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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녕파강북공업원구로 회사 이전, Ningbo 
jingda jidian keji youxiangongsi로 
상호변경

에어컨핀 고속 자동조합 punch, 녕파시의 최고 
자주창조 공업 신제품, 녕파시 과학기술 발전상을 획득; 
미국에 사무소 건립

National torch plan의 중점
하이테크 기술기업으로 인증됨

절강성 과학기술청으로부터 
성급하이테크기술 R&D기업으로 
평가됨

해외전문가 초빙, micro channel열교환기 산업으로 진입. 국가산업기술 창신전략 연맹 
test point; 국가창신 test point기업, 안전생산 표준화 3급기업, 고속정밀 프레스의 
녕파브랜드제품으로의 명예 획득, 인도에 사무소 설립, 영국에 R&D센터 설립

11월11일 상해증권거래소 메인보드 상장. 
녕파시 유명상표 등록

Ningbo jingda설립 30주년 기념 신제품 발표회 
개최. Deep Drawing산업 진입. 300톤 knuckle 
joint press개발 및 판매. 가변행정 프레스 개발 완료 

녕파 정달기계유한공사로 
상호변경
(Ningbo jingda jixie 
youxiangongsi)

녕파시 강북구공업 30대 기업으로 평가를 
받음

GC시리즈 에어컨핀 고속 자동 생산라인: 성내 첫 번째 
SET제품
Gd시리즈 motor stator, Rotor speed punch: 국가의 
중점적 신제품으로 평가받음
상해 사무실 설립, 광동 사무실 설립

녕파시 기술 창신 시범기업으로 
인증됨
말레이시아에 동남아 사무실 설립

“Ningbo jignda jidiankeji youxiangongsi”에서 “
Ningbo jignda chengxing zhuangbei gufen 
youxiangongsi”로 상호 변경, 등기자본금 8000만 
위안

열교환기사업부, micro channel장비사업부, 프레스 사업부, 
fuselage branch공장 설립. 녕파시 특허시범 기업

아카데미 워크스테이션 설립. GD시리즈 고속초정밀 프레스 “절강제조”인증 획득. 
미국에 “기술서비스센터”설립. 복합재료 프레스 첫 번째 연구 성공 및 판매. 
스마스 U밴딩 파이프기기 미국시장 진출

���� ABOUT US

                                  Ningbo jingda성형장비 주식유한공사는 1990년 설립이래, 30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회사의 등기자본은 21952만위안,   

           133,333평방미터의 토지, 14000평방미터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친절, 전문화, 혁신, 서로의 win-win”을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기술 개발을 구심축으로 삼고, 에어컨 열교환기 생산장비, micro channel교환기장비, 고속정밀 펀치, 서보 프레스, 초강도강/고강도 

알미늄 열성형 및 복합재료 성형 장비를 장기적,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14년에 상장되었으며, 코드번호는 

603088이다. 

중국의 열교환기장비 리더로서, 2008년이래 줄곧 국내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으며, high-end열교환기 SET설비의 공급능력과 turn-key 

솔루션 능력을 갖고 있다. 에어컨 열교환기 장비는 주로 에어컨 핀 생산라인, micro수축, hairpin bender, chipless return bender, fin-core

라인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 micro channel열교환기 장비제품으로는 고속fin mill, core duilder, fin-core일체화기기, flat pipe제작기기가 있다. 

우리 회사는, 일본의 Daikin, Panasoic, Hitachi, 미국의 York, 독일의 Mahle, Valeo, Gree, Media, Haier등 세계 유명 브랜드사와 파트너쉽을 

갖고 있으며, 60여개 국가와 지역의 고객과 협조관계를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뉴델리, 미국의 Michigan에 사무실이 있으며, 영국에 R&D

센터가 있다. 

