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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급과 주축 수리로 고객을 평생 지원
국내용은 24시간 이내 반드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객의 이익은 납입된 기계가 순조롭게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가져온다. 따라서, 결코 
기계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멈추는 일이 발생하면, 그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라」―. 자사 제품의 서비스나 지원에 대한 야마자키 마작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 이념을 부품 조달 측면에서 실천하는 것이 월드 파츠 센터(WP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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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365일 가동하는 월드 파트 센터. 기계 구입 
후 의  애 프 터  서 비 스 로 ,  일 본 ,  미 국 ,  벨 기 에 ,  
싱 가 포 르 ,  중 국 에  대 규 모  파 츠  센 터 를  마 련 ,  
고객에게 신속하게 보수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8만점에 달하는 부품 공급과 주축 수리 서포트가 설비된 월드 파트 센터 중·대형 부품 수납용 자동입체창고

　 WPC는 2008년 2월 미노카모 제2제작소의 부지 내에 개설. 연면적 약 1
만 200m2로 중·대형 부품 수납용 입체 적재크레인 7기(3500선반), 소형 
부품 수납용 고속수직자동선반 8기(809선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총 1500기종 남짓하는 기계에 대응하는 보수 부품 약 8만개를 준비. 
연중 무휴 체제로 국내외 거점으로부터 부품 공급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용은 수주 후 24시간, 해외용은 부품의 크기를 막론하고 미국
(켄터키), 브라질, 벨기에, 싱가포르, 중국(상하이)등 주요 지역을 공급 
거점으로, 심야 대응으로 다음날 공장 출하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 수주 24
시간 이내에 출하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즉납율은 98%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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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부품 센터를 3월에 확장
완전 자동화 수송 전달 시스템을 도입

30년 전의 제조 기종도 서포트
　 업계 표준을 훨씬 웃도는 즉납율은, 「납입한 기계는 평생 
돌본다」라는 이념을 창립이래 지켜오고 있어, 3년 이상 전에 
생산이 중단된 기종에 대한 부품 조달도 최신 기종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품 교환을 필요로 하는 고장이 일어났을 때 복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품과 기술입니다. 즉, 필요한 부품이 
숙련된 기술자의 힘으로 신속하게 교환되면 기회 손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고객에게는 
이점으로, 안심하고 마작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축 유닛의 수리와 재생을 자기부담으로
　 WPC는 단순한 부품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공작 기계의 
주요 부품인 주축 유닛의 수리, 재생을 자비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겨냥한 기본 방침을 감안한 대처입니다.
　센터 내에 마련된 「월드 스핀들 서포트」로 불리는 전용 
공장에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이 부품의 수리, 재생과 
전용 시운전대에 의한 성능·품질 검사를 실시. 구형기에서 
최신기에 이르는 전 기종에 대응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생품은 예비 재고나 고객용 교환 부품으로서 활용됩니다.

INTEGREX의 밀 주축 유닛.
수리 후(왼쪽)은 마치 신품과 같은 결과

소형 부품 피킹 작업

2015년 3월에 확장한 「유럽 파츠 센터」의 외관 피로식전에서 테이프 커팅. 부사장인 야마자키 다카시(왼쪽에서 3번째),
유럽 마작 그룹 총 지배인인 마커스 버튼(왼쪽에서 두번째)

시스템 반입에서 반출까지 완전 자동화된 입체 창고로, 고객 지원 체제를 더욱 신속화

News &Topics

리뉴얼 오픈한 벨기에 테크놀로지 센터 내 쇼 룸

　WPC와 함께 글로벌한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해외 거점의 하나인 유럽 부품 센터(EPC)의 확장 및 
증축 공사가 완성되어, 올해 3월에 본격 가동 
되었습니다. 유럽 각지의 지원 거점과 제휴하여 
온라인에서 발주 및 재고 확인이 가능한「마작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완전 자동화된 반송 반입 
시스템 등을 도입. 이런것들에 따라 기계의 정지 
시간을 극한까지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E P C를  선보인  식전에서  야마자키다카시  
부사장은「확장에 따라 채용한 최첨단의 기술은 
부품의 공급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인사. 유럽 마작 그룹 총 지배인인 
마커스 버튼도 「우리가 납입한 기계가 항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며 
마작의 고객 지향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시운전대에 세팅되는 스핀들 카트리지. 수리품도 신품과 같은 품질 검사를 하고 출하

