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geria FS DZAYER S.A.R.L. Ph. +213560961794 ghazi.chebbi@fs-dzayer.com

Argentina GENERAL AUTOMATION Srl Ph. +54 (0) 348 462 4481 ga@ga-srl.com.ar

Australia CONSONIC PTY LTD Ph. +61425309529 parts@consonic.com

Australia ENKOSI PTY LTD Ph. +61 397 616 377 graham@enkosi.com.au

Canada SEMPRESS CANADA INC Ph. 905.606.2324 brentmccurdy@sempress.ca

Chile, Peru PROAPSIS Spa Ph. +56 998 282 612 jvasquez@proapsis.cl

Colombia TECNOVA INTERCOMERCIAL S.A.S Ph. +(574) 4798145 correspondencia@tecnovasa.com

Greece TECNOPNEUMATIC A.E  Ph. +0030 210 3467000 avieris@tecnopneumatic.gr

Hungary GRIP-PLAST Kft. Ph. +36 227 883 90 a.jobbagy@grip-plast.hu

Indonesia, Malaysia, Thailand, Singapore ROBOMATION EQUIPMENT SDN BHD Ph. +60 380 750 833 jeffkhoo@robomation.my

Israel R.E.P. Automation Ltd Ph. +97 248 403012 rep@repac.co.il

Israel ANTECH INDUSTRIAL TECHNOLOGIES LTD Ph. +97 297968689 offir@antech.co.il

Latvia, Lithuania UAB TECHNOLOGINE LINIJA Ph. +370 687 27 077 aurimas@techline.lt

Malta AIM Enterprises Ltd Ph. +356 2180 2828 trevor.galea@aim.com.mt

Morocco FS FREE ZONE S.A.R.L. Ph. +212707788089 akram.rebai@fs-maroc.com

Morocco FS MAROC S.A.R.L. Ph. +212707788089 akram.rebai@fs-maroc.com

Thailand FUTURE STATE (Asia) Co. Ltd.
Ph. +66 25 30 04 05

Ph. +66 81 88 94996
sravin@futurestateasia.co.th

Thailand BR MACHINERY ASIA CO., LTD. Ph. +66 (0) 21087018 junkaradet@br-machinery.com

Tunisia FLUIDES SERVICES S.A.R.L. Ph. +21623325488 kamel.rebai@krgroupe.com

Ukraine LLC I B C PLASTICS SYSTEMS Ph. +38 044 388 96 48 info@ibc-systems.com.ua

Italy, Switzerland (Ticino only), Slovenia, 
Croazia

GIMATRADE S.r.l. Socio Unico Ph. +39 0322 830624 info.it@gimatic.com

Germany, Austria, Switzerland, 
Netherland, Belgium (Wallonia)

GIMATIC VERTRIEB GmbH Ph. +49 7471960150 info.de@gimatic.com

France, Luxembourg, Belgium (Flanders) EURL GIMATIC FRANCE Ph. +33 768 380 865 info.fr@gimatic.com

Spain, Portugal GIMATIC IBERIA s.l. Ph. +34 98 44 93 897 info.es@gimatic.com

Denmark, Iceland, Estonia, Finland, 
Sweden, Norway

GIMATIC NORDIC AB Ph. +46 (8) 121 445 00 info.se@gimatic.com

Czech Republic, Slovakia GIMATIC CZECH REPUBLIC, s.r.o. Ph. +420 608 954 500 info.cz@gimatic.com

Poland GIMATIC POLSKA Sp. z o.o. Ph. +48 34 38 73 052 info.pl@gimatic.com

Serbia,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North Macedonia, Montenegro

GIMATIC BALKAN D.O.O. Ph. +38 111 783 96 15 info.rs@gimatic.com

Romania GIMATIC SISTEME RO SRL Ph. +40749 407 408 info.ro@gimatic.com

Turkey GIMATIC OTOMASYON TICARET AS Ph. +90 212 210 83 91 info.tr@gimatic.com

India GIMATIC AUTOMATION INDIA PRIVATE LIMITED Ph. +91 7795719337 info.in@gimatic.com