우리 회사는 “과학을 기본으로, 발전하여 국가에 보답”, 고객 만족을 발전 방향으로 삼고, 믿음과 부단한 혁신의 정신으로 인재를 배양하며, 고도의 

정밀 설비를 바탕으로 전세계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JDM Jingda Machine (Ningbo) Co., Ltd. was established in 1990. After 30 years of development, JDM is now with a registered

capital of 219 Million CNY, hosts workshops totaling 14000㎡ in a 200 acres factory. With our core value collaboration, dedication, innova-

tion, and win-win, JDM works on design and manufacturing of coil processing machinery, microchannel heat exchanger production 

equipment, high speed stamping press, servo press, and composite material processing equipment. We are a public company listed at 

Shanghai Stock Market with code 603088 since 2014.

      As a leader in the HVACR equipment, we have always been the top supplier since 2008 in domestic market. JDM is capable of

providing complete solution and turn-key solution in the field of heat exchanger production. Our main products in the HVACR field are fin 

press lines, micro-shrink expanders, hairpin benders, chipless return benders, integrated fin stacking and lacing machine.

JDM also makes microchannel equipment such as high speed fin mill, tube mill, core duilders, and fin-core line. We are proud that our 

product and service is recognized by world renowned partners such as Mahle, Daikin, Media, Panasonic, Valeo, Gree, Hitachi, Fujitsu, and 

Haier. Our products have helped customers in 60 different nations to prosper and grow. To further support our global base of customers, 

JDM has opened branch in the USA, research center in the UK and offices in India and Indonesia.

      With the ambition of becoming the leader in HVAC equipment and pioneer in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forming equipment,

JDM continues to provide safe, customized, and cost effective solutions to meet the ever higher standard of ou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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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ING AREAS

고속자동 펀칭 생산라인(핀) Fin press lines

CNC Bending machine Small elbow 자동성형기
상하 bending 

Multi-workstation
정형 ring sizing machine

Chipless small elbow plate ring
자동 일체화기기

Coil pipe straightening cutting machine

전자동 hairpin bending machine Smart long U bending machine 

Small elbow chip removing machine 반자동 hairpin bending pipe machine

CNC 수평형 파이프확장기 이동형 파이프확장기 포터블 파이프확장기 HG드라이, 용접 일체기SZL형 new servo 스텐딩 파이프확장기

4work station micro shrink expander

CNC micro수축
스텐드형 파이프확장기

Standing
파이프 확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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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ING POWER

The company currently has more than 200 domestic and foreign various types of precision machining equipment, Japan Mazak, 

five axis machinning center, Japan Mazak milling machining centor, Japan Mitsubishi heavy five face machining center, the 

Longmen type five face machining center, Taiwan oil machine, CNC vertical lathe, Spain Nicholas floor type boring and milling 

machining center, large isothermal and isohumid processing workshop.

현재 우리는 200여대의 국내외 정밀가공설비를 가지고 있다. 일본 Mazak의 5축 연동CNC, 일본 Mazak의 밀링머신센터, 

일본 미츠비시의 Five-Face Machining Center, Gantry Five-Face Machining Center, 대만의 oil machine 입식 CNC 

lathe, 스페인 Nicholas의 floor-type milling & boring machine, 대형항온항습가공 작업장이 있다.

신일본koki-SNK beams five-face Gantry machining center
Shin Nippon koki-SNK beams pentahedron gantry machining center

스페인 Nicholas의 floor-type milling & boring machine
Spain Nicholas floot-type boring & milling center

대형항온항습가공 작업장 large isothermal and isohumid processing workshop

일본 Mazak 복합milling machine center
Mazak complex lathing and milling machining center

Charmilles cutting machine
Agie Charmilles Line Cutting Machine

일본 Mazak 5축 연동CNC 
Yamazaki Mazak five-axis linkage mach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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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MBLY WORKSHOP

����� QUALITY MANAGEMENT

Quality is first priority. JDM is

certified with ISO 9001 and CE

producte system. We have

established proficient quality

control system, introduced

large Hexagon Coordinator

device, JODON image scanner,

Easson profile projector, to

reduce the flaw and defects on

the product.