대형부품도 자동출고가능 빠르게 출고할 수 있는 자동 컨베이어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한 스핀들 조립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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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키 팀의 소유주인 로저 
펜스키 씨에게 있어, 레이스 
퍼 포 먼 스 는  항 상  최 우 선  
사항이다. 마작기계의 기술과 
함께  펜  스 키  팀은  승 리의  
첫발을 내디었다.

<최고>를 목표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팀 펜스키와 마작

공장을 견학하는 모습(조수석:로저 펜스키 씨)

로저 펜스키 씨(왼쪽)와 마작 코퍼레이션 사장의 브라이언 파프가

　대만 최대의 "제25회 타이페이 국제 공작 기계 박람회
(TIMTOS 2015)"가 3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타이페이 세계 
무역 센터 2개의 홀과 남항 전시 홀, 타이페이 꽃박람회공원 
쟁염관 4회장에서 열렸다. 1015개 기업이 총 5411부스에 
출품하였고, 개최 기간 중에 약 4만 7000명이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JIMTOF를 뛰어넘는 참가 규모였던 
때문에 주최자가 "개최 규모로는 아시아 제2위"라고 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야마자키 마작은 복합 가공기 INTEGREX 
i-400S와 VARIAXIS i-600 2기종을 출전. KEN OKUYAMA 
DESIGN이 만든 컨셉카, K.O 7이 전시에 더욱 더 색채를 
더했다.부스 정면의 신세대 CNC장치 MAZATROL SmoothX를 
곁들인 프리젠테이션 스테이지는 연일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공정 집약과 무인화 추진에도 한몫
　부스 안에서는 MAZATROL SmoothX의 조작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나 그것을 실제로 탑재하고 데모 가공하는 
INTEGREX i-400S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대단한 
열기를 느끼게 했다. 대만에서는 현재 항공기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호황으로 이 산업에 필요한 동시 5축 가공, 포켓 밀 
가공 등의 제어 조작을 간단하게 실시할 수 MAZATROL 
SmoothX의 성능이 관심을 모았다. 
　현지에서는 복합 가공기 도입에 의한 공정 집약이나 
로봇과의 연계에 의해 무인화를 사용하는 마작 사용자가 40%
를 넘고 있다. 그 만큼 생산 현장에서의 모든 관리 기능과 관리 
소프트웨어의 접속 인터페이스를 표준 장비하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TaiwanEvent Report

MAZATROL SmoothX의 
데모에 대한 높은 관심

마작 부스 외관

MAZATOROL SmoothX를 곁들인 프리젠테이션 스테이지가 존재감을 발하고 있다zz

CNC의 조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 프리젠테이션 단계 전에는 항상 인산인해

MAZATROL SmoothX를 탑재한 INTEGREX i-400S 스포츠 카"K.O 7"도 전시

　22번의 우승과 2번의 챔피언 획득. 
2014년은 로저 펜스키가 인솔하는 <팀 
펜스키>에게 있어 많은 결실을 얻은 
해였다. 2015년이 되도 그 열기는 식지 
않고 2월 22일에는 소속 드라이버 조이 
로가노씨가 <제57회 데이너트 500>을 첫 
제패. 이 팀은 인디카 시리즈나 스토커 등, 
미국답게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서 빛나는 
실적을 남겼다. 

