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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cut-D / Diacut-M
다이아몬드 컷팅기
특 징

400w Siemens 모터 장착
분동 무게에 의한 절단속도 조절
절단이 완료되면 모터 자동 정치
냉각수는 하단에 자동 침전식 공급
마이크로 앤빌에 의한 정밀 이송가능
샘플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지그 공급
Diamond wheel : Φ50 ~ 150mm
CW,CCW 및 재질에 따른 메모리 기능/ M모델

DESK-254
보급형 컷팅기
특 징

3마력 Siemens 모터 장착
베이스는 주조품 가공으로 진동, 소음이 없음
침탄,연질화,도금두께 등 정밀 컷팅용으로 적합
냉각수 자동순환 공급장치는 하단에 설치
캠타입 퀵바이스 좌,우 기본 장착
냉각수 교환이 용이한 대차식 이동장치
길이가 긴 제품 절단을 위한 커버 개폐 장치
사용지석 : Φ254 x 32 x 1.2mm

SPEC-254
소형시편절단기
특 징

3마력 Siemens 모터 장착
제품 고정은 위에서 아래로 고정됨
제품절단은 베드위에 장착하여 절단
컷팅은 뒤에서 앞으로 당기면서 절단
냉각수 자동순환 공급장치는 하단에 설치
냉각수 교환이 용이한 대차식 이동장치
강선등 불규칙한 제품 절단에 용이함
사용지석 : Φ254 x 32 x 1.2mm

FV-254
대형시편절단기
특 징

3마력 Siemens 모터 장착
고주파 열처리패턴 및 길이가 긴제품 절단에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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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은 고정, 바이스 전,후 이송방식
스크류 보호용 접이식 커버 및 안전센서 장착
냉각수 자동순환 공급장치는 하단에 설치함
냉각수 교환이 용이한 대차식 이동장치
바이스 이송거리 120mm, 물림폭 80mm
사용지석 : Φ254 x 32 x 1.2mm *절단 길이가 긴 제품은 별도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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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05/355
중형시편절단기
특 징

컷팅휠 상,하 이송방식
하부 베이스 전체 철판 가공 후 정밀하게 제작
하부 베이스가 중량으로 소음, 진동이 없음
냉각수 공급장치는 자동으로 순환 가능
캠 타입 퀵 바이스 및 TM스크류 바이스 장착
Siemens Motor 5HP, 3P 사용
사용 지석은 Φ305~355 X Φ32 X 2.0t
1차 시편 및 2차 준비용으로 적합

RACK-254
시편절단기
특 징

3마력 Siemens 모터 장착
랙 피니언에 의한 신속한 제품 절단가능
질긴 성질의 까다로운 재질 절단에 용이함
냉각수 자동순환 공급장치는 하단에 설치
한번 절단후 X축 이송하여 절단이 가능
냉각수 교환이 용이한 대차식 이동장치
하부베이스 경사각 및 원활한 냉각배수 장치
사용지석 : Φ254 x 32 x 1.2mm

LONGCUT-254/305
대형컷팅기
특 징

제품 길이가 길고 큰 제품 절단에 적합
하부 베이스를 철판 가공 및 용접으로 작업
하부 베이스가 중량으로 소음, 진동이 없음
냉각수 자동공급 및 췹 자동배출 장치 내장형
길이가 긴 제품 및 큰 제품도 손쉽게 절단 가능
Siemens Motor 5HP, 3P 사용
상부 커버 및 좌, 우측 커버가 있어 제품 확인이 용이함
제품 고정 바이스는 제품 형상에 따라 구조가 달라짐

AMC-254
자동시편절단기
특 징

5마력 Siemens 모터 장착
하부베이스 경사각 및 원활한 냉각배수 장치
길이가 긴제품 등 자동 및 수동 절단이 가능
절단 이송 속도는 임의 설정이 가능
동일한 제품에 대해 프로그램 절단이 가능
시작속도, 절단속도, 원점복귀등 작업 효율이 높음
제품 이송폭 200mm, 바이스 물림 폭 180mm
한번 절단후 X축 이송하여 절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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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Cut-305/355
대형 컷팅기
특 징