품질을 최우선으로, 신뢰와 명예를 중요시 

한다. 품질 관리면에, Ningbo jingda는 

다수의 ISO9000와 CE인증이 있으며, 

자체 품질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스웨덴 Hexagon three-coordi-

nates measuring machine, 영상측정기, 

3D측정설비 등의 첨단 측정 설비로, 

중요한 부품의 정밀 검사를 진행, 제품의 

ZERO결함을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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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Uncoiler 장치

몰드 교환 장치

Punch main machine 부분

Pull material 장치

재료 흡입 부분

알미늄포일 윤활장치

전기제어시스템 핀 몰드

스크랩 배출장치

적재 장치

초기 피더 가이드 장치

>> 핀펀칭 보조 설비 Fin press auxiliary equipment

언코일러 Uncoiler 몰드 교환 장치 Die changing Unit 재료 흡입 장치 Suction unit 재료 흡입 장치 Sctap removing device Double working positions 회전 적재장치 에어컨 핀 몰드 Fin die 에어컨 핀 몰드 Fin die 에어컨 핀 몰드 Fin die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Capacity

Strock

Press speed

Die height

Die height adjustment(max)

Slide size

Bolster size

Bolster size(max)

Main motor

Total power

Air pressure

Hydraulic pressure

ID of aluminum

OD of aluminum(max)

Width of aluminum(max)

Height of collecting(max)

Total weight

>> 기술계수 TECHNICAL PARAMETERS

가압능력

모델명 평행 double point

항 목

슬라이드 행정

펀칭 속도(Idle load)

몰드 설치 높이

최대 슬라이드 상승량

슬라이드 사이즈

작업대 사이즈: 좌우 x 전후

최대 작업대 사이즈(보조 지지대 포함)

메인 전기 출력

전기 총 출력

작업 기압

작업 액압

알루미늄 코일 내경

알루미늄 코일 최대 외경

알루미늄 코일 최대 폭

최대 적재 높이 보통750/승강900 보통750/승강900 보통750/승강900

총 중량

가압능력

모델명 Four column dual spindle four point

항 목

슬라이드 행정

펀칭 속도(Idle load)

몰드 설치 높이

최대 슬라이드 상승량

슬라이드 사이즈

작업대 사이즈: 좌우 x 전후

최대 작업대 사이즈(보조 지지대 포함)

메인 전기 출력

전기 총 출력

작업 기압

작업 액압

알루미늄 코일 내경

알루미늄 코일 최대 외경

알루미늄 코일 최대 폭

최대 적재 높이 보통750/승강900 보통750/승강900 보통750/승강900

총 중량

GC SERIES FIN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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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INNER CIRCULATING FIN-OFFLOADING MACHINE

��������������������������������

GC시리즈 핀펀치

알루미늄 핀 스틸 핀 구리 핀

>> 성능 장점 PRODUCT FEATURES

>> 규격 계수 TECHNICAL PARAMETERS

>> 적용 대상 APPLICATION

핀 전체 더미가 자동으로 수직 상승, 핀이 서로 부딪침을 방지함, 자동으로 뒤집어 재료를 배출, 노동의 강도를 낮춤

현용 고속 핀 펀칭 회전 프레임을 대체, 핀의 고효율 자동화 저장/취출 회전의 실현, 초고속 핀 펀칭,
Smart long U bending pipe machine, auto through fin machine, 2/4work station expand pipe machine등 
열교환기 전체 자동화를 구성함. 

에어컨 외기 냉응축기의 핀 저장/취출에 적용함. 