　이 팀의 자랑스러운 영광을 기술면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야마자키마작이다. 
양사는 <최고>를 목표로, 20년이상 함께 
해 왔다. 양사가 파트너 계약을 맺은 것은, 
신규 팀 <펜스키 사우스>가 창립된 1994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전년에 열린 
펜스키씨와 MAZAK CORP.사장 브라리언 
파프케와의 회담이 결실을 맺은 것 이다. 
　회담 석상에서 이 팀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흔쾌히 승낙하였다. 기술적 협력 

체제를 약속한 팀·펜 스키는 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동차 레이스 경기 
사상에 남는 갖가지 장면을 수놓았다

자사 공장에서 제조하는 다양한 부품
　2014년도 버라이즌, 인디카 시리즈를 
석권한 윌 파와 씨는 "승리는 (기계)
성능에  달려있다.  그  성능을  높이는  
고도의 기술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레이스 
카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은 펜 스키회사와 마작과 관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즉 레이스 카 
최고의  퍼포먼스 를  이끌 어  낸  것은  
기술적인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다.
　실제로 펜스키사는 20년 이상 자사 
공장에 도입된 마작기를 이용하여 수많은 
부품을 제조해 왔다. 펜스키사는 인디 카 
시리즈와 스톡 카 등 다양한 레이싱 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조하는 부품도 

샤 시에서  서스펜션까지  여러가지를  
다루고 있다.

신속 정확한 대응이 승패를 좌우한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모즈 빌딩에 있는 
자사 공장(105에이커=약 42만㎡)에 
설치된 마작의 최신 설비는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부품을 가공하고 있다. 
　만일, 설비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마작의 기술 스탭이 바로 대응하는 지원 
체제도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 레이스는 
초 단위를 겨루는 만큼 이런 신속 정확한 
대응이 팀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관건이 
된다.
　양측이 20년 넘게 쌓아 온 협력 관계는 
"진정한 위업은 사람이 기계를 쓰면서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서로의 사업으로 "최고"을 지향하기 위해 
고성능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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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삼신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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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삼신제작Japan

01. 이 회사의 기대를 짊어지고 새로 도입된 VERSATECH V-100N
02. 블랙과 오렌지를 기조로 한, 스타일리쉬한 신공장의 외관
03. 이 회사의 우수 분야인 보일러 부품 가공. 기계는 FJV-35/120 Ⅱ
04. 타케요시 사장(가운데)을 둘러싼 사원 여러분

Japan 주식회사 삼신제작

Customer Report 01

Customer Report 01
「VERSATECH」에 맡긴 메이커의 길

　보일러, 터빈, 펌프 등의 부품 가공을 다루는 산신 제작(히로시마현 쿠레시, 타케요시 
노부유키 대표)의 신 공장이 올해 3월 1일. 본격 가동을 시작하였다. 도입기의 대부분이 
마작 기계로, 다면·5축 문형 머시닝 센터(MC) VERSATECH V-100N가 공장 내에서 한층 
더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장 내의 배색을 오렌지 & 블랙으로 통일할 만큼 마작 통인 
타케요시사장이 이 기계에 거는 기대는?

Hiroshima,Japan

▲ ▶ 보일러 부품의 일부. 단순 가공으로 보이지만, 끝을 테이퍼장으로 하는 등, 
　　고도의 기술로 가공되고 있다

www.sanshinseisaku.co.jp

: 다케요시 노부유키
: 히로시마 현 쿠레시 야스우라쵸 우스미남 4-1-10
: 11명

대표 이사 사장
소 재 지
종 업 원  수

"이 기계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타케요시사장과 고참 M4

신구 마작기가 모여있는 공장의 일각

유난히 존재감을 발하는 VERSATECH의 안쪽에는 많은 마작기가 늘어서있다

　"어려울 때는 이 회사에 의뢰해라" "절대 
거절 하지 않는 가공 회사" "어려운 가공의 
마지막 보루". 이 말은 산신 제작이 받은 
찬사들이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 타케요시 
사장은 "우리는 깎는 데의 프로니까 안 
되는 건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요청받은  일을  
거부하지 않게 된 배경에는 "거절하면 연이 
끊긴다"는 절박한 사정도 있었다. 리먼 쇼크 
후에 창업한 만큼 들어오는 일의 대부분이 
타사도 거절한 어려운 일들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맡았어요. 못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타케요시 
사장).

