밀

ToolRoom RN34에 대한 ANCA의 최신 업데이트에는 

배럴 및 렌즈 모양(이중 코너 래디우스-개량됨), 테이퍼 

및 타원형 형태(BSB) 엔드밀, 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도구 

유형이 포함됩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고이송 엔드밀 

또는 활꼴 세그먼트 커터로 알려진 배럴형 볼 노즈(BSB) 

엔드밀은 주로 다이 몰드, 항공 우주, 일반 기계 가공 

및 발전 산업에서 타이어 몰드, 터빈 블레이드, 임펠러 

블레이드 또는 블리스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배럴형 볼 노즈 엔드밀은 기존의 볼 노즈 및 코너 래디우스 

어플리케이션의 대체로 사용됩니다.

장점
•  이 엔드밀의 기하학 구조는 각 공구의 절삭 영역에서 

큰 반경을 제공하여 가공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    반경이 더 큰 에지는 더 큰 스텝오버 증분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전 정삭 및 정삭 작업 중에 더 큰 크로스 
오버 피치 또는 공구 경로 거리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  큰 접선 형태 반경은 절삭 직경이 큰 볼 노즈 또는 
코너 래디우스 엔드밀에 반영되어 볼 노즈 공구에 비해 
가공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  이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표면 
마감도 더 좋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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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오버의 대폭 증가로 가공 시간이 빨라지고 공구 수명이 길어집니다.

Taper form Oval form Barrel-shape Lens-shape



마법사 기반 설계
•  ToolRoom 소프트웨어는 마법사 

기반으로 BSB 설계를 제공하여, 
모든 표준품 엔드밀의 생산을 
용이하게 합니다.

•  공구의 크기를 조정하고 황삭 
또는 칩 브레이커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추가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마법사 프로그램은 타원형, 
테이퍼 형상 뿐만 아니라, 스페셜 
형상까지 지원합니다.

보정 방법
•  우리는 모든 다른 형상에 대해 수동, iView 및 LaserPlus 보정을 지원하고 LaserPlus를 사용하여 볼 반경과 접선 

형태 반경을+/- 0.002 이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LaserPlus를 사용하는 기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자동 보정으로 양산 작업에서 2미크론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ToolRoom의 장점
•  대량 생산을 위한 iView 및 레이저 보정

•  신속한 노즈 부분 가공을 위한 에지 볼 노즈 디자인

• 각종 헬릭스/인덱서블 공구의 간편한 셋업

• 채터링 없는 가공을 위한 공구 밸런싱 프로그램

• 공구 수명 향상을 위한 절삭 날 궤적(스페셜 플루트)의 일정한 후크 형상

• 특히 표준 공구 제작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마법사 기반 설계 프로그램

Head office: Australia  
ANCA offices in the UK, Germany, Japan, China, 
Thailand, Brazil, Mexico, India and the USA.  
Supported by a global network of agents.

anca.com

linkedin.com/company/anca

instagram.com/ancacncmachines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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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el shape form and ball radius +/-0.002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