핀 수취(fin receiver) 승강부품이 하부에 고정되어 연결됨, 하부는 회전하지 않으며, 핀 수취 부분이 더욱 안정화가 되며,
더욱 높은 펀칭 속도를 견딜 수 있음

핀 수취 부품에 핀 분리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고저 팽창 분리가 더욱 정확해지고, 쉽게 이루어짐

아웃프레임이 회전하지 않음, Suction bucket을 핀 수취 몰드에 설치할 수 있어 펀칭과 분리함.
이로써 방음실을 펀칭과 근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어, 방음효과가 좋아,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내회전 방식, none sweep면적이 없음, 구조가 컴팩트하며, 사용상 안전함

설비 계수 Parameter

모델명 Model

핀 스탁 최대 폭

핀 길이 Fin Length

Fin Stack Max Width

핀 스탁 최대 높이

Fin Stack Max Height

재료 배출 방향

후배출

후배출좌배출

우배출

외형 사이즈

Offloading Direction

규격과 요구조건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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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CK SERIES FIN PRESS

����������

>> 주요 기능과 특징 The main function and features

>> CK45 기술 계수 CK45 TECHNICAL PARAMETERS

>> CK65 기술 계수 CK65 TECHNICAL PARAMETERS

>> CK85 기술 계수 CK85 TECHNICAL PARAMETERS

1. CK시리즈의 C타입핀 펀치는 냉동 산업의 핀 제조라인이며, 고속정밀 펀칭, Discharge rack, oil tank, tension

    material장치(Single double jump), suction material rack, stacker rack, 전기시스템, 에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 메인 기기의 속도조절은 주파수 변환으로 제어한다.

3. 메인 기기는 액압 오버로드 방지 기능이 있다.

4. man-machine interface 및 PLC, 회전encoder, 전기집중 제어 시스템으로 자동생산라인의 각종 기능의 안정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1 CK series C type fin press is a dedicated machine for the production of heat exchanger fins.

    It is consisted of the stamping press, uncoiler, oil tank, tention unit, suction unit, fin stacker, control system,

    and pneumatic system.

2 host speed control using variable frequency

3 Installed with hydraulic overload protection system.

4 Controlled through HMI, PLC, and rotary encoder, the centralized control system ensures a reliable

    operation of this line.

모델명
항 목

가압능력

슬라이드 행정

펀칭 속도

몰드 설치 높이

Aditus larynges depth(throat depth)

슬라이드 하부 평면 사이즈

작업대 평면 사이즈

Stack 높이

Stack 길이

알루미늄 코일 최대 폭

알루미늄 코일 내경

알루미늄 코일 외경

메인 전기 출력

전원 전압  AC380V, 50HZ, 3상5선제

모델명
항 목

가압능력

슬라이드 행정

펀칭 속도

몰드 설치 높이

Aditus larynges depth(throat depth)

슬라이드 하부 평면 사이즈

작업대 평면 사이즈

Stack 높이

Stack 길이

알루미늄 코일 최대 폭

알루미늄 코일 내경

알루미늄 코일 외경

메인 전기 출력

전원 전압  AC380V, 50HZ, 3상5선제

모델명
항 목

가압능력

슬라이드 행정

펀칭 속도

몰드 설치 높이

Aditus larynges depth(throat depth)

슬라이드 하부 평면 사이즈

작업대 평면 사이즈

Stack 높이

Stack 길이

알루미늄 코일 최대 폭

알루미늄 코일 내경

알루미늄 코일 외경

메인 전기 출력

전원 전압  AC380V, 50HZ, 3상5선제

비고: CK110, CK125는 특수 핀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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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EXPANDE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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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계수

1. 설비 모델 및 명칭 Device type and name

2. 주요 기술계수(고객이 결정함) The main technical parameters (determined by the customer)

YZL800/YZL1200/YZL1600/YZL2000/YZL2500(스텐드 파이프확장기 Vertical tube expanding machine)

TECHNICAL PARAMETERS

수동개폐 스텐드형 파이프확장기

회전도어 스텐드형 파이프확장기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항 목 Item

항 목 Item

규격 및 요구사항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동관 규격(직경, 벽면 두께)

hole거리* row spacing* row number*각 배열의 hole수

작업방식

설비색상

설비요구: 동관; soft상태

가압능력비고: YZL800~YZL1200 Ø5혹은 알루미늄관 확장을 적용할 수 있으며, 확장길이는 150mm가 감소됨

부품길이(workpiece)

