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기술산업㈜는 1999년 설립되어, 지난 20년간의 기술 축적을 발판으로

전자, 전기, 기계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프레스 자동화 산업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프레스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멀티커스터마이징 기술의 노하우를 통해 각 기업에 최적화

된 제품을 개발, 제조하여 공급해온 성장형 기업입니다.

2015년 제조시설 이전 및 확장을 통해 품질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신형 장비들의 성능을 최고의 사양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변혁의 시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인재양성을 통하여

기술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기술산업㈜는 고객의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기술적 선두를 유지할 것이며, 고객사의 만족을 우선으로 최선을 다 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동기술산업㈜ 대 표 김유석





1999년
03 한국자동기술산업 설립

07 자동차 분야 와인더 개발 및 공급

2000년 01 파말로이코어 자동용접라인 개발

2002년 01 수평식 다열 와인더 개발

2006년 01 ㈜아테코 대리점 협약

2007년 03 3Line, 4Line Automation development

2008년 05 LED분야 와인더 & 언코일러 개발

2009년 12 특허 등록 – 전선 연결용 커넥터

2010년 03 오토 비젼 시스템 개발

2011년
03 테스트 사업부분 확장

08 사출라인 흡입기 개발 및 납품

2012년 04 사출자동계량 컨베어 시스템 개발 및 납품

2013년 12 자동 용접 시스템 개발

2014년

02 특허 등록 – 보빈 권취 장치

05 특허 등록 – 스크랩 수거장치

05 디자인 등록 2건

10 특허 등록 – 수직형 보빈 권취 장치

12 한국자동기술산업 법인전환

2015년

01 벤처기업 인증 획득

01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6년



대표 이사

관리 이사

경영관리부 구매관리부 개 발 부 영 업 부 제조 기술부

총 무 팀 재 경 팀



1999년 ~ 2010년

KUM, LS엠트론, 경신, 공영산업, 광진콘넥터, 한국단자공업

넥슨, 히로세, 이에스프리시젼, 대경테크노, 대산전자

대진산업, 대현단자, 동아베스텍, 듀링, 몰렉스, 삼현테크

성평, 씨엔플러스(씨넷), 아테코, 의신정밀, 유라, 영신공업

에이테크솔루션, 에드맥스, 오킨스, 창원컴텍, 태영테크

2011년
경원전자, 대성전기, 대성하이피, 유영, 진서테크

한신단자, 휴먼전자

2012년
MCS, 대흥공업, 미니맥스, 선경기계, 신창(대동)

이노센트전자, JNTC, 케이씨, 한국예연

2013년
LOK, 대호하이텍, 명진, 미경테크, 우주일렉트로닉스

캠아이티, 타이코AMP

2014년 뉴티스, 동신, 제이미크론, 조와텍, 협진커넥터

2015년
PSMC, 나영식테크, 대성이노텍, 상아테크

조인셋, 지오텍, 케이피텍

2016년 금호하이텍, 대원강업, 창영전자







PAW

- 1헤드 2보빈 수평식 자동 와인딩
[1Head 2Bobbin Paralle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헤드이동 방식
[Head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8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2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 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2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107 x 1,042(Max : 1,502) x 1,417(경광등 제외)

품명 : PAW102H



PAW

품명 : PAW104B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8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2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Bobbin Move : 1HP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290 x 1,265(Max : 1,725) x 2,167

- 1헤드 4보빈 수평식 자동 와인딩
[1Head 4Bobbin Paralle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PAW

품명 : PAW-E-104B

- 1헤드 4보빈 수평식 자동 와인딩
[1Head 4Bobbin Paralle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힌지 타입
[Hing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8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보빈 재질 [ Bobbin material] PVC
보빈 교체 [Bobbin change] Hinge Type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SPG]
Bobbin Move : 1HP Φ 3 [지멘스]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405(Max : 2,020) x 1,114(Max : 1,466) x 1,730