7.5마력의 Siemens 모터 장착
베이스는 주철 주조에 의한 일체형 가공제품
하부 베이스가 중량으로 소음 및 진동이 없음
시소원리에 의해 작업자 피로감 해소 / 상부 커버는 자동 및 수동 개폐가 가능
공간이 넓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절단 가능
냉각수 교환이 용이한 대차식 이동장치 / 강력한 냉각수 공급으로 버닝현상 방지
절삭췹 자동배출장치 80ℓ/min (선택사양)
사용지석 : Φ305~355 x 32 x 1.8mm

LargeCut-355/405
대형자동 컷팅기
특 징

7.5~10마력의 Siemens 모터 장착
베이스는 주철 주조에 의한 일체형 가공제품
절단 속도는 자동 설정이 가능
제품 고정, 휠이 아래로 자동으로 절단
공간이 넓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절단 가능
냉각수 교환이 용이한 대차식 이동장치 / 강력한 냉각수 공급으로 버닝현상 방지
절삭췹 자동배출장치 80ℓ/min (선택사양)
사용지석 : Φ305~355 x 32 x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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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03D / P1-203M
1구폴리싱머신
특 징

400W Simens 모터 장착
5~900 rpm/min 인버터 제어
Φ203 ~ 254mm 원판플레이트
Al 주조 가공에 의한 원판플레이트
냉각수 공급 장치 외
3구 자동헤드 / 선택사양
CW, CCW, 회전수 메모리 기능 /M모델

AH-32 / SH-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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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드 AH-32

오토헤드 SH-32

3구 자동폴리싱 헤드 장착

3구 자동폴리싱 헤드 장착

다양한 몰딩 사이즈 장착

다양한 몰딩 사이즈 장착

Air 실린더에 의한 중앙가압방식

Spring 장력에 의한 중앙가압방식

Air 레귤레이터 장착

간단한 자동폴리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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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03A / P2-203D / P2-203M

2구폴리싱머신 P2-203A

2구폴리싱머신 P2-203D

2구폴리싱머신 P2-203M

특 징

특 징

특 징

1개의 모터로 2개의 원판구동

400w Simens 모터 독립제어

400w Simens 모터 독립제어

Φ203 ~254mm 원판플레이트

Φ203 ~254mm 원판플레이트

Φ203 ~254mm 원판플레이트

Al 주조 가공에 의한 원판플레이트

Al 주조 가공에 의한 원판플레이트

Al 주조 가공에 의한 원판플레이트

아날로그 방식의 콘트롤러

벨트 장력을 손쉽게 조절가능

벨트 장력을 손쉽게 조절가능

3구 자동헤드 / 선택사양

CW, CCW, 회전수 메모리 기능
3구 자동헤드 / 선택사양

FPH2-203 / FPH3-203

2구폴리싱머신 FPH2-203

2구폴리싱머신 FPH3-203

특 징

특 징

400w Simens 모터 독립제어

400w Simens x 3개 모터 독립제어

5~1800 rpm/min 인버터 제어

5~1800 rpm/min 인버터 제어

Φ203 ~ 305mm 원판플레이트

Al 주조 가공에 의한 Φ203 ~ 305mm 원판플레이트

Al 주조 가공에 의한 원판플레이트

Floor type의 정밀 폴리싱 작업

Floor type의 정밀 폴리싱 작업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판 플레이트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판 플레이트

황삭,중삭,정삭 작업이 용이하며, 고속회전시 진동이 없음

고속회전시에도 진동이 없음

3구 자동헤드 / 선택사양

3구 자동헤드 / 선택사양

유압식 자동 마운팅프레스

HM-80 / HM-130

HM-80

HM-130

마운팅 순환펌프 HM-Table

몰드 직경 : Φ32 ~ 40mm

몰드 직경 : Φ32 ~ 40mm

냉각수 순환펌프 내장형

개폐가 용이한 퀵레버 방식

개폐가 용이한 퀵레버 방식

별도의 급수라인이 필요없음

온도,유지,냉각 모두 자동

온도,유지,냉각 모두 자동

마운팅 프레스 테이블로 사용

멜로디 음악 부저 장착

멜로디 음악 부저 장착

히터의 냉각 및 급수공급

내부 분진 및 유분 커버장착

내부 분진 및 유분 커버장착

냉각수 펌프는 방수용 사용

실린더 이송거리 80mm

한번에 2개의 몰드 성형

필터 및 2단 걸름장치

매몰형 주물히터 1700w

실린더 이송거리 130mm

크기 : 550 x 610 x 700mm

매몰형 주물히터 19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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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B-950 *1Belt
테이블타입 벨트그라인더
특 징