작업 효율

최대 확장력

펌프 유량

기체 압력

출력

전원

오일 냉각 방식

빠른 전진(파이프 확장)

느린 전진

정액 작업 압력

3상5선, AC380V/50HZ, 전압파동범위 ±10%

수냉(용수량 1.7m3/h)혹은 풍냉

최대 작업 압력

회귀

(참고로만 활용)

액압시스템압력 

설비계수 Plant parameter:

 전용 설계된 double work station회전작업대 사용가능: 1개 workstation 파이프확장, 1개 workstation에 material laying-off. 파이프 확장이 끝난 후,

회전작업대는 일정 거리로 옮길 수 있으며, 180도 회전 후, 원래 위치로 후퇴하여 새로운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로서 작업 효율이 제고된다.

 파이프 확장길이는 2000급 이상의 기기 모델; workpiece설치rack(회전문)을 배치할 수 있으며, 1200급 이하 확장workpiece를 배치할 경우 수동 개폐문이

필요함. (수동 개폐문 시 hole수는 상응되게 감소해야 함)

Can be configured with an optional dual station rotary table, one station for expansion, the other for loading and offloading. At the end of the expansion, rotary table can

move out, rotate 180°, then start a new round of expansion, improving operation efficiency.For models with expansion range 2000mm or above, it can be equipped with

a loading flip-desk and a manual door for coils shorter than 1200mm ( manual door model is applicable for fewer holes)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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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HORIZONTAL EXP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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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HRINK EXPANDE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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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 기술계수
1. 설비 모델 및 명칭 Device type and name

2. 주요 기술계수(고객이 결정함) The main technical parameters (determined by the customer)

SZ2000/SZ2500/SZ3000/SZ3500/SZ4000(CNC 수평식 파이프확관기)

TECHNICAL PARAMETERS

항 목 Item

항 목 Item 계 수 Parameter 비 고 Note

규격 및 요구사항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동관 규격(직경, 벽면 두께)

hole거리* row spacing* row number*각 배열의 hole수

부품길이(workpiece)

적용범위: 동관, soft 형태 

설비계수 Plant parameter:

작업 효율

빠른 전진(파이프 확장)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가능

느린 전진(2차 입구확장, turn edge)

작업 효율

전원 3상5선, AC380V/50Hz, 전압파동범위 ±10%

풍냉오일 냉각방식
(마이크로 수축 배치)

정상작업압력

최대 압력

기체압력

설비 총 출력 마이크로 수축 증가3kw

회귀

작업 플로어 Work flow

작업 플로어 Work flow

수동 feeding

Manual feeding

수동 feeding Manual feeding

Table 90 degree rotation작업대 90도 회전

Table rotation 90 degrees작업대 90도 회전

Table 90 degree rotation작업대 90도 회전

파이프 확장 (두 번째 workpiece feeding)

Tube expansion (second workpiece feeding)

도약식 입구확장 (두 번째 workpiece expanding pipe; 세 번째 workpiece feeding)

sectional flaring (second workpiece expanding; third workpiece feeding)

수동 offloading, 혹은 feeding station으로 회전 후 offloading
(기계팔을 배치 offloading할 수 있음)

Manual offloading, or automatic offloading at the loading station (optional robot hands)
(second workpiece sectional flaring, third workpiece expanding, fourth workpiece loading)

파이프 확장 workstation에 작업대 회전 진입

Rotary table rotate into the expansion station

Workpiece 파이프 확장(다른 쪽 끝에서 feeding)

Coil expansion (while loading on the outer station)

확장완료, 작업대 회전

Expansion complete, table rotate again

수동 offloading (다른 쪽 끝에서 파이프확장)

Manual offloading (while expansion on the inner station)