China, Thaiwan
GIMATIC AUTOMATION ENGINEERING 
(CHANGSHU) CO. LTD

Ph. +86 051 252977396 info.cn@gimatic.com

Japan GIMATIC JAPAN Ph. +81-3-6206-4235 info.jp@gimatic.com

Korea GIMATIC KOREA LIMITED Ph. +82 31 504 8771 info.kr@gimatic.com

U.S.A., Canada, Mexico GIMATIC USA Ph. +1 216 535 4811 sales@gimaticusa.com

Central and Latin America GIMATIC AUTOMAÇAO Ltda Ph. +55 11 4318 2550 gimatic@gimatic.com.br

Russia OOO GIMATIC RUS Ph. +7 916 217 88 48 info.ru@gimatic.com

United Kingdom GIMATIC UK LIMITED Ph. +447568517497 info.uk@gimatic.com

Bulgaria GIMATIC BULGARIA EOOD Ph. +359899157609 info.bg@gimatic.com

South Africa GIMATIC SOUTH AFRICA (PTY) LTD info.za@gimatic.com

WWW.GIMATIC.COM

Via Enzo Ferrari, 2/4
25030 Roncadelle (BS) ITALY
tel. +39 030 2584655
fax +39 030 2583886
info@gimatic.com
www.gimatic.com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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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0.000 
개 이상의 품목

테일러 메이드 
이상 200

1 본사 본사

+20 지사  지사 +30 대리점  대리점 +2 기술센터  기술센터 

  +300 ___명 이상의 근로자 ___명 이상의 근로자

제품

플라스틱
취출지그

제품

핸들링
공압 자동화

매년 설치되는 
2000 EOAT
이상

제품

메카트로닉스
전동 자동화

제품

센서
위치감지

180 개 이상
의 특허 등록

35 년 이상의 년 이상의 
혁신혁신

H1 등록

제품

진공
진공 자동화 구분

+400

+200

+100

+1500

+2000

식품 등급 
윤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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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 EOAT 프레이밍을위한 알루미늄 

프로파일
• 경량 EOAT를위한 파이버 카본 튜브
• 견고한 체결을위한 특수 너트 디자인
• 블랙 또는 실버 아노다이징
• 정사각형 또는 원형
• 15 사이즈

공기 니퍼
• 디게이팅용 집게
• 가위 또는 작두 스타일
• 10가지 사이즈 니퍼
• 교체 가능한 블레이드
• 핫 블레이드 옵션
• 임베디드 센서
• 주문형 블레이드 솔루션

센서박스
• 액추에이터의 신호 처리를 위해 설치된 EOAT 센서 저장
• 모든 로봇 및 모든 센서와 호환
• 2-4-6-8-12 입력 고정 버전
• 최대 20 개의 센서를 처리 할 수있는 모듈 식 버전
• PNP-NPN-2 전선 입력 옵션
• 직렬 또는 병렬 NC / NO 출력
• 딥 스위치로 손쉬운 설정

퀵체인져
• 로봇과 EOAT 간의 쉬운 연결을위한 퀵 

체인저
• 15 모델 및 5 크기 최대 75kg 페이로드. 수동 

또는 전기 버전.
• 공압 및 전기 연결
• 에어 밸브
• 안전 잠금 장치 용 LOQC
• EOAT 식별을위한 RFID

EOATs용 공압 틸트 유닛
• 90° 회전 
• 높은 리프팅 토크
• 안전 자물쇠
• 선택 가능한 자기 센서

범퍼 실린더
• 클램핑용 원 핑거 각도 공압 

액추에이터(OFG 시리즈)
• 양면 이중 동작 구동
• 각도 스트로크 조절 가능 최대 12°
• MFI 시리즈의 모든 액세서리와 호환
• 선택적 자기 센서

그리퍼
• 하나 또는 두 개의 핑거 공압 그리퍼
• 익스펜션 그리퍼
• 제품 고정용
• 스프루 고정용
• 정확한 인서트 위치
• 200 개 이상의 부품 번호 EOAT 전용 