PAW

품명 : PAW-E-106B-VC

- 1헤드 6보빈 수평식 자동 와인딩
[1Head 6Bobbin Paralle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비젼 일체형(2카메라, 수평/수직 겸용타입)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힌지 타입

[Hing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8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보빈 재질 [ Bobbin material] PVC
보빈 교체 [Bobbin change] Hinge Type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옵션 [Option] 비젼 시스템(일체형), 간지 루핑장치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SPG]

Bobbin Move : 1HP Φ 3 [지멘스]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일반타입 : 2,180(Max : 2,337) x 1,220(Max : 1,725) x 1,975

비젼타입 : 2,440(Max : 2,592) x 1,220(Max : 1,725) x 1,975



PAW

품명 : PAW202H

- 2헤드 2보빈 수평식 자동 와인딩
[2Head 2Bobbin Parallel Auto Winding] 

- 아날로그 빔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헤드이동 방식
[Head Move Type]

- 오토카운터 / 오토 컷팅 / 오토 샘플링
[Auto Counting / Auto Cutting / Auto Sampl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8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2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2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107 x 1,042(Max : 1,502) x 1,417(경광등 제외)



PAW

품명 : PAW204B

- 2헤드 4보빈 수평식 자동 와인딩
[2Head 4Bobbin Paralle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8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2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Bobbin Move : 1HP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290 x 1,265(Max : 1,725) x 2,167



PAW

품명 : PAW-E-204B-VC

- 2헤드 4보빈 수평식 자동 와인딩
[1Head 6Bobbin Paralle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비젼 일체형(2카메라, 수평/수직 겸용타입)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힌지 타입
[Hing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8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보빈 재질 [ Bobbin material] PVC
보빈 교체 [Bobbin change] Hinge Type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옵션 [Option] 비젼 시스템(일체형), 간지 루핑장치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SPG]
Bobbin Move : 1HP Φ 3 [지멘스]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일반타입 : 2,141(Max : 2,300) x 1,371(Max : 1,925) x 1,565

비젼타입 : 2,433(Max : 2,592) x 1,371(Max : 1,925) x 1,565



PBR

품명 : PBR102-C2

- 1헤드 2보빈 수직식 자동 와인딩
[1Head 2Bobbin Vertica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플라스틱 보빈 [Plastic Bobbin type Max] 36
종이 보빈 [Paper type Bobbin Max] 5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645(Max : 2,125) x 782 x 1,922



PBR

품명 : PBR104-C1

- 1헤드 4보빈 수직식 자동 와인딩
[1Head 4Bobbin Vertical Auto Wind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플라스틱 보빈 [Plastic Bobbin type Max] 36
종이 보빈 [Paper type Bobbin Max] 5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645(Max : 2,125) x 1,000 x 1,922



PBR

품명 : PBR104-C2

- 1헤드 4보빈 수직식 자동 와인딩
[1Head 4Bobbin Vertica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플라스틱 보빈 [Plastic Bobbin type Max] 36
종이 보빈 [Paper type Bobbin Max] 5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645(Max : 2,125) x 1,100 x 1,922



PBR

품명 : PBR104-C4

- 1헤드 4보빈 수직식 자동 와인딩
[1Head 4Bobbin Vertica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플라스틱 보빈 [Plastic Bobbin type Max] 36
종이 보빈 [Paper type Bobbin Max] 5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645(Max : 2,125) x 1,265 x 1,922



PBR

품명 : PBR108-H4

- 1헤드 8보빈 수직식 자동 와인딩
[1Head 8Bobbin Vertical Auto Winding]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플라스틱 보빈 [Plastic Bobbin type Max] 36
종이 보빈 [Paper type Bobbin Max] 5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650(Max : 2,436) x 1,970 X 2,070



PBR

품명 : PBR208-C2

- 2헤드 8보빈 수직식 자동 와인딩
[2Head 8Bobbin Vertical Auto Wind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플라스틱 보빈 [Plastic Bobbin type Max] 36
종이 보빈 [Paper type Bobbin Max] 5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CAPA CITY MAX 7m/min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900(Max : 2,486) x 2,020 X 2,150