　이런 자세가 점점 좋은 평판을 얻게 되어, 
소개에 의한 수주도 늘고 창업 당시 130
만엔이었던 매출이 1년 만에 8000만엔, 2
년차엔 1억 5000만엔으로 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을 지지한 것은 활발한 설비 
투자였다. 중고 NC선반 3대로 구성된 이 
회사 는  3 개월에  1대꼴로  개장기를  
갖추었고, "1년 후 꿈의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회사로 
　"특수 가공이 한 번에 가능한 것이 
VERSATECH의 매력입니다. 이 기계를 
구사하여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VERSATECH는 이를 위한 
든든한 도구이기도 합니다"(동). 이 회사는 
신 공장의 인접지에 미래에 업용 확대를 
위해 미리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주력 사업인 기계 가공이 일정 
규 모 가  되 면 ,  조 립 에 도  도 전 하 여  
최종적으로는 독립 메이커로 성장하여, 
자사  제품으 로  세 상 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 공장은 
비원의 골이 아니라 장래의 꿈을 위한 
시작입니다."(동).

　"신용·신념·신뢰"라는 3개의 "신뢰"를 따서 
만들어진 회사 이름. 그러나 아무래도 꿈의 
실현에 돌진한다는 뜻의 "노부유키"라는 
사장의 이름도 4번째에 숨어 있는 
것 같다.

범용기계의 일을 NC기계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
　이 회사의 강점은, 범용 선반과 만능 밀링 
기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NC기계로  
손쉽게 다루는 기술력이다. 타케요시 
사장은 "경험이 풍부한 보일러 관련 가공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절삭기 대부분이 마작산인 것은 
"수행 시대에 만난 것이 마작기계로, 
마작트롤의 손쉬운 사용법에 반했기 때문"

　작업하기 어려운 일이 자주 들오는 것은 
마작트롤의 사용과 뛰어난 장인 기술로 
고객의 요구에 응하는 타케요시사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자세에  따 른  
적극적인 기계 도입은 불과 창업 3년 반 
만에 공장을 비좁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이 결정되었다. 신 
공장에서는 메인 기종인 VERSATECH
이외에, 복합 가공기 1대, 문형 MC3대, 
입형 MC4대, 수평 MC1대, NC선반 4대가 
모여있다. 8월에도 새로운 개장기를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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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들어있는 컵에 꽂힌 빨대가 
구부러져 보이는 것은 빛이 굴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굴절계는 이 현상을 
응용한 것입니다.」
　「당사의 굴절계는 물이 들어있는 컵에 
꽂힌 빨대가 구부려져 보이는 현상. 즉, 빛이 
굴절된 현상을 응용하였습니다.」
　아마미야사장은 누구나 한번쯤은 체험해 
보았을 만한 광경을 상기시켜 주력제품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굴절계는 액체 중에 
녹아있는 고체 함유량의 농도를 측정해주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 녹아 있는 물질이 당이라면 
당도계, 소금이라면 식염계, 복수의 물질이 
들어 있으면 농도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다양한 용해물의 농도를 
[빛으로 측정하다]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식품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금속가공, 임상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150개국 이상에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제 품의  해 외판 매  비율 은  수 량 을  
기준으로는 70%, 판매를 기준으로 한다면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수중의 굴절계와 세계 최초 디지털 
굴절계 등 전문업체만의 노하우를 살린 
제품의 개발과 자사생산을 일괄 유지하고 
있 다 는  점 이  최 대 의  강 점입 니 다 . 」

（아마미야사장）
　실제 제품개발에서부터 가공, 조립, 검사,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의 생산공정을 
자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T.G.I.M.」 사원들을 위한 공장을 지향하고 
있다
　「마자트롤의 편리함은 물론 기체의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훌륭한 디자인은 일하는 사람의 기분을 
열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마작기에 대한 아마미야사장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 말을 증명하듯 페라리 공장에서 
감명을 받은 아마미야사장의 선두지휘로 
건설된 후카야공장은 2011년 Good Design
상을 수상 받았다.
　「자사에 대한 사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휴일을 맞이 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T.G.I.F.＝Thank God, It's Friday（신이시어 
오늘도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마미야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월요일도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T.G.I.M.』
라는 말로 요약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인「M」은 Monday 뿐만이 
아닌 MAZAK의 첫머리글자이기도 합니다.