1/2마력(400w)의 Siemens 모터 개별 장착
회전수 100 ~ 900 rpm/min 가변 연동방식
Table type의 건식 및 습식 그라인더
미세 분진 포집용 케이스는 내부에 장착
구동부 주조 가공 및 스텐레스 하부 플레이트
벨트의 장력 및 틸팅을 손쉽게 잡을수 있음
벨트 소모품 사이즈 : W100 x L950mm
제품 사이즈 : 750 x 700 x 350mm

FSB-950 *1Belt
건/습식 벨트그라인더
특 징

1마력(800w)의 Siemens 모터 개별 장착
회전수 100 ~ 900 rpm/min 가변 연동방식
Floor type의 건식 및 습식 그라인더
미세 분진 포집용 케이스는 내부에 장착
구동부 주조 가공 및 스텐레스 하부 플레이트
벨트의 장력 및 틸팅을 손쉽게 잡을수 있음
벨트 소모품 사이즈 : W100 x L950mm
제품 사이즈 : 750 x 700 x 800mm

TSB-950 *2Belt
테이블타입 벨트그라인더
특 징

1/2마력(400w)의 Siemens 모터 개별 장착
회전수 100 ~ 900 rpm/min 가변 연동방식
Table type의 건식 및 습식 그라인더
미세 분진 포집용 케이스는 내부에 장착
구동부 주조 가공 및 스텐레스 하부 플레이트
벨트의 장력 및 틸팅을 손쉽게 잡을수 있음
벨트 소모품 사이즈 : W100 x L950mm
제품 사이즈 : 750 x 700 x 350mm

FSB-950 *2Belt
건/습식 벨트그라인더
특 징

1마력(800w)의 Siemens 모터 개별 장착
회전수 100 ~ 900 rpm/min 가변 연동방식
Floor type의 건식 및 습식 그라인더
미세 분진 포집용 케이스는 내부에 장착
구동부 주조 가공 및 스텐레스 하부 플레이트
벨트의 장력 및 틸팅을 손쉽게 잡을수 있음
벨트 소모품 사이즈 : W100 x L950mm
제품 사이즈 : 750 x 700 x 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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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B-100
분진포집형 벨트그라인더
특 징

1마력(800w)의 Siemens 모터 개별 장착
회전수 100 ~ 900 rpm/min 가변 연동방식
Floor type의 분진흡입장치 분리형 / 분진흡입모터 800w, 배풍량 7.0㎥/min
미세 분진에 의한 화재방지용 사이크론 내장형
구동부 주조 가공 및 스텐레스 하부 플레이트
백필터 교환이 용이하며 쉽게 청소 가능한 구조
분진포집용 주름호스는 독일제 제품 / 벨트의 장력 및 틸팅을 손쉽게 잡을 수 있음
소모품 사이즈 : W100 x L950mm / 제품 사이즈 : 1300 x 700 x 800mm

FGS-203
분진포집형 원형그라인더
특 징

1마력(800w)의 Siemens 모터 개별 장착
회전수 100 ~ 1800 rpm/min 가변 연동방식
Floor type의 분진흡입장치 분리형 / 분진흡입모터 800w, 배풍량 7.0㎥/min
미세 분진에 의한 화재방지용 사이크론 내장형
백필터 교환이 용이하며 쉽게 청소 가능한 구조
분진포집용 주름호스는 독일제 제품
AL 원판플레이트 교환이 용이함(Φ203~Φ305) / 다양한 샌드페이퍼 사용가능
제품 사이즈 : 1000 x 700 x 800mm

www.korea-te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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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Machine Table

Cut-off Blades (국산품)

컷팅기 테이블

국산 컷팅휠

용도 : 냉각장치 내장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함

크기 : 600 X 750 X 750mm

크기 : φ254 ~ 355mm x 1.2t x 31.75mm

특징 :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함

Cut-off Blades (수입품)

Bonded Blades (수입품)

