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를 앞서가는

1. 소재가 눈에 더  잘  
보이도록 조치
Beam아래 쪽에 LED램프를 장착한 독점적
인 설계로 잘 보이게 하여,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작업자의 피로도를 감소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 HYDROCLEAN™  
ABRASIVE REMOVAL
특별한 젯트 작동에 의해 워터젯 연마제의 
제거가 자동으로 됨으로 수동 작업이 요구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3. 접근성 증대를 위한 계단 타
입 디자인
MACH4장비 디자인은 최적의 안정성을 추
구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가공소재에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
도록 통째로 발판계단을 설계하여 만들었
습니다.

Flow는 작업자의 편리함,빠른 가공 속도 및 가공품의 정밀도를 
보장하기위해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MACH4 
장비는 인체공학적 단계를 한차원 높인 디자인을 통한 효율성 
극대로 여러분에게 생산성 증진을 가져다 줄 것 입니다. 

4. AIR&WATER GUN
간편한 사용을 위해 손걸이 용으로 제작
된 AIR&WATER GUN.

5. 발끝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
작업자가 소재 및 제품에 편안하게 접
근하도록 발끝이 닿지 않도록 미리 고
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6. 컨트롤러
워터젯 주변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컨트
롤러를 조작 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 방
식을 채택하여 편리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조작의 편리성
세부사항을 통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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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강 또는 스텐레스 스틸 캐쳐탱크

 ■ 수위 조절

 ■ 다양한 커팅 헤드

 ■ 하이드로 크린 연마제 제거 시스템

 ■ 피어싱 기능

 ■ 고압 펌프 옵션 6,500 바[94,000PSI]

 ■ 레이저 에지 파인더

 ■ 그밖의

 
옵션사양

2 m – 4 m
[6.5 ft – 13 ft]

2 m – 14 m 

[6.5 ft –
 46 ft]

램프 OFF  램프 ON

MACH 4 리즈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더욱더 정밀하게 가공

획기적인 가공과 기술력은 고속커팅 및 독보적인 
정밀도를 보장해주며, 귀사에 더욱더 다양한 가공
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장비 입니다.

최상의 적재

워터젯의 성능 소재 커팅의 품질은 모션 시스템
에의해 크게 좌우 됩니다. Mach4시리즈는 최첨
단 드라이브 시스템 기술인[Nexen Roller Pinion 

System (RPS)]을 활용하여 기존의 워터젯과 차
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 플로우가 독점적으로 
적용한 모션시스템은 최상의 리니어모터,정교한 
볼스크류와 피니언 시스템를 결합하여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속도의 성취감과 제로 백래쉬 [정교한 정밀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본사:

FLOW EUROPE GMBH
Gewerbestraße 95
75015 Bretten, Germany
Tel. +49 (0)72 52 53 80
info@flowgmbh.com

FLOW EASTERN EUROPE S.R.O.
Holandská 4 • Spielberk Office Centre
639 00 Brno, Czech Republic
Tel. +420 511 120 400
info@flowcorp.cz 

FLOW FRANCE SARL
38, Place des Pavillons
69007 Lyon, France
Tel. +33 (0)4 72 80 82 03
flowfrance@flowfrance.com

FLOW IBÉRICA, S.L.
Pol. ”Európolis” - c/Dublin • Nave 5B
28232 Las Rozas (Madrid), Spain
Tel. +34 91 6 40 73 93
flow.dmv@flowiberica.com

FLOW ITALIA S.R.L.
Strada per Turbigo, 64
20010 Arluno (MI), Italy
Tel. +39 02 90 37 93 83
info@flowitalia.com

FLOW MIDDLE EAST & AFRICA
4WA 127, Dubai Airport Freezone
Dubai, U. A. E.
Tel. +971 4 260 28 69
info-middleeast@flowcorp.com

FLOW UK LTD.
19 Wheatfield Way
Hinckley LE10 1YG, UK
Tel. +44 (0)14 55 89 53 00
info@flowuk.com

FlowWaterjet.com

진직도 .025 mm/m .001 in/3 ft

반복 정밀도 .025 mm .001 in

최대 속도 36 m/min 1,400 ipm

z 축 행정거리 305 mm 12 in

브릿지 (x 축) 2 m, 3 m, 4 m 6.5 ft, 10 ft, 13 ft

베이스 (y 축) 2 m – 14 m  
(1 m increments)

6.5 ft – 46 ft

Mach 4 사양



차세대 워터젯

신속한 커팅은 신속한 수익을 보장.

MACH 4 4020c
*장비 사이즈와 사양은 
뒷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최상의 적재

미래를 
투자 
하십시오
Mach 4의 세련된 디자인과 
각각의 특별한 사양은 
고객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목적에 맞에 만들어 
졌습니다.

각각의 펌프 적용예

커팅헤드 기술

4,150바(60,000psi)의 정격압력과 3,800
바(55,000psi)의 연속 작동압력의 하이
플렉스 프라임 펌프는 현재 최고압의 
직동 드라이브 펌프로 가장 최신의 펌
프입니다.

