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징, 사이니지 및 디스플레이 생산 
분야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커팅 테이블

Kongsberg C 시리즈



Kongsberg C: 업계 최고로 견고한 플랫폼에서 
우수한 성능 발휘

최고의 성능을 목표로 제작된 Kongsberg C 시리즈는 단기 생산의 한계를 시험하는 
제품입니다. 

Kongsberg C 의 빠른 속도 (100m/min - 66ips) 와 가속력 (최대 1.5G), 그리고 
신속 정밀하게 움직이는 툴에 힘입어 아무리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최고 품질의 
단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Kongsberg 를 상징하는 성능은 탄탄한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이 커팅 테이블에는 
알루미늄 합성 상판, 랙 앤 피니언 구동 시스템, 동적 테이블 매핑이 함께 제공됩니다.

Kongsberg C24s Kongsberg C24p



탄소 합성 트래버스 

성능 저하 없이 속도와 품질을 결합해 
주는 탄소 합성 트래버스입니다. 3.2 미터 
범위에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매우 견고한 
이 탄소 트래버스를 사용하면 상당한 
무개의 까다로운 소재를 작업할 때도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Kongsberg C60sKongsberg C44pKongsberg C44s



1

2

3

고성능 툴링으로 처리량 증대 

모든 소재의 2D 또는 3D 형상이나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Kongsberg C 커팅 테이블에는 오직 창의력의 한계만 존재할 뿐입니다. 

Rigid Signage Display 골판지 패키징 



Kongsberg C 는 성능 범위가 넓어 다양한 툴 장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소재에 따라 여러 가지 
툴을 생산에 이용해 보십시오. 

툴링 시스템에는 소재 두께 측정과 인쇄물의 정확한 맞춤을 위한 카메라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Kongsberg C 
고성능 툴링으로 처리량과 정확도를 높여 보십시오.

1. Heavy Duty Tool 
Position

 › Heavy Duty Tool (다양한 크리즈 
휠, V 커팅 툴 장착)

 › High-Power Milling Unit (3kw 
고속 밀링)

 › Foam Cutting (폼 커팅 툴 장착)

2. Insert Position
 › 드릴 툴 
 › 볼펜 툴 
 › 파이버팁 툴

3. Fast Tool Position
 › High-frequency VibraCut 

Tool (고주파 진동툴)
 › VibraCut Tool (진동툴)
 › Hi-Force Knife tool (종이, 

합성시트지 커팅 툴)
 › RM Knife tool (최대 8-9mm 

경질소재 커팅 툴)
 › PressCut Knife tool (스티커, 

점착비닐 커팅 툴)
 › Psaligraphy Knife tool (얇은 

종이의 정교한커팅 툴)
 › RotaCut (섬유, 가죽 커팅 툴)
 › CorruSpeed Knife tool (골판지 

무진동 커팅 툴)

마닐라 상자 플라스틱 골판지 Flexible Signage



시트 자동화
Kongsberg i-BF 피더는 생산성을 더욱 높여 줍니다.

작업자의 개입 없이도 1분당 3회 주기로 소재를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i-BF는 팔레트에 있는 골판지, 종이보드, 플라스틱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중간에 다시 쌓지 않아도 되고 리프트나 작업 테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자체 공정용 팔레트는 물론 보드 배송에 사용했던 
일반 팔레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ultiZone 생산
고가의 자동화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도 Kongsberg 커팅 
테이블에 시트 두 장을 로드하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는 
MultiZone 생산 방식입니다.

각 구역을 손끝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진공 구간을 개별적으로 
켜고 끄거나 작업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바코드 생산
일관성 있는 생산과 최종 판매용 품질을 보장하며, 특히 독특한 
작업 여러 개를 연이어 처리해야 할 때 추천합니다. 카메라가 
바코드를 자동으로 읽은 다음 올바른 툴링과 생산 설정을 
적용합니다.

 • QR
 • 데이터 매트릭스
 • Code39
 • 여러 작업 스택 가능
 • MultiZone 지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 준 로봇 자동화
로봇을 이용한 소재 처리는 생산 현장에 이익이 됩니다. 로봇 

롤 자동화
독립형 솔루션으로 롤 자동화 기능을 구입하거나, 생산량 
증가에 따라 맞춤 제작된 시트 및 롤 자동화 장치에 이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팔이 팔레트에서 직접 소재를 로드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동안 무인 실행이 가능합니다. 광범위한 소재를 취급할 수 있는 
그리퍼 (Gripper) 가 장착되어 있고,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커팅 가동 시간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로봇 시스템은 설치 면적이 가변적이므로 다양한 생산 방식에 
맞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Quick Box 로 어떤 상자든 3단계만 
거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새 패키지 디자인을 
빠르게 시작하거나, 작업하고 있는 제품에 잘 

맞는 주문형 배송 상자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CAD 디자인 기술은 몰라도 됩니다. Quick Box
는 i-PC 에 들어 있습니다.

