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AC USA는 단위 블라스팅 비용을 W 

Abrasives HPG로 33% 절감했습니다.

Hitachi Metals Automotive Components USA LLC, HMAC USA 는 최근에 W 

Abrasives 주강쇼트 S550에서 W Abrasives HPG 6으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HMAC USA는 자동차 주조 공장이 Lawrenceville, Pennsylvania에 있고 제조/가공 
공장이 Wellsboro, Pennsylvania에 있으며 추가 제조/가공 공장이 Effingham, 

Illinois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구상화 흑연 주철 주조품 및 OEM 자동차 
산업을 위한 정밀 가공과 조립이 전문인 회사입니다 . HMAC의 제품들은 Safety 

Suspension 부품과 Brakets 으로 구성됩니다 . HMAC 고객에는 Ford, Chrysler, 

General Motors, BMW, Mazda, Nissan, Subaru, Mitsubishi, Honda, VW, 기타 등이 있
습니다.

HMAC가 블래스팅 작업 공정에서 작업 상의 도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 

W Abrasives는 공정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새로운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HPG 

제품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W Abrasives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으로 HMAC 블래
스팅 작업 팀은 W Abrasive 기술 팀과 함께 HMAC Disa 블라스팅 기계들 중 하나
에서 HPG 6 테스트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외적이었습니다.



HMAC 는 비용 절감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블래스팅 비용 33% 절감을 달성했
습니다. 비용 점감이 이루어진 부분에는 연마재 , 유지보수 , 노무비 , 예비 부품, 마
모 부품, 그리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된 블라스팅의 중요한 성과는 
총 7개의 휠을 가지고 있는 블라스팅 기계에서 다른 2개의 휠은 중지하고 5개
의 휠만으로 블라스팅하면서 더 높은 효율로 계속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
다. 이 두 휠을 사용하지 않은 것뿐 만 아니라, 나머지 5개 블라스팅 휠의 수명이 
일 주일씩 더 연장 될 수 있었습니다.

“HMAC 는 자동차 시장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상화 흑연 주철 주조품을 공급하는 
업계의 선두 업체이며 W Abrasives와의 관계로 그 지위를 높여왔습니다 . W 

Abrasives의 탁월한 기술 지원과 우수한 제품은 모든 제조 업체들이 극도로 경쟁
적인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루고자 하는 독특한 고객/ 공급자 관계를 형성하게 합
니다.”. (Robert Harter VP Mfg.)

HPG는 블라스팅 작업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많은 프리미엄 제
품 목록에서 W Abrasives가 소개한 솔루션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고성능 그릿
트인 HPG는 주조 산업에서의 쇼트 블라스팅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
된 것입니다. 신속하게 작용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오염 물질 제거와 클리닝 능력
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HPG는 W Abrasive 고객들의 모든 블라스팅 작업을 지원하고자 전문 지식을 포함
하고 있는 토털 패키지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인 HPG는 기계의 상태, 오퍼레
이팅 믹스, 공정의 효율, 성취한 결과 등 총 블라스팅 작업 비용을 분석하는 W 

Abrasives 기술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이 기술 지원은 W Abrasives가 무료로 제공



하는 프리미엄 패키지의 일부이고 W Abrasives가 혁신을 통해 블라스팅 효율에
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의 한 예입니다.

HPG 6의 테스트 후에 HMAC는 한 대의 블라스팅 기계를 이 오퍼레이팅 믹스 상
태의 작업으로 완전히 바꾸었고 두번째 블라스팅 기계에도 HPG를 다시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W Abrasives는 저희 제품으로 또다른 성공적 테스트를 함께 일구
어 내는데 도움을 준 HMAC Lawrenceville 공장 직원들과 W Abrasive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W Abrasives : 최고의 연마재 블라스팅 솔루션 제공자

W Abrasives는 세계 최고의 금속 연마재 생산 업체입니다. 본부가 프랑스에 있는 
본 회사는  전 세계 5개 대륙에 생산 설비를 갖춘 80개의 직접 사무소가 있어 
많은 업계들의 특정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가장 광범위한 연마재 블라스팅 솔루
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개념과 다음과 같은 
새 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HGV 후륜 차축, 펌프 바디, 주철관 및 
철도 부속품 등의 탈사작업을 위한 HPG제품의 종류와 HPG의 작업성
 

이 프리미엄 제품은 주물 관련 업종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 이 접근 방법
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조제품의 블라스팅 작업에는 많은 양의 그
릿트을 필요로 합니다. 분명히 고객은 블라스팅 시간을 줄이고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원가를 절감하길 원합니다. 

프리미엄 개념과 HPG 적용 범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주조 공장 두 곳에 도입되
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테스트는Winoa 그룹의 WALUE 팀 핵심 요원인 Craig Wallbank가 주
도했습니다.

 

주조 산업의 특별 요구 사항

주조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것은 블라스팅 
작업 원가 절감입니다. 당연히 블라스팅 시간을 줄이고 연마재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HPG 제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

다음의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내구성과 탈사작업 효율에서의 최적의 성과
 블라스팅 표면의 청정도과 외관상태의 개선
 높은 투사속도 작업에서의 인성
 다양한 기계들를 위해 보유된 기술



“주요 장점들은 명백하였는데 우선 오퍼레이팅 믹스의 안정화이고 그 다음으로 
일정한 부품을 블라스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소모량
을 줄이기 위해 연마재 투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표면 청정도

연마재 1톤으로 블라스팅한 경우 WS390과 HPG8	  작업톤수 비교

결론적으로는 탈사작업 에서 암페어를 10% 낮게 작업 하였을 때와 동일한데, 다시 
말해 연마재 투사량을 10% 감소해도 됩니다.

결론



고객과 보조를 맞추고 요구 사항을 감지하여 저희는 고객의 블라스팅 공정 에 부
가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기술과 지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 WALUE 팀은 고객의 
블라스팅 상태를 관찰하여 그에 맞는 가장 적합한 기술 솔루션을 찾아 제공할 것
입니다. 각 고객들은 독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객이 W Abrasives와 프리미엄 제품 HPG을 선택한 이
유입니다.

고객 가치 창조에 헌신하는 W Abrasives는 전통적인 연마재 제조 방식에서 한 
발 앞으로 내딛으며 고객에게 수 많은 업계들로부터의 요구 사항들에 맞게 특별
히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 새 솔루션을 개발하여 W Abrasives는 
블라스팅 공정의 전반적인 개선에 기여하고 아울러 완벽한 고객 만족을 달성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