Double workstation
회전 스텐드형 파이프확장기

4station micro shrink standing
type expand pipe machine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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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SZL SERVO DRIVEN VERTICAL EXP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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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D TWO STATION VERTICAL EXP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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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Machine advantages

1. 관확관, 입구확대, 몰드 후퇴, 서보를 각각 제어, 팽창과 확대를 한번에

2. 전후 도어판넬 서보 상승, 실린더 진출, 해체할 필요가 없음

3. 회전도어 서보 구동

4. Rod팽창 전체 설치, 해체할 필요 없음, 자동 팽창rod 선택

제품 특징

Machine advantages

1. 파이프확관 도어 해체 불필요, 전동 승강

2. 회전 플렛폼 내부설치, 분리 확장, 30초 사이클(on/offloading 12초로 계산)

3. 팽창rod 전체 해체 불필요, 자동팽창rod선택

4. large 단차 기능 배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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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AUTOMATIC SMART HAIRPIN B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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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주요 기능의 특징 Machine Structure and Function

주요 기술 계수 Main technical parameters

상용 관경(mm) 

Tube size(mm) 

상용 중심거리 규격(mm) 

Standard center distance(mm) 

길이(mm) 

Hairpin Length(mm) 
파이프 수
Numbers
of tube

파이프 지름
Tube

diameter

효율이 70%높아짐 Cycle times 70%

품질 우수 Techincal Advantages

사용이 편리함 Easy to use

점유면적이 더 적음 Fewer floor space

효율이 70%높아짐 Cycle times 70%

품질 우수 Techincal Advantages

사용이 편리함 Easy to use

점유면적이 더 적음 Fewer floor space

 메인 기기 바디는 core axes의 진출기구, mold 지지기구, bending기구, 

bending mold clamp mold기구, 승강입구확대기구, cutting기구, feeding

검수기구, feeding clamping기구, whole circle기구, No material 

detection기구가 있다. 

커팅방법은 원래의 external hob에서 inner hob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기기 바디가 좁아졌다. 또한 Reverse gantry material rack를 채택 

전체 길이의 배치가 짧아져서 이로 인해 점유 면적을 줄였다.  

고속long U offloading과 feeding이 같이(동기) 진행됨으로 순환시간을 

줄여줌(bending 1m hairpin bending은 8s가 필요), capacity효율을 제공

몰드 교환 규격은 quick replacement peg를 뽑아 더 빨리 액압connector

를 교환할 수 있어서 교환효율을 크게 제고하였다.

설비 최소 길이: 4500mm  설비 총 출력: 9.5kw

작업 사이클 비교 Average Cycle Time in Seconds

JDM Existing

Smart long U 

몰드 교환시간 비교 Comparison of change over time

A: 혁신적인 커팅 커터, 커팅 품질을 제고, 관입구 절단 후의 형태를 개선함

B: 독특한 기술제어 디자인 원리, bending된 long U pipe leg길이를 안정되게 함

C: 독특한 고르기 제거 기술, 동관의 각 곡면 고르기, 동관 leg를 더욱 straight하게 함

D: 더욱 낮은 동관 폐기율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면 길이 변경 시간이 더욱 단축됨

Switch the length of tubes on the touchscreen, much faster and easier

고속 long U 

JDM Existing

Sub clamping기구

Bending 기구

Feeding clamping기구

Feeding clamping기구

액압station

배전함
조작 table

Cutting기구

Bending rack

Core axis 진출기구

설비기구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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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STRAIGHTENING&CUT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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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계수

주요 기술계수

주요 기술계수

주요 기술계수

Production rate: 6 cuts/min

모델: 2pipe machine, 4pipe machine, 6pipe machine

동관 규격: Ø4.76~ Ø19.05 임의 선택

생산사이클: 6회/분(1m 길이 동관)

Feeding, 길이setting은 서보모터로 구동

주요기술계수

선진적인 컴퓨터제어기 사용, 컬러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의 최대 가공 부품 저장 수는 1만group이상, 50bend/group 