성장에 주목한 적극적인 해외전개
　동사가 중시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대부분은 모두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들 뿐이다.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안전과 품질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반드시 수치관리가 
동반되므로 당사의 제품이 요구됩니다.」
　 아마미야 사 장은  주력인  굴절계가  
완수되는 회사적인 역할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맥시코와 나이지리아, 내년에는 
두바이에 합병회사를 만들어 유지보수와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제조공정으로는 마작제의 
수직형 머시닝센타(MC)ACCURA JIG-
MATIC AJV-18와 MAZATECH V-
414/32, 수평형MCのMAZATECH FH-
4800 와HORIZONTAL CENTER NEXUS 
4000-Ⅲ, 복합가공NC선반의 MULTIPLEX 
6200Y등을 구사하여, 굴절계의 심장부를 
지탱하는 Prism Mount Chassis 등을 
가공하고 있다. 마작기는 신뢰성이 높다고 
알려진 ATAGO제품의 정도를 제대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 시간이 1/6로 줄어 들었으며, 
생산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등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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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타고

09 10

01. 후카야공장외관. 유리벽면으로 공장내부는 밝고 깨끗함이 느껴진다
02. "ATAGO Color"로 통일된 마작기가 공장내에 한줄로 정렬되어 있다
03. 아마미야 히데유키사장 (뒷줄 오른쪽에서 3번째)과 사원들

Japan 주식회사 아타고

Customer Report02

Customer Report02
「빛으로 당도를 측정하다」기계로 세계에 공헌을

　사계절마다 과일판매장에 같은 당도표시.
　그 뒷받침이 되는 당도 등을 측정하는 기계로 국내80% 점유율을 차지해 독주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타고(도쿄도 미나토구, 아마미야 히데유키사장)입니다. 
　１도 차이로 매상이 자지우지 될 만큼 기계에서는 정밀한 정도가 요구되어집니다.
　이 높은 정도는 동사의 기술개발력과 독자의 구성부품을 완성시킨 마작장비의 정밀한 
절삭가공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Fukaya Factory
Saitama,Japan

HQ
Tokyo,Japan

주식회사 아타고Japan

▶ 당도의 과당과 포도당, 구성성분의 비율을 알 수 있는 휴대용 굴절 회전 편광「RePo-1」(왼쪽)
　왼쪽은 포켓당도계 PAL-1

www.atago.net

공장내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손에 의해 한 개의 정밀기계가 만들어 진다

「10％씩 성장」 시장이 확장되어도 제조현장을 소중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마미야사장

「우리는 프로다. 일류메이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공장에 걸려있는 말이,
톱 메이커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 아마미야 히데유키
: 도쿄 미나토구 시바공원2-6-3 시바공원프론트 타워23층
: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오마에다 501
: 147명（국내만）

대표이사사장
본 사 소 재 지
공 장 소 재 지
종 업 원 수



▶Götz(구츠)社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품

0402

www.goetz-maschinenb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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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ötz Maschinenbau

11 12

01. 소재(WORK)는、PALLETECH SYSTEM사이에두고 왼쪽의 STOCKER에서 오른쪽의 FH-6800에 도입
02. 소재(WORK)의 설치를 담당하는 로딩스테이션
03. TOOL HIVE 의 상태 。Götz(구츠)社에서는 250개 이상의 공구가 사용되고 있다
04. Götz(구츠)사장(오른쪽에서 2번째)과 사원들