포지셔닝
• 임베디드 센서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진공 컵 및 서스펜션
• 진공 컵 홀더
• 내부 스프링이있는 서스펜션
• 회전 또는 비회전
• 비 마킹 고무 재료
• 500 개 이상의 부품 번호 PLASTICS 

전용
• 3 가지 크기의 16 가지 모델 사용 가능
• 브레이크가있는 서스펜션

모듈 식 클램핑 시스템
• 프레임에 액추에이터를 

장착하기위한 브래킷
• 완벽한 포지셔닝을위한 500 개 

이상의 부품 번호
• 알루미늄 또는 텍노 폴리머 버전
• M5 알렌 키 어셈블리 만
• 강성과 무게의 완벽한 균형
• 고강도 버전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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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 유닛
• 2 ~ 8 인덱싱 위치
• 센서 감지
• 중간 정지 장치 옵션
• 평평하고 강력한 디자인
• 28Ncm ~ 3926Ncm 토크
• 시계 방향 또는 반 시계 방향 옵션

니들 그리퍼
• 섬유, 자동차 및 식품 산업에 적합
• 복동, 4 개 또는 8 개의 바늘
• 여러 장착 액세서리
• 큰 센터링 관통 홀
• 바늘 스트로크 조절
• 블로우 오프 시스템 및 센서 감지

앵글 그리퍼
• 셀프 센터링 또는 NON 셀프 센터링 

옵션
• 7 ° ~ 34 ° 회전 각도
• 16Ncm ~ 1302Ncm 토크
• 일반적으로 열려 있거나 정상적으로 

닫힌 버전
• 고속 어플리케이션
• 3 조 버전 이용 가능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확장 그리퍼
• 위 또는 아래 확장 그리퍼
• 직경 8mm ~ 63mm
• 센터링 콘 및 센서 옵션
• 실리콘 또는 EPDM 벨로우즈 소재

핸들링

소형 그리퍼용 미니 컴펜세이터
• X-Y 및 각도 α 에서 보상
• Z 방향으로 강성
• 중앙 0 위치 에 도달하기 위한 에어 덕트
• 중심 외 잠금 에 도달하기 위한 또 다른 

덕트

3-조 평행 그리퍼
• 선택형 스프링으로 복동식(보통 폐쇄 또는 

보통 개방되어 있음) 
• 롱 스트로크 또는 쇼트 스트로크 
• 나사를 통해 전면 잠금 가능 
• 고효율로 힘 전송 
• 선택형 자기 또는 인덕티브 센서

슬라이드
• 헤비 듀티 버전
• 10mm ~ 200mm 스트로크
• 컴팩트 한 디자인
• 볼 재순환 베어링

방사형 그리퍼
• 90 ° 회전 각도
• 60Ncm ~ 3600Ncm 토크
• 일정한 토크

패러럴 그리퍼
• IP67 보호 등급
• 2.5mm ~ 100mm 스트로크
• 70Ncm ~ 7286Ncm 토크
• 일반적으로 열려 있거나 

정상적으로 닫힌 버전
• 고속 또는 높은 보호 버전
• 유효한 3 개의 조 버전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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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회전 장치
• 3 가지 크기의 로터리 액추에이터 90 ° 또는 180 °
• 외부 장치가없는 중간 위치
• 자체 적응, 자동 유지, 완전 플러그 앤 플레이

전동그리퍼
• 짧고 여분의 긴 스트로크를 가진 2 개의 조 셀프 

센터링 평행 그리퍼.
• 3 개의 조 자동 중심 평행 그리퍼
• 다목적 평행 사변형 그리퍼
• 레이디 얼 180 ° 그리퍼
• 앵귤러 40 ° 그리퍼
• 자체 적응, 자동 유지, 완전 플러그 앤 플레이
• 클린 룸 인증