PBR

품명 : PBR208-H8

- 2헤드 8보빈 수직식 자동 와인딩 (Hinge Type)
[2Head 8Bobbin Vertical Auto Wind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공압 실린더 컷팅방식 / 핀치롤러 타입
[Pneumatic Cylinder Cutting / Pinch Roller Type]

- 보빈이동 방식
[Bobbin Move Type]

- 고속카운터 적용
[High Speed Coun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플라스틱 보빈 [Plastic Bobbin type Max] 36
종이 보빈 [Paper type Bobbin Max] 5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 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25W  Φ 3 
Pinch Roller : 25W Φ 3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200 x 1,400 X 2,400



AC

품명 : AC

- 아날로그 빔센서 / 터치스크린 / PLC
[Analog Beam Sensor / Touch Screen / PLC]  

- 체인 방식
[Chain Type]

- 어큐뮬레이터 용량 변경 가능
[Accumulator Capa Custormiz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롤로 재료 [Roller Material] SUS

CAPA CITY(ACCUM) MAX 6m/min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25W  Φ 3

제어 [Control] 별도 제어반 운영 및 PLC제어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200 x 900 X 2,100



EAW

품명 : EAW

- 트라버스 타입
[Traverse Type] 

- 간지 자동 삽입 타입
[Paper Auto Insert Type]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 터치스크린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Touch Screen]  

- 간지 자동 컷팅 방식
[Paper Auto Cut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제품 폭 [Material Width] Max 2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0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360

폭 [width] : Min 150, Max 160

적용타입 [Type] End type only

간 지 [Paper] 폭 [width] : Min 150, Max 170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40W  Φ 3 
간지 이송 [Paper Transfer] : 40W Φ 3

컷팅 [Cutting] Side /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방식[Count Way] 프레스 카운팅 [Press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135 x 860 x 1,384



EAW

품명 : EAW-2

- 트라버스 타입
[Traverse Type] 

- 각 라인별 단독구동가능
[Each Line Single Handed Working]

- 간지 자동 컷팅
[Paper Auto Cutting]

- 아날로그 빔센서 / 간지 센서
[Analog Beam Sensor /Paper Sensor]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제품 폭 [Material Width] Max 2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0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360

폭 [width] : Min 150, Max 160

적용타입 [Type] End type only

간 지 [Paper] 폭 [width] : Min 150, Max 170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40W  Φ 3 
간지 이송 [Paper Transfer] : 40W Φ 3

컷팅 [Cutting] Side /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방식[Count Way] 프레스 카운팅 [Press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208 x 1,250 x 1,570



TC

품명 : TC

- 과부하 보호장치
[Prevent Overload]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8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80

운전적정하중 [Safe load] 2.0 TON

적용타입 [Type] 팬 케익 타입 [Pan Cake type]

분당 회전수
[Revolution Per Minute]

35 RPM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Feedback ARM

모터 [Motor] Winding : 1HP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롤러 [Roller] 우레탄 [Uretan]

가이드 롤러 [Guide Roller] SUS 4"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830 x 960 x 1,890



TCA

품명 : TCA

-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Security of supply material]  

- 재료의 손상 최소화
[Minimize damage material]

- 고가 및 예민한 제품 적용
[Apply the high price and sensitive product]

- 안정성과 생산성 증대
[Increase stability and productivity]

- 과부하 보호장치
[Prevent Overload]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8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80

운전적정하중 [Safe load] 2.0 TON

적용타입 [Type] 팬 케익 타입 [Pan Cake type]

분당 회전수 [ Revolution Per Min
ute]

35 RPM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Feedback ARM

모터 [Motor]
Winding : 1HP  Φ 3 

Unload : 25W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롤러 [Roller] 우레탄 [Ureta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922 x 960 x 1,926