: Roland Götz
: Industriestraße 3, 76470 Ötigheim
: 85명

Managing Director
소 재 지
종 업 원 수

Götz MaschinenbauGermany

Germany Götz Maschinenbau
Customer Report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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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는1일20시간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Götz(구츠)사장

MAZATROL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오퍼레이터

INTEGREX e-1550/V10에 의한 가공

Germany

　최신의 공작기계나 시스템을 다루어 
현재도 더욱 성장을 해가는 Götz(구츠)社.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 1980년까지 4년간 
Götz(구츠)사장은 여러 가지 산업에 이직을 
반복해, 장래에 독립을 위해 지식이나 
기술을 축적 시켰습니다. 그런 노력의 끝에 
독일의 전통적인 제도인 공업마이스터의 
직업교육시험에 합격한 Götz(구츠)사장은 
스스로 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해, 다음세대를 
짊어질 180인의 실습생을 성장시켰습니다.

　직업훈련시설의 대표를 역임하는 한편 
Götz(구츠)사장은 이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비즈니스찬스의 도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설 안의 낡은 
선반에서 부서진 기어박스를 발견한 Götz
(구츠)사장은 그것을 일단 분해해, 새로 산 
스페어부품을 사용해 조립해 고쳤습니다. 
기계는 당연 한 것처럼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Götz(구츠)사장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확신한 기념할 만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가공공업에 발을 디딘 
Götz(구츠)사장은 실습생의 근무지를 
다니며 거래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수리가 
특기였던G ö t z(구츠)사 장은  다양 한  

중고기계에 개량을 해, 그것들을 사용해 
높은 정도의 제품을 만드는데 노력했습니다.

현재도 현역에서 일하는 14년차의 
FH-6800
　1986년 줄 서 있는 중고기중에 혼자서 
빛을 발하고 있는 MAZAK의 CNC선반. 
Götz(구츠) 社 가 처음으로 구입한 신품의 
기계였습니다. 다음해에는 머시닝센터 FH-
6800를 구입「가격대비 성능이 좋음에 
끌렸습니다. 올해로 14년차가 되었지만 
현역에서 가동 중입니다. MAZAK의 서포트 
체제가  충 실해  기계의  상태는  이미  
완벽합니다.」
기계에 정통한 것 만으로 Götz(구츠)사장의 
평가는 적확 합니다.

　MAZAK기계에 대한 Götz(구츠)사장의 
평가를 정한 것은 2000년에 열린 스위스 
전시회에서 처음 본 PALLETECH SYSTEM, 
이 시스템을 도입한 FMS에 이 회사의 
성장에는 한 단계 더 강함이 느껴졌습니다. 
F M S의  본 격  도입이  무인화  운동을  
진척시켜 생산업을 비약적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시회의 동행한 대리점의 
마틴루터(Martin Luther)씨는「그 자리에서 
FMS화를 빠르게 결정한 선견지명은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당시를 회고해봅니다.

「다음 10년」을 향한 신기술을 개발 중
　FMS의 도입에 의해 제조비용의 절감은 
큰 이익창출로 끌어들여, 경쟁사에게 판매에 
유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매년 심각화 되는 기술경험자부족자를 
대신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는 지금도 직장훈련실습의 신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훈련시설의 운영에서 부품가공공업으로 
바꾼 Götz(구츠)사장의 독특한 사업전개를 
잇는  것은  2명의  자 식이  될  것으 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 기계엔지니어의 장남은 
본 사 공 장 이  아 닌  다 른  곳 에  있 는  
조립공장의 책임자로 활약 중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10년을 향한 신기술의 
개 발 을  진행 하고  있 습 니 다.  」라고  
미래구상을 일단 새워두고, 신사업소의 
건설에도 의욕을 보이는Götz(구츠)사장, 
경영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좀 더 나중 
일이 될 것 같습니다.