Back pull feeding 및 왕복 feeding가공방식 선택

Bending 반발계수 보상설정 기능

(X, Y, Z)공간 좌표 및 (Y, B, C)가공수치 전환 기능

3D pipe 미리보기 기능, 도형확대, 축소 및 회전 미리보기 가능

YBC 3축 각 독립 속도 설정선택 

Bending 길이: 1250mm, 1600mm, 2000mm, 2500mm 선택가능

동관직경: Ø5mm~ Ø16mm

동관bending workpiece수: 2개~5개

가공주기: 15초/회 (1m 길이 U pipe)

Offloading, 길이 setting은 서보모터로 구동

동관 외경: Ø4.76~ Ø19.05

workpiece길이 ≤30m

perforating speed(Frequency Control): 20~30m/min

loading rack: single position electrical double decoiler 

CNC UNIVERSAL TUBE B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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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ED TUBE CUT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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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AUTO HAIRPIN B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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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AUTOMATIC HAIRPIN B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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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EXP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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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PROGRESSIVE EXP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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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소개

한차례 6pipe, 8pipe의 bending이 가능

한 종류의 동관 2종류의 중심거리 혹은 2종류 동관에 각 한 종류의 중심거리 선택가능

동관 외경: Ø5~15.88mm 선택가능

workpiece길이: 1250mm/1650mm/2150mm/2650mm/

3150mm/이상 몇 가지 모델 선택 가능

동관직경: Ø7mm~ Ø 25mm(임의 선택)

파이프확장길이: 고객의 요구에 따름 

파이프확장속도: 5~11m/min

2pipe, 6pipe모델로 나뉨 

파이프 지름: Ø7mm~ Ø 25mm(임의 선택)

확장 길이: 고객의 요구에 따름

확장 속도: 5~11m/min

모델: 2pipe, 6pipe

Gantry rack

2position electric material rack

주요 기술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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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CHIPLESS RETURN BENDING&RING SIZING&LOAD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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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Machine advantages

1. Chipless cutting방식채택, 제로 동칩 실현, bending 후 workpiece chipless cleaning은 탈지해야 발 ring sizing이 가능함

2. cutting 후 bending, bending pipe제작 이전에 생기는 stub은 원재료의 10%정도를 절약할 수 있음

3. 1차례 bending된 관은 5관에서 8관으로 업그레이드, 60개/분, 전체 효율은 60%가 제고됨

4. 3개의 기기의 일체화, 운반의 절차를 줄였으며, 40%의 작업량을 줄임

5. Clean machine이 필요 없으며, cleaner액의 배출이 ‘0’, 국가의 환경보호 요구에 적합함 

6. 설비의 전체 점유 면적이 감소됨

1. Chipless cutting, thus resultant return bends is free from washing and can be ringed after degreasing.

2. Cutting after bending, no scrap left, saving 10% of material.

3. Upgraded to 8 tube channel with a production rate of 60 bends/min, an increase of 60% in efficiency.

4. Integrated cutting, bending, and ringing into the same machine, removed extra transportation process,

    saving 40% of labor work.

5. No need cleaning machine,zero discharge of cleaning fluid.

6. A few floor space for the same process.

주요 기술계수
Main technical parameters

동관규격: Ø5mm ~ Ø 22mm

동시 bending workpiece수: 2개/3개/5개

가공속도: 10회/분 ~ 12회/분

주요 기술계수
Main technical parameters

Lot cleaning수: 약 1800개

생산률: 70개/분 ~ 90개/분

주요 기술계수
Main technical parameters

동관규격: Ø5mm ~ Ø 12.7mm 

elbow중심거리: 15.45mm ~ 31.75mm(계약에 따라 확정)

생산사이클: 60회/분 

주요 기술계수
Main technical parameters

Lot cleaning 수: 약5000개

생산률: 80개/분 ~ 100개/분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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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VERTICAL COIL B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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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ING & WELD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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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L 스텐딩 G형 CNC Bending machine