TCA

품명 : TCA2

-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Security of supply material]  

- 재료의 손상 최소화
[Minimize damage material]

- 고가 및 예민한 제품 적용
[Apply the high price and sensitive product]

- 안정성과 생산성 증대
[Increase stability and productivity]

- 과부하 보호장치
[Prevent Overload]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8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50

운전적정하중 [Safe load]

최대코일 적재높이

2.0 TON

300mm ( Pallet 도합 )

적용타입 [Type] 팬 케익 타입 [Pan Cake type]

분당 회전수 [ Revolution Per Min

ute]
35 RPM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Feedback ARM

모터 [Motor]
Winding : 1HP  Φ 3 

Unload : 25W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롤러 [Roller] 우레탄 [Ureta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000 x 2,000 x 2,150



RSA

품명 : RSA

- 과부하 방지 [Prevent Overload]
- 자동 리프팅 [Auto Lifting]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8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60

적용타입 [Type] Drum

운전적정하중 [Safe Load] 1 TON

적용드럼 [Drum] Φ750
분당 회전수
[ Revolution Per Minute]

16 RPM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 / 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 Interlock Touch

모터 [Motor] Winding : 0.5HP  Φ 3 

Unload : 25W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753 x 1,287 x 1,615



PANCAKE&

TRSA

품명 : TRSA

-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Security of supply material]  

- 재료의 손상 최소화
[Minimize damage material]

- 고가 및 예민한 제품 적용
[Apply the high price and sensitive product]

▣ 적용 및 재원(Spec List)
<Drum Type>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8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80
적용타입 [Type] Drum
운전적정하중 [Safe Load] 1 TON
적용드럼 [Drum] max 외경 800*축내경 150*외측폭 350
분당 회전수
[ Revolution Per Minute]

16 RPM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모터 [Motor]
Winding : 0.5HP  Φ 3
Unload : 25W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전체설비 :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280 x 1,300 x 1,730

<Pan Cake Type>
재료 T [Material T] Max 0.8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80

운전적정하중 [Safe load] 2.0 TON

적용타입 [Type] 팬 케익 타입 [Pan Cake type]
분당 회전수
[ Revolution Per Minute]

35 RPM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 Interlock Touch

모터 [Motor]

Winding : 1HP  Φ 3

Unload : 25W Φ 3

Lifting : 1HP  Φ 3

drum : 0.5HP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롤러 [Roller] 우레탄 [Uretan]

- 안정성과 생산성 증대
[Increase stability and productivity]

- 과부하 보호장치
[Prevent Overload]

- 자동 리프팅
[Auto Lifting]



SCRAP GATHER(5HP)

SG

품명 : SG-5S

<SG-5S 일체형> <SG-5S 대형통>

<SG-5S 드럼타입>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정격 링브로어 용량 [Blower Capa] 3.7KW (5HP)

정격 흡입력 [Suction Capa] 2800(mmH20)

블로어 유량 [Blower Flow] 6.1(㎥/MIN)

제어방식 [Control] Sequenc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

슈트 투명확인창
[transparent window]

적용 [Apply]

프레스 연동
[Press interlock circuit]

적용 [Apply]

호스 [hose] 고압용 진공호스 [High-tension vacuum hose]

적재부 [Load part]
일체형 [Solid bottom type] (사이즈[Size] : 300*300*300 
mm)

필터 [Filter] 자체제작 필터 [self-production filter](세척 후 재사용)

작동 방식[Operation method] Push lamp switch

프레임 재질 [Frame material] STEEL + SUS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SG-5S 일체형 541 x 533 x 1,436

SG-5S 대형통 800 x 780 x 2,284

스크랩통사이즈 530 x 530 x 1,400

SG-5S 드럼타입 795 x 1,100 x 2,170

- 모터과부하 보호장치 [EMPR]  / 과열방지용 팬 [Overheat fan]
- 흡음장치 [Sound absorption device] / 반영구적 필터 [Semipermanent filter]
- 프레스 연동회로 [Press interlock circuit]