전동 툴체인져
• 완전 자동 전기, 플러그 앤 플레이 

및 자동 유지 
• 무선 옵션
• 최대 20kg 탑재량
• 4+3 공압 연결
• 15+15 전기 핀 연결 플러그
• 클린 룸 인증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식품 등급 
윤활제

필드버스 연결 및 전원 공급
장치(CAN/ RS485)

식품 등급 
윤활제

클린룸
• 프라운호퍼 연구소 인증
• FDA 승인 실리콘 실 푸란
• VHP H2O2 + UV 청소 절차
• IP65 보호 

협동로봇
• 플라스틱 커버 및 커패시터 박스가있는 

전기 2 핑거 병렬 그리퍼
• 플라스틱 커버 및 커패시터 박스가있는 

전기 평행 사변형 그리퍼

SERVO GRIPPERS
• 전기, 공압 또는 수동 클러치 옵션
• 스트로크, 속도 및 힘 제어 가능한 그리퍼
• CAN/ RS485 통신 버스
• 내장된 24 VDC의 브러쉬 없는 모터
• 협력가능한 로봇이 장착된 사용하기 적합한 

디자인

브레이크-클러치 그리핑 시스템
• 로봇의 모터+엔코더+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전동 그리퍼
•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음
• 그리퍼를 회전하거나 구동 할 수 있는 

클러치 전환
• 전기식,공압식,수동 클러치

메카트로닉스

   EMC/

IP65
보호 

H2O2
청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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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센서
• M18x1 광전 센서
• 100mm 감지 거리
• PNP / NPN 출력
• 경량 tecnopolymer 바디

자기 센서
• REED 및 GMR 기술
• 출력 PNP, NPN, 2 선 및 아날로그
• Helmholtz 코일에서 100 % 테스트
• C, T, 도브테일 슬롯 및 타이로드 실린더에 적합
• 광범위한 브래킷 및 어댑터
• 케이블, M8 및 M12 커넥터 출력

프로 센서
• 프로그램이 가능한 출력
• 3개의 스위칭 포인트
• PNP;NPN 출력 버전
• NO; NC 설정 가능한 출력 유형
• 30+30mm 스트로크
• 케이블, M8 and M12 커넥터 출력

진공 센서
• 엔트리 레벨부터 최대 디지털까지 10

개의 이상의 새로운 진공 스위치
• 모듈성 및 조합
• 디지털 출력 PNP/NPN
• 전기 기계 또는 전체 디지털 변환
• 프로그래밍 가능한 출력

금형 센서
• 무선 통신 및 고유 식별자가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없는 에너지 수집 센서
• 고객은 전 세계 모든 생산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센서
• M18x1 초음파 센서
• PNP / NPN NO / NC 출력
• 감지 거리 40-300mm
• 경량 테크노 폴리머 바디

자동인식
• RFID 리더(RRAQC)와 메모리 

TAG(RRBQC)로 구성됩니다
• 최대 255개의 인식 가능한 툴
• 툴 기술 데이터 스토리지
• 새 Gimatic Android App 덕분에 

스마트폰과도 통신

자동차 센서
• 자동차 사양에 따라 제작
• 자기 기술 기반
• 프로그레시브 위치 감지
• 고객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단일 센서 프로그램 설정
• 100 % 추적 성

인덕티브 센서
• 직경 :  3/4mm 사용 가능
• 깨끗한 디자인 프로파일
• 1mm 공칭 감지 거리
• PNP / NPN 출력
• 그리퍼 테스트 호환성
• PUR 케이블 출력

커스텀 센서
• 고객 사양에 따라 제작
• 자기, 유도, 광학 및 충격 기술 이용 

가능
• 100 % 추적 성
• 대규모 생산 기반

충격 센서
• 예측 유지 보수
• 35G 충격 규모
• PNP / NPN / 아날로그 출력
• 10 가지 충격 레벨 설정

센서

터치 센서
• M14X1mm 리드 스위치
•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부드러운 헤드
• 검출 스트로크 범위 2.5÷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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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FP + VG. 기원전
• 포장 이송 라인 팩 처리에 이상적 