Customer Report03
중고기(機) 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신품의 마작기계에서 성과를 나타내다

　일반 기계에서 건설, 오일 의료산업에 달하는 Götz(구츠)기계제조주식회사(독일, 
롤런드(Roland)지역의 Götz(구츠)사장) 가 다루는 부품가공의 업종은 많은 곳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가공내용에 따라 무인화 설비에 의한 대량생산과 다품종 
소량생산을 잘 구분하면서 독자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고비 한고비 이 회사의 
경영에 뒷받침 한 것이 MAZAK의 여러 가지 기계나 시스템입니다.



News & Topics

　제조부터 판매, After Fol low까지 국내외에 많은 관련 
거점을 가지고 있는 야마자키마작. MAZAK PEOPLE은
그룹 각사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들겠습니다.
　 이번  등 장 인물 은  영국  현지  법인.  야 마자 키마 작  
U.K.LTD.에서 일하고 있는 류・진씨
영국뿐 아니라 유럽을 통괄하는 거점이기도 하여 사업은 
여러방면을 아우릅니다.

̶̶ 현재 일의 내용은？
　유럽마케팅팀에서 유럽각국의 영업거점을 통해서 선전광고와 
전시회 서포트, 카달로그와 판촉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MIMTA투더의 수배도 주요한 업무
　당사는 McLaren・Honda의 Official Supplier로써 회사를 대표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통괄본부로써 유럽각국의 영업거점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팀원이 단 4명이므로 작은 회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에 각국의 문화와 일하는 방법에 경의를 표하며, 각국의 
고객들에게 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본부와 각국의 담당자와의 사이에서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각국에 적절한 최선의 마케팅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일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EMO(유럽공작기계박람회) 는 개최년의 준비는 매일 대단합니다.
이 행사에 관련된 모든 수배는 유럽각국의 거점과 제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기획 준비작업부터 개최당일의 운영까지 Supplier의 협력과 함께 
조직의 일체화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함도 가져야 합니다.

아마미야사장의 어렸을적의 추억속에서 선택된
후카야의 아름다운 풍경이 공장 내에 물들 듯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 영국에서 일하는 것의 의의나 어려움은?
　매우 즐겁습니다. 근무처인 Worcester에서는 누구나 마작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마작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에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바쁜 매일이지만 충실하게 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써 일하는 어려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국과의 차이로 놀랐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음식으로는 명물인 Fish and Chips는 정말 맛있습니다.

̶̶ 향후 도전하고 싶은 일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회사의 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성공이 회사의 성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일본과 멀리 떨어진 유럽이라는 땅에서 세계 레벨의 
최신기술이 탑재된 기계와 CNC장치를 고객에게 소개하거나 구입을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타사와의 차별화로 연결되어지는 After Service를 
중점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회사가 영국에 설치한 유럽의 통찰본부에 적을 두고, 각국과의 
거래를  주력업무로 하는 남편이 프랑스에 단신부임 중인 중국인.
　류씨의 옆 얼굴은 그대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마작의 옆 
얼굴과 겹쳐 보여집니다.
McLaren・Honda의 활약으로 류씨의 일은 더욱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굴절편광계 등, 주식회사 아타고의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 
　 이것들 은  사 이타 마현에  있는  후카 야 공 장 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공장 내 작업공간이 유리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제조과정이 한눈에 보이는 개방적인 설계

이번 호의 표지

유럽시장의 전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진씨
2007년 야마자키마작 U.K.LTD. 입사
유럽전체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취미는 음악감상과 수영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골프 연습을 한다.
사천대학교 졸업. 중국・북경출신

PROFILE ＞＞

Yamazaki Mazak U.K.LTD. European Marketing Team

Mrs. Liu Jing류・진씨

　「이 녹차를 마시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라고 할 정도로 
일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중국산 녹차입니다. 
　장쑤성에서 만들어져 「태호백운」라 불리는 명칭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생기 있고 신선한 풀의 향기가 느껴져, 마실 때 마다 
고향인 중국이 떠오릅니다.」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찻잎을 
넣은 그릇에 따뜻한 물을 따라 직접 마시는 것이 
중국식입니다.
　매일 반드시 3잔을 마신다.
여행  중 에 도  지키고  있는  
습관입니다.
　마케팅팀의 크리스마스파티. 
일 도  사 생 활 도  즐 기 고  
있습니다.