ST-2

품명 : ST-2

- 아날로그 빔센서
[Analog Beam Sensor]  

- Sequence 제어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64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수동 [Hand work]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40W  Φ 3 

컷팅 [Cutting] 수동컷팅 [Hand work]

제어 [Control] SEQUENCE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422 x 650 x 1,870



EW

품명 : EW

- 사이드 타입 [Side Type]

- 옵션 [Option] : 엔드타입 [End type], 간지모터 [Paper Motor], 
타워센서 [Tower Sensor], 인버터 [Inverter]

- Sequence 제어

<EW-C>

<EW-V4>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Only

간 지 [Paper] 有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Beam Sensor(Tower)

모터 [Motor]

Winding : 40W  Φ 3 

옵션 [ Option]
Paper : 25W  Φ 1 

Travers : 25W  Φ 1 

컷팅 [Cutting] 수동 컷팅 [Hand Work]

제어 [Control] SEQUENCE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720 x 806 x 1,827(본체사이즈)



MX

품명 : MX

- 아날로그 빔센서 / 인버터
[Analog Beam Sensor / Inverter]

- 사이드 타입
[Side Type]

- 옵션 : 엔드타입 가능
[Option : end type]

- Sequence 제어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40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사이드 엔드 겸용 타입 [Side & End type]

간 지 [Paper] Side : 有 /      End : 無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Winding : 40W  Φ 3 

옵션 [Option] Travers : 25W  Φ 1 

컷팅 [Cutting] 수동컷팅 [Hand Work]

제어 [Control] SEQUENCE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160 x 750 x 1,697



TURS

품명 : TURS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TURS-08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150

운전적정하중 [Safe load] Max 80kg

코일 축경 [Coil Diameter]
내경 [Inside diameter Min] 180~32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800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TURS-15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180

운전적정하중 [Safe load] Max 150kg

코일 축경 [Coil Diameter]
내경 [Inside diameter Min] 190~32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1000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옵션 [Option]

감지부 [Sensing] : Analog Beam Sensor / Interlock Touch

모터 [Motor] : Winding - 0.5HP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 Inverter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964 x 615 x 1,225



ULF

품명 : ULF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8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70

분당 회전수
[Revolution Per Minute]

35 RPM

연결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옵션 [Option] 스탠드 [Stand]

감지부 [Sensing] 초음파 센서 [Ultrasonic sensor]

모터 [Motor] 40W  Φ 3 

롤러 [Roller] 우레탄 [Uretan]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527 x 335 x 557

-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Security of supply material]  

- 재료의 손상 최소화
[Minimize damage material]

- 고가 및 예민한 제품 적용
[Apply the high price and sensitive product]

- 안정성과 생산성 증대
[Increase stability and productivity]

- 초음파 센서 적용
[Apply the ultrasonic sensor]



RW

품명 : RW(수평식)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3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모터 [Motor] 40W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확대경 [Magnifier] X5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598 x 700 x 870



RW

품명 : RW (수직식)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Max 35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54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모터 [Motor] 25W  Φ 3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160 x 570 x 1,450(Max : 1,700)

- 수직식 리와인딩 머신
[Vertical rewinding machine]

- 자동/수동 조작가능 (풋 스위치) 
[Automatic/manual operation possible (foot switch)]

- 정/역방향 와인딩 가능(브레이크 타입)
[Forward/reverse winding possible (brake type)]

- 속도 조절 가능(VR 노브)
[Speed adjustable (VR knob)]

- 인버터 제어 타입
[Inverter control type]

- 비상정지 기능
[Emergency stop function]



EAW

품명 : S-LOOP/ VERTICAL UNCOILER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제품 두께 [Material T] 1.0

제품 폭 [Material widht] 25~100

공급 속도 [Feed Speed] 50m/min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Photo Sensor
모터 [Motor] 60W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935 x 1,240 x 1,566