제품, 쿠키 및 바 패킷
• 견고한 벨로우즈, 부드럽고 

유연한 립 및 특수 고 유량 피팅
• 재질 : 레드 실리콘, 투명 FDA 

실리콘

VG.U + VG. B + VG. LB + VG. CF
• 범용 및 플라스틱 애플리케이션
• 표준 적용에 적합, 평평하고 약간 곡면
• 뛰어난 그립 안정성, 표면 주름이 마찰을 증가시키며, 

변형을 방지 함. 
• 재질 : NBR, HNBR, 레드 실리콘, 투명 FDA 실리콘

VG.PAAT
• 물체 (고온 폴리머 및 

섬유로 만들어진)에 
이상적 평평하거나 약간 
구부러진 표면

• Steinless 스틸 니플
• 최대 300 ° C의 높은 

작동 온도에 적합
• 재질 : PTFE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위한 EJECTOR SMALL / MEDIUM / LARGE
• EJ-HF : 고진공 흐름; 최대 진공 : -73 kPa
• EJ-HV : 추가 진공 수준; 최대 진공 : -94 kPa
• EJ-LP : 낮은 공급 압력; 최대 진공 수준: -88 kPa

이젝터 베이직
• 소음기가 통합 된 진공 펌프 크기 EJ–MEDIUM 및 EJ–MEDIUMx2
• 분산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
• 파지 지점에 가까운 통합 가능성, 가벼운 무게
• 2 단계 및 3 단계 사용 가능; EJ-MEDIUM 카트리지 (EJ-LP, EJ-HF, EJ-HV)

VG.MB + VG. MF
• 오일 유무에 관계없이 금속 시트 취급
• 높은 내마모성
• 육각형 영구 피팅
• 재질 : NBR, PU

VG.BP + VG. BX + VG. IS
• 뛰어난 그립 성능 주름과 다공성 표면
• 재료 : PU 50 녹색; PUR 30/60 옐로우 

/ 그린
• 2.5 및 1.5 벨로우즈 사용 가능 (오버튠 

어플리케이션)
• 크고 매우 얇은 립 버전 PUR 30/60 쇼어 

그레이 / 레드

이젝터 SLG
• 소음기가 통합 된 진공 펌프 크기 EJ-MEDIUM, EJ-LARGE
• POM 재질의 매니 폴드
• 통합 된 진공 스위치와 함께 사용 가능
• 2 단계 및 3 단계 사용 가능; EJ-MEDIUM 및 EJ-LARGE 카트리지 

(EJ-LP, EJ-HF, EJ-HV)

이젝터 SYS
• 소음기가 통합 된 진공 펌프 크기 EJ-SMALL, EJ-MEDIUM, 

EJ-LARGE
• 알루미늄, 감지 및 분출 포트의 매니 폴드
• 통합 소음기
• 2 단계 및 3 단계 카트리지 사용 가능 (EJ-LP, EJ-HF, EJ-HV)

이젝터 블로우 오프 – 미니
• 진공 펌프 크기 EJ-MEDIUM 및 EJ-MEDIUMx2
• 조정 가능한 통합 블로우 오프 탱크
• 통합 된 진공 스위치와 함께 사용 가능
• 인라인 또는 병렬 설치

이젝터 라인
• 진공 펌프 인라인
• 전체 치수를 최적화하기위한 클램핑 가능한 인라인 디자인
• 가벼운 무게
• 두 가지 크기로 제공 : EJ-SMALL 및 EJ-MEDIUM (EJ-LP, EJ-HF, EJ-HV)

이젝터 MLG
• 진공 펌프 크기 EJ-LARGE : 2 단 또는 3 단
• POM의 매니 폴드
• 중앙 집중식 진공 시스템 용으로 설계
• 2, 3 또는 4 개의 EJ–LARGE 카트리지와 함께 사용 

가능

부스터 BBT
• 낮은 진공도에서 높은 흡입 유량이있는 응용 분야에 이상적
• 폐기물 스크랩 및 잔류 먼지 운송
• 4 가지 직경 (10, 20, 30 및 40mm)으로 제공