간소화로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의 열쇠는 바로 복잡한 작업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Kongsberg Operate 
솔루션은 생산 공정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어떤 방향에서나 
커팅 테이블에 접근하기 쉽고, 작업자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거치대나 기타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 간소화를 
실현해 주는 보다 혁신적인 솔루션도 있습니다.

i-cut Production console (iPC): 
간소한 사용자 환경
모든 Kongsberg 테이블에 기본 제공되는 i-PC
는 그래픽 아이콘 방식의 통신 및 작업자별 맞춤 
인터페이스제공합니다. i-PC 에는 스마트 생산 
방식, 계획 수립, 보고 등 일관성 있는 정시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uick Box

ArtiosCAD Display Store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ArtiosCAD 
Store 에서 정말 간편하게 POP 디스플레이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어에서는 Kongsberg 
커팅 테이블에서 바로 생산 가능한 POP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sko.com/
displays 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공유

Device Manager 
Device Manager 를 통해 어디서나 장비 상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진행 중인 모
든 작업을 보면서 분산 배정하여 Kongsberg 테
이블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Device 
Manager 는 리드 타임을 줄이고, 거부율을 낮
추고, 소재 낭비를 방지해 줍니다. 따라서 단기 
생산을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장비의 생산량
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Device Manager 는 
i-PC 의 옵션 기능입니다. 

복잡한 수작업을 자동 작업으로 간소화하십시오. 
i-PC 의 ‘리소스공유’ 기능은 수신된 파일을 분석한 
다음 적절한 툴과 올바른 테이블 설정 및 절단 
순서를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 결과,  테이블을 
누가 작동하든 간에 빠르고 일관성 있는 생산이 

보장됩니다. 이제 숙련된 작업자가 와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리소스 공유 기능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신속한 
납품을 실현해 보십시오.



5

1

4

2

단기 생산의 통제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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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파일, 유휴 중인 생산 장비, 품질 문제, 
그리고 생산 현장의 소통 부재 등은 모두 정합적 오류로 이어져 
막대한 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Esko 의 모듈형 현장 솔루션은 소재낭비를 방지하고 어떤 소재든 
일관성 있는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귀사의 생산 현장을 린 (lean) 
생산 장치로 변모시켜 드립니다.

Kongsberg 커팅 테이블과 Esko 의 프리프로덕션 소프트웨어는 
각각 개별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통합하면 
고객의 의사소통과 파일 흐름, 생산 현장 관리, 장비 효율성 등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iPC 에서는 시각적으로 작업을 처리합니다. 커다란 아이콘으
로 전체공정을 보여 주며, 작업과 배치의 카운트다운이 표시
됩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생산 현장 어디서나 
완벽한 생산 통제가 가능합니다.

2. 시각적 워크플로 제어. Device Manager 에서 작업을 예측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적 및 보고합니다. 작업자는 작업 
일정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3. 리소스 공유. 테이블 설정과 커팅 순서, 올바른 툴을 자동으
로 조정합니다.

4. 구조 디자인 워크플로우. 패키징 및 디스플레이 디자인 업계
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ArtiosCAD 소프트웨어에 스마
트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면 Kongsberg 커팅 테이블의 절단 
속도와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5. 프리프레스 워크플로우. 사용하기 쉬운 i-cut Suite 소프트
웨어로 강력한 프리플라이트 및 네스팅을 실현하십시오. 전
용 프리프레스 소프트웨어로 인쇄 효율을 최적화하고, 작업
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줄임으로써 고가의 소재 낭비
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디자인에서 배송까지 완벽. Cape 팔레트화 기능이 통합되
어 있으므로 포장, 재고, 배송을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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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 C44 C60 C64

작업 영역 1,680 x 3,200
66 x 126

2,210 x 3,200
87 x 126

3,210 x 1,600
126.37 x 63

3,210 x 3,200
126.37 x 126

mm
in.

최대 소재 크기 
(컨베어 피드 불포함)

1,740 x 3,700
68 x 146

2,270 x 3,700
89 x 146

3,330 x 2,125
131 x 83½

3,330 x 3,730
131 x 147

mm
in.

최대 소재 넓이 (컨베어 피드 포함) 1,680
66

2,210
87

3,210
126½

3,210
126½

mm
in.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한 전체 규격 3,600 x 3,900
142 x 154

4,100 x 3,900
161 x 154

5,100 x 2,320
201 x 91½

5,100 x 3,920
201 x 154½

mm
in.

워크스테이션을 제외한 전체 규격 2,760 x 3,900
109 x 154

3,260 x 3,900
128 x 154

4,260 x 2,320
168 x 91½

4,260 x 3,920
168 x 154½

mm
in.

무게 600
1,325

800
1,760

800
1,760

1,300
2,870

kg
lbs

최대 속도 100m/min - 66IPS

최대 가속도 1.72G 1.65G 1.57G 1.57G

진공 영역 8 8 4 8

트래버스 간격 
(커팅 언더레이 제외) 70mm -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