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olini	 Luigi＆C.S.p.A	 

혁신과	 산업	 특성	 존중:	 화강암	 절단	 산업은	 오늘날	 모든	 활동의	 성장에	 필요한	 

개념에	 의해	 도전	 받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Milgrandi	 S.p.A.는	 “Antolini	 Luigi	 &	 

C.	 S.p.A.”의	 협력과	 관심	 덕분에	 이	 필요성에	 Abrasivi	 Metallici 와	 WAbrasives	 스틸	 

그릿트로	 답했습니다.	 

COSMOS 는	 이	 Gang-saw	 통합	 제어	 시스템과	 같이	 작동합니다:	 특수	 미세	 주강	 

그릿트,	 소형	 장비,	 특정	 기술	 지원	 덕분에	 이	 제품을	 이용하여	 블레이드	 간격을	 

줄여서	 동일한	 석재를	 가지고	 더	 많은	 화강암	 슬라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Gang-saw 에	 손해를	 주지	 않고	 큰	 투자	 없이	 큰	 

이익을	 얻게	 하는	 큰	 혁신적인	 기술임.	 

• 주강	 그릿트의	 전	 세계	 최대	 생산	 업체인	 Winoa 의	 기술자들과	 Gang-

saw 에서	 수년간	 이	 그릿트를	 이용한	 고객과의	 협력에서	 나오는	 혁신임.	 

• 우선	 COSMOS 시스템의	 기술	 책임자인	 	 Daniele	 Fraccaroli 의	 말씀을	 빌리	 

자면:	 

	 

화강암	 절단에서	 왜	 COSMOS	 시스템이	 “Antolini	 Luigi	 &	 C.	 

S.p.A.”에	 대해	 혁신을	 나타냅니까?	 

	 



	  

Gang-saw	 기술이	 한창	 이용될	 때	 작업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장비의	 생산성을	 

높여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COSMOS	 시스템을	 채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릿트는	 기술적으로	 발전했고	 원자재	 비용	 절감	 덕분에	 더	 많은	 수익을	 

올려줍니다.	 

	 

오늘날	 “Antolini	 Luigi	 &	 C.	 S.p.A.”의	 서로	 다른	 2 개의	 

Gang-saw 기계에서	 3 개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절단한	 화강암의	 매	 ㎥마다	 ㎡의	 생산량	 증가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블록을	 절단하면서	 귀하께서는	 각	 석재에서	 슬라브(2cm)	 를	 대략	 두	 

개	 더	 얻을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본	 것과	 같은	 아주	 비싼	 화강암인	 경우에는	 

큰	 이득입니다.	 

	 

절단	 비용을	 절감했습니까?	 

	 

전체적인	 절단	 방법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그릿트로	 작업할때는	 마찰이	 

적어	 결국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폐기해야	 하는	 화강암	 절단	 폐기물은	 

발생량이	 줄어	 들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COSMOS 는	 생태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블레이드	 소비가	 

절감됩니다:	 가끔씩	 버려질	 화강암으로도	 추가	 절단이	 가능해	 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릿트의	 소모량이	 줄어	 들게	 됩니다.	 

	 	 

COSMOS 는	 환경을	 보존하고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면서	 동시에	 수익과	 

효율을	 확대하는	 모든	 화감암	 Gang-saw 기계에	 대한	 혁신	 가능성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