이젝터 라인 – ATM
• 소음기가 통합 된 진공 펌프 크기 EJ-SMALLx2 및 EJ-MEDIUM
• 신속한 제품 방출을 위해 그리퍼 내부의 대기압을 복원합니다
• 단동 3/2 밸브가 진공 펌프와 ATM 해제를 제어합니다

VG.BPG + VG.LPG
• 액체, 냉동 식품 및 애완 

동물 사료 등 다양한 종류의 
백 컨테이너에 뛰어난 그립 
성능

• 강화 된 벨로우즈는 그립에 
대한 안정성 제공

• 재질 : 투명한 FDA 실리콘

진공 센서
• 전기 기계 스위치
• G1 / 8 및 푸시 인 6mm; PNP 

/ NPN; 사전 설정 :-30, -50, 
-70 [kPa])

• 연결 M8x1 3 핀
• 2 가지 크기 / 3 가지 유형

VG.FO
• .수직 및 수평 포장 

기계의 팩(비닐) 을 여는 
데 이상적입니다

• 얇고 민감한 취급 종이와 
같은 시트 플라스틱 필름

• 재질 : 투명 FDA 실리콘

VG.BR + VG. LBR
• 스낵과 푸드 바 flowpack에 

포장 공정에 적합
• 그립 및 측면에 입금 처리 

된 객체
• 재질 : 폴리 우레탄 50 Shore 

진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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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3D 
• 추가 제조 서비스
• HP 젯퓨젼
• PA12 GB 소재
• 48시간내 선적
• 옵션형 유리섬유 재질

PADS 
• HNBR 60Sh.A
• HNBR 60Sh.A 플록형
• TPU 70Sh.A
• PU 70Sh.A
• PTFE
• 새 3D 프린팅 서비스로 사용자 지정됨

플로킹
• 부드러운 나일론 소재
• 1mm 헤어
• 블랙 컬러

금속 삽입물
• 메탈 탭 인서트
• 3D 파트에 장착
• 다른 탭 사이즈 가능

3M
가공 부품 서비스
• Delrin 900P nco10 또는 알루미늄 

3L 
레이저 머신 가공
•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 다른 두께 가능



16 17

디자인
우리는 항상 CAD 도면을 기반으로  
프로파일, 맞춤형 플레이트 또는 3D  
인쇄 부품을 기반으로  디자인하고 
조립합니다.
각 시스템에는 부품  문서, CAD 
파일,  공압식 전기 회로  회로, 위험 
분석이 포함됩니다.

요약 보고
현지 지사는 귀하의 특정 요구에 대한 숙련 된 
후원자입니다.
글로벌 경험은 현지 솔루션이됩니다.

E.O.A.T
END OF ROBOT ARM TOOLING

설치
설치 및 시작 서비스는  Gimatic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여합니다.network.

어셈블리
배선 및 공압 방식은  전기 인터페이스 및 센서를 
포함하여  로봇 측에 쉽게 통합 될 수있는  기술 
사양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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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TAG 메모리의 EOAT 
데이터

• 단일 리더에 대해 최대 256 
개의 서로 다른 TAG

• 공정 모니터링
• 예측 정비

• 케이블 없는 전략 수확 시스템
• 전 세계 모든곳에서 관리
• 싸이클 주파수 제어 + 위치 + 온도 

+ 압력

NFC-RFID

금형감시

• 웹 사이트 기반 서비스
• 태그 지역화

빅데이터
(웹서비스)

• HP 젯퓨젼
• PA12 GB 소재
• 48시간내 선적
• 금속 인서트 및 플록 킹

•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우리의 EOAT를 추적

• 구성 요소 목록, 금형 
/ 부품 이름, 국가, 각 
EOAT날짜를 알 수 있는 
고유 라벨

3D 프린팅 EOAT 
추적 성

GIMATIC APP 
다운로드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 슈퍼 커패시터 기술
•   여러 사이클을 수행하는 