HYPLEX® PRIME 
4,150 바 [60,000 PSI]

4,150바(60,000psi)의 연속 작동압력은 
업계에서 초고압 펌프로 장기간 작동
과 최소의 보수시간을 보장 합니다.

인텐지파이어(증압기) 
4,150 바 [60,000 PSI]

6,500바(94,000psi)의 업계 최고수준
의 정격압력과 6,000바(87,000psi)의 
연속작동압력의 하이퍼제트 펌프는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 줍니다.

HYPERJET®  
6,500 바 [94,000 PSI]

순물워터젯
순물워터젯의 미세한 물줄기는 
부드러운 소재를 절단합니다.

표준워터젯
연마재를 이용하여 어떠한 강한 소재

의 절단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DYNAMIC WATERJET®

표준워터젯에 비해 3배 빠르고 
더욱 정확합니다.

DYNAMIC XD
Dynamic Waterjet의 정확성과 속도

가 3D 가공으로 실현됩니다.

플로우는 고압펌프를 폭 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펌프는 센서 작동의 진단기
능을 일체화하여 Mach 4조작반에서 감시
할 수 있습니다.

압력은 곧 생산성

55,000 PSI
3,800 BAR

60,000 PSI
4,150 BAR

94,000 PSI
6,500 BAR

격렬한 조건을 견디도록 엔지니어링 
된 제품입니다

Mach 4는 터프한 환경에서 견디도록 열응력 제거 
열처리를 한 주강품들과 고정밀도로 가공하여 제작
된 기계로 매일매일의 강도 높은 작업을 해 나갈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소프트웨어

우리들의 포괄적 소프트웨어 스윗은 드로윙,디자
인, 프로그램 임포트와 평판물 프로그램 과 3D 제
품을 쉽고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하여 줍니
다.

모듈러 디자인

다른 시스템의 기계와는 달리 아주 쉽게 확장가능한 
모듈러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성에 맞추어 
워터젯 시스템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이
나 커팅면적을 필요에 따라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은 곧 생산성

SMARTSTREAM™  기술

DYNAMIC WATERJET®—다이내믹한 우월한 제품들

DYNAMIC WATERJET® XD—다이내믹한 우월한 제품들

물리적 이론은 단순하나 그 결과는 
확실하듯이 워터젯의 흐름 동작이 빠
르면 빠를 수록 커팅을 빠르게 할수 
있고 빠른 워터젯의 흐름은 연마제를 
필요없게 합니다.

더 빠른 커팅. 더 낮아진 원가.  
생산성 향상.

1개의 샘플제작이나 대량의 생산에
서나 고압력은 신속한 작업종료와 원
가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독점적 SmartStream 기술은 고객이 선택한 소재의 
파라메터에 근거하여 커팅흐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도록 
복잡한 수학적 모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미 시험을 마친 100가지가 넘는 라이브러리에서 단순히 
재질과 두께를 선택하기만 하면 스마트스트림은 적절한 
속도와 각도를 계산하여 고객이 신속한 속도로 정밀한 가
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줍니다.

다른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의 다이내믹 워터젯 작업은 특
허를 등록한 것으로 스마트스트림 기술을 사용하여 스트림 
랙과 테이퍼(워터젯에서 고유특성임)를 카운트 할 뿐 아니
라 급이송중의 커팅헤드의 스피드의 감시와 경사각을 자동
으로 맞추어 줍니다. 이러한 기능은 제품의 커팅을 고정밀
도, 고속으로 진행시키고 테이블로 부터 착탈도 신속하게 
하여 줍니다.

 ■ 엄격한 정확도: +/- .0254 mm [+/- .001 in]

 ■ 표준 시스템 보다 3배까지 빠르게 가공 

앵귤러 커팅 시 상기에서 언급한 스마트스트림 기술과 
다이내믹 워터젯 작업은 다이내믹XD에 하나의 성능으
로 통합 시켰습니다. 이 기능으로 5축 모션과 함께 가공
을 할 수 있는 플로우의 독특한 기술로 개발되어 커팅 
컴파운드 각도에서도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게 되었습
니다. 평재에서는 +/- 60º의 모션도 쉽게 가능 합니다.  

모든 다양한 형상과 3D제품은 안전을 위하여 시험가공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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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바
[40,000 PSI]

218K

1.524 mm
[.060 in]

50 HP

.254 mm
[.010 in]

.953
[2.1]

4,150 바
[60,000 PSI]

1.143 mm
[.045 in]

50 HP

.127 mm
[.005 in]

.567
[1.24]

401K

6,200 바
[90,000 PSI]

.762 mm
[.030 in]

50 HP

.0762 mm
[.003 in]

.363
[.8]

737K출력 밀도  
HP/2.54 CM2 [HP/SQ IN]

분사 직경

분사 테이퍼

연마재 비율  
KG/MIN [LBS/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