<S-LOOP>

<VERTICAL UNCOILER>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제품 두께 [Material T] 1.0

제품 폭 [Material widht] 25~100

공급 속도 [Feed Speed] 50m/min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모터 [Moter] 0.75kw-4p-3
코일 내경 [Coil Inner Dia] 508Φ
코일 외경 [Coil Outer Dia] Max 1,000Φ
코일 무게 [Coil Weight] Max 500kg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1,088 x 1,010 x 1,625
제어 [Control] S-Loop Control



FAW

품명 : FAW ▣ 적용 및 재원(Spec List) 단위(unit) : mm

재료 T [Material T] Max 0.64

재료 폭 [Material Width] 종이 보빈 [Paper type Bobbin Max] 50

제품 높이 [Material Height] Max 12

적용보빈 [Bobbin]
내경 [Inside diameter Min] 100

외경 [External diameter Max] 600

적용타입 [Type] Side type only

간 지 [Paper] 有

연결 방식 [Connection  Type] 핀치롤러 자동이송 [Pinch Roller Auto Moving Type]

와인딩 축경 [Winding Shaft] Φ20 / 주문 사이즈 [Order Size]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컷팅 [Cutting]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2202 * 2200 * 2505

- 로봇을 이용한 보빈 교체 방식
[Robot-based diversion method]

- 타워센서 방식 (아날로그 빔 센서 적용) 
[Tower sensor type ( analog beam sensor 
applied)]

- 간지센서 및 자동연결 방식 적용
[Application of automatic sensor and 
automatic connection method]

- 터치스크린 적용
[Apply touch screen]

- 고속 카운터 적용
[High-speed counter application]

- 바코드 발행 및 부착
[Issuing and attaching barcodes]

- 핀치롤러 이송타입
[Pinch roller feed type]

- 공압실린더 컷팅방식
[Pneumatic cylinder cutting method]

- 자동 샘플링 가능
[Automatic sampling available]

- 어큐물레이터 일체형 방식
[Integrated system of accumulator]

- 인덱스 회전 방식
[Index rotation method]

- 간지 자동 접작 (핫 멜트 타입)
[Automatic interlocking (hot melt type)]

- 자동 테이핑 기능
[Automatic taping function]



품명 : 단독 비젼검사기
▣ 적용 및 재원 (Spec List)

작동방식 [System] 구동방식 [Cutting Type], 무구동방식 [Non-Cutting Type]

카메라 [Camera] 키엔스 [Keyence], 바슬러 [Basler], 파라소닉 [Panasonic] 외 [etc.]

카메라 화소 [Camera pixel]
0.31 mega pixel mode : 640(H) x 480(V),
0.24 mega pixel mode : 512(H) x 480(V), etc.

조명 [Light] 링라이트 [Ring Light], 백라이트 [Back Light], 동축낙사 [Coaxial]

측정 (선택) [Measure] 치수검사 [Dimensional inspection], 형상검사 [Shape inspection]

측정 방식 [Measure Type] 수평 [Horizontal], 수직 [Vertical]

콘트롤러 [Controller] 전용 컨트롤러 [Dedicated controller], PC 컨트롤[ PC Controller]

카메라 수량 [Number of camera] 최대 3카메라 가능 [Max. 3 Camera]

입력전원 [Power Supply] 220V 3P/2P

감지부 [Sensing] Analog Beam Sensor

모터 [Motor] - 구동방식 Pinch Roller : 25W Φ 3모터

컷팅 [Cutting] - 구동방식 Slide Cutting Type

제어 [Control] PLC

모터 제어 [Motor Control] Inverter

카운트 신호[Count Signal] 자체 카운팅 [Self Counting]

제어판넬 [Control Panel] Touch Screen

길이 x 너비 x 높이 [L*W*H] 800 x 600 x 1,800 (경광등 제외) [Excluding warning lights]

IVM

*모든 재원은 협의 후 진행. [All funding will proceed after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