전원 장치
• 케이블을 제거하여 

애플리케이션 수명 연장

슈퍼 박스  무선

• 신속하게 제품 기능을 찾기 위해 "
카메라로 검색"

• 응용 프로그램은 즉시 제품 부품 
번호를 인식합니다

• 전자 상거래 제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계 학습

혁신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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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 룸 전용 제품
•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ISO+GMP 

인증
• FDA 승인 실리콘 (실 푸란)
• VHP H2O2+UV 청소 절차

의료 (GMP)

• 프로세스 데이터
• 최대 5 개의 다른 그리퍼
• 파라미터 모니터링

필드버스 커뮤니케이션

슬레이브

슬레이브
슬레이브 마스터

• 효율성 향상을위한 
메카트로닉스 설계

• 독창적이고 특허받은 
솔루션

에너지
능률

• 협업 설계 솔루션
• 유니버셜로봇 인증
• Plug&Play 솔루션

협동  로봇

• 온보드 프로세스 설정
• 모듈 식 솔루션
• 모든 센서 및 모든 로봇에 적합
• 외부 소프트웨어 없음
• 사용자 친화적
•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 프로그램이 가능한 출력
• 3개의 스위칭 포인트
• PNP;NPN 출력 버전
• NO; NC 설정 가능한 출력 유형
• 30+30 mm 스트로크
• 케이블, M8 and M12 커넥터 출력

모듈러  센서 상자

프로 센서

혁신적인 기술

IP65
보호 

H2O2
청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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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및 전자 내부 설계
• 마이크로 솔루션을 만드는 

기능

미생물 학적 마이크로 전자
• 40µm  하드 산화
• 움직이는 부품 수명 연장
• 20µm 미용 산화 옵션
• 위생 코팅 

금속 표면 처리

• 첨단 기술 및 비용 최적화 
접근법

• 제품 수량 및 사양에 따른 
다양한 기술

• CNC 기계 기능
• 모든 재료 가공

소재

• 다른 부품 모양에 적용 가능
• 공압 공기로 쉽게 차단 및 해제
• 옵션형 센서 감지

적응성 EOAT

• EOAT 변경 중 보안 향상
• 위험 프로세스 감소
•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센서 감지

안전

브레이크 시스템 NO/NC

회전형 / 
비회전형

• 로봇의 모터+엔코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전동 그리퍼

•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음

• 그리퍼를 회전하거나 구동 할 수 
있는 클러치 전환

• 전기식,공압식,수동 클러치

브레이크-클러치 그리핑 
시스템

혁신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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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65
ENVIRONMENT DEGREE

H2O2
CLEAN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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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음료

자동차

제약 및 의료

농업

EOAT 산업

공장 자동화 

CNC 머신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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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제약

나무

자동차

진공 산업

금속판

포장 물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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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985 - 2020

PRODUCTS
WARRANTY

MILLION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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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년 경험 글로벌  커버리지 EOAT 추적성 혁신 지향

24시간내 선적

테일러 제작 
 접근

제품 보증 

기술 센터 국제적 프로젝트 관리 제품 검증

출시 시간100 %  급 속성 글로벌 계약

전자 전용 
 인터페이스 

인턴쉽 / 유니버시티 GREEN 
PRODUCTION

수직 생산

INDUSTRY 4.0

시너지 디비전

+ 3.500
PRODUCTS

노하우

핵심 요소 성공

식품 등급 
윤활제클린룸

H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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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산업분야산업분야 33%33%

우주 항공 부문우주 항공 부문

EOAT(취출지그)EOAT(취출지그)

하트런너하트런너

제어제어

Barnes 및 Gimatic 그룹 금형 솔루션은 전범위의 플라스틱 가Barnes 및 Gimatic 그룹 금형 솔루션은 전범위의 플라스틱 가
공 기술을 제공합니다.공 기술을 제공합니다.

금형금형

1 개의 본사 개의 본사

65 개 영업망  개 영업망  / 46 개의 제조현장 개의 제조현장

160 년 역사년 역사

전 세계적으로전 세계적으로 ~5.000 명 이상의 사람     명 이상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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