류씨의
비즈니스아이템 우 수한  비즈니스맨에게는  일중 에  

파트너로써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이 
있습니다. 류씨의 추천은?

Droitwich자택에서 회사까지 차로 15
분. 도중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 출근

우선 메일을 체크합니다. 유럽각국과 
본사 외의 사외관계처와도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업무시작

동료와 사원식당에서 먹습니다. 메뉴로는 
일본식과 유럽풍요리 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된장국이 맛있습니다.

＞＞ 점심

PR, 디자인, 전시회의 장식에 관련된 
업자들과 만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미팅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MIMTA
개최시의 원만한 진행입니다.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미나

퇴근 후 곧바로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갑니다. 차 안에서는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 귀사

류씨의
Mazak인으로써의

하루

13 14

태호백운의 녹차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중・대형 경합금구조부품의 가공에 
최적인 새로운 컨셉의 머신

Vortex Horizontal 
Profiler 160

■

■

최대적재질량 3000kg、4000mm×1250mm의 와이드 테이블에 의해 
폭넓은 사이즈・어플리케이션가공물 가공이 가능
컴팩트하고 가공간섭이 적은 HSK-A63 26,000min-1 45kW의 고속・고출력 
빌트인주축을 표준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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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자키마작 미술관은 미술감상을 통해 풍부한 
지역사회의 창조, 나아가 일본, 세계의 미와 문화에 공헌 
할 수 있도록 나고야의 중심지 아오이마을에 2010년 4
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당 관의 창립자인 초대관장인 야마자키테루유키가 
수집한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프랑스 미술 300
년의 흐름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작품 그리고 
아르누보의 유리작품 및 가구 등, 야마자키마작의 
콜렉션을 소장・공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깊은 바다의 바닥, 해초처럼 붉은 선의 사이를 유영하는 해마, 아득히 
하늘에서 비추는 햇빛은 아지랑이 피어 오르듯 하고, 환상적인 세계가 화병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대위 간첩의혹사건, 속칭「드레퓌스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유리작가 
에밀갈래는 판결을 불복한 한 사람으로써 해부학에서 뇌신경의 일부를 가리키는 
해마를 화병에 표현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항의의 의미를 닮고 
있다고 합니다.
　본 작품은 갈래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명성을 떨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 후 
본 작품의 발리언트가 프랑스공화국에서 덴마크왕실에 증정되어 지금도 왕실의 
소중한 콜렉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밀갈래「해마문화기」

소장품의 소개 ①

에밀갈래（1846-1904）「 해마문화기 」　약1903년

귀스타브 쿠루베（1819-1877）
파도, 해질녘 넘실대는 바다

1869년　유채화、캔버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지 않아」라는 말로 유명한 이 
그림을 그린 쿠루베는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루베가 살아 있을 때 19세기중엽의 유럽의 "고급미술"은 계몽주의의 
일부를 담당해 일상을 형상화한 사실표현을 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쿠루베는 「그림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그려야 한다」라고 완고한 의지를 
일관해, 비판을 받으면서도 조금씩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1869년 여름 쿠루베가 에트르타의 바다를 그린 것 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의 작은 어촌 에트르타는 100미터에 달하는 
낭떠러지로 알려져, 오래 전부터 모네, 들라크루아등 수 많은 화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미쳐 날뛰는 바다의 출렁임과 폭풍우를 생각나게 하는 
파도물보라의 거침은 일본의 속세화가 가쓰시키호쿠사이의 "거센파도"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팔레트용 칼을 사용해 그린 
파도의 끝, 땅거미 진 하늘의 중후한 기법은 유럽미술의 전통적 표현입니다. 
바다가 마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 그려졌습니다. 거친 정열을 느끼게 하는 
쿠루베 만의 「리얼리즘(사실주의) 」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입니다.

귀스타브 쿠루베

소장품의 소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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