SRW 수평형 G형 CNC Bending machine

주요 기술계수
최대 workpiece 폭: 200~900mm/1100mm/1400mm

최대 workpiece길이(bending center후 위치setting): 2000mm

요구에 따라 제작

Bending layer수: 1~3층

Bending 모양: L형, U형, G형

설비의 일반적 계수
L형 workpiece: 각 bending workpiece의 작업시간(수동 on/offloading시간 불포함): 모드≤15초

U형 workpiece: 각 bending workpiece의 작업시간(수동 on/offloading시간 불포함): 모드≤30초 

G형 workpiece: 각 bending workpiece의 작업시간(수동 on/offloading시간 불포함): 모드≤50초

시스템 압력: 기체 압력 0.5~0.7MPa                     설비출력: 4kW

전원 전압: 3상5선, AC380V/50Hz, 전압파동범위 ±10%

주요 기술계수
최대 workpiece 폭: 200~600mm/1100mm/1300mm

최대 workpiece길이(bending center후 위치setting): 2000mm

요구에 따라 제작

Bending layer수: 1~3층, bending 내층 원형ark R: R≤150mm

Bending 모양: L, U, G

설비의 일반적 계수

설비 구조의 특징

주요 기술계수

설비의 일반 계수

L형 workpiece: 각 bending workpiece의 작업시간(수동 on/offloading시간 불포함): 모드A≤18초, 모드B≤30초

U형 workpiece: 각 bending workpiece의 작업시간(수동 on/offloading시간 불포함): 모드≤40초 

G형 workpiece: 각 bending workpiece의 작업시간(수동 on/offloading시간 불포함): 모드≤60초

시스템 압력: 기체 압력 0.5~0.7MPa                     설비출력: 4kW

전원 전압: 3상5선, AC380V/50Hz, 전압파동범위 ±10%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드라이 라인 feeding 방식은 스텐딩형, 수동 on/off loading, 진입, 출구에서 폐기의 흡수, 배기. 맨 윗부분 흡기는 순환가열용, 재료의 배출 시 냉각fan이 가동됨

연소 기체 종류: 산화기체는 산소 혹은 압축공기, 연소기체는 액화석유가스 혹은 천연가스, 모두 pipe식 혹은 bottle식의 기체를 채택함 

용접라인부분: 전3.5m, 후3.5m, 중간 1.4m로 총 8.4m, 고객이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 요구대로 제작

드라이 라인부분: HG1200은 전후 각1m, 중간6m, 총8m HG1600은 전후 각1m, 중간 8m, 총10m

Workpiece높이: 200~1200/1600

Workpiece배열수: 1~2/3/4열

컨베어 평면 높이: 600mm/450mm(선택)

작업효율: 600~4000mm Frequency Control

시스템 압력: 

2.1 액화기체 혹은 천연가스: 병 0.15~0.25MPa, pipe≥0.08MPa

2.2 산소: 0.4~1MPa

2.3 압축공기: 0.5~1MPa

2.4 질소: 0.4~0.6MPa

2.5 수돗물: 0.3~0.4MPa

설비 출력: 14kW

전원접압: 3상5선, AC380V/50Hz, 전압파동범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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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정밀 프레스만을 취급하였으며 각종 소형

/ 중형 / 대형 고속정밀프레스의 전체적인 오바홀

경험 및 고객사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

집약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업용 공작기계에 대한 모든 기술 및 서비스

지원이 한국에서 가능하며 고객사의 생산에 크게

기여 할 것 입니다.

비고: 본 모델의 제품 사이즈, 외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따로 통지하지 않음

SPARE PARTS

ÑÒ����������Ð�

Bending mold Receiver 각종 규격의 core axis Push material pipe 

몰드 배출 sleeve

Off load material pipe Stacker pins Stopper bar

확장 헤드 커터 블레이드 에어컨 핀 몰드

Baffle sleeve 입구 확대 튜브 커팅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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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Ï 20여년간의 제조기술 축적

판매 네트워크의 전세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