수입 컷팅휠

다이아몬드 컷팅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함

초경, 유리, 아주 작은 제품 절단에 적합함

크기 : φ254 ~ 355mm x 1.2t x 31.75mm

크기 : φ76 ~ 203mm x 0.15 ~ 0.76t x 12.7mm
국산 다이아몬드 컷팅휠 공급 가능

Vise & Jig (수입품)

Quick Vise (국산품)

바이스 외

캠 타입 퀵 바이스

제품에 따른 다양한 지그 제작

캠 타입 퀵 바이스 2조 1세트
캠을 이용하여 신속한 체결이 가능하다.
물림거리 : 80mm (max 120mm)

Korea-Tech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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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Paper (국산품)

Polishing Cloths (수입품)

국산 사포

폴리싱 연마천

구분 : #1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500, #2000

종류 : Spec-Cloth, Plan-Cloth, Plan-B, Gold Label,

크기 : 8”(203mm), 10”(254mm), 12”(305mm)
용도 : 원형으로 재단된 폴리싱용 사포.

수량 : 1pk/100ea

Tech-Cloth, White Label, Nylon-Cloth 외 약 13종
크기 : 8”(203mm), 10”(254mm), 12”(305mm)
용도 : 폴리싱 작업 시 표면 가공용 (뒷면은 접착 테이프)

Diamond Suspensions (수입품)

Alumina Powder (수입품)

다이아몬드 서스펜션 (연마제)

알루미나 파우더

종류 : 0.05, 0.1, 0.25, 0.5, 1, 3, 6, 9, 15, 30, 45㎛

구분 : 0.05, 0.3, 1㎛

용량 : 240㎖, 480㎖, 3.8ℓ

용량 : 450g, 2.3kg

용도 : 폴리싱 작업시 사용하여 작업효율을 높임

Alumina Suspensions (수입품)

Polishing Lubricants (수입품)

알루미나 서스펜션 (연마제)

폴리싱 오일

구분 : 0.05, 0.3, 1㎛

구분 : BlueLube, RedLube, GreenLube

용량 : 180㎖, 950㎖, 3.8ℓ

용량 : 480㎖, 950㎖, 3.8ℓ, 19ℓ
용도 : 폴리싱 작업 시 연마제와 함께 사용하면 작업효율이 우수함

www.korea-tech.net

ਏඇԧվୋणࠬ൝׆ীࡦඨ

Phenolic Powder (수입품)

Phenolic Powder (국산품)

마운팅 페놀 수지

마운팅 페놀 수지

색상 : 투명, 검정, 백색, 녹색, 적색, 오렌지색 외

색상 : 투명, 검정, 백색, 녹색, 적색 외

무게 : 2.3kg, 11.5kg

무게 : 5kg, 20kg
비고 : 수입품에 비해 획기적인 소모품 절감이 가능함

Cold Mounting

Mounting Cups

콜드마운팅

마운팅 몰드컵

종류 : Epoxy, Acrylic

종류 : φ25, 32, 38, 42, 86mm

구분 : QuickCure Acrylic(15~20분, QuickSet Acrylic(6~8분)

수량 : 1pk/12ea

Epoxy Mount(2시간), Epoxy Set(8시간)

Sample Holding Clips

비고 : 콜드마운팅 작업 시 용액을 굳히는 몰드로 사용됨

Storage Cabinet

샘플 홀딩 클립

마운팅 샘플 보관용 캐비넷

종류 :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멀티클립, 스탠드-오프 타입

트레이(서랍) 종류 : 25mm(144칸), 32mm(100칸), 38mm(81칸), 51mm(36칸)

용도 : 마운팅 작업 시 제품(시편) 고정용

크기 : 483 x 483 x 483, 40kg
비고 : 최대 1440개의 시편 보관 가능

Korea-Tech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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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ㆍ기계식(3/5/10/20톤)
기계식 만능재료시험기
특 징

컴퓨터식 만능재료시험기로서 Servo drive motor를 이용하여 미세이송 및
정밀시험이 가능하다.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저속 및 고속의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고정밀 제어 및 하중제어 시험을 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래프 작성,
분석, 축소, 확대 및 데이터 베이스, 각종 다양한 성적서 출력 시험모드는
인장, 압축, 굽힘, 반복, 유지시험 등이 있으며 구동축으로 고정밀의
Ball screw를 사용해 극히 미소한 마찰로 크로스 헤드의 정밀한 이송이
가능하다. 볼스크류를 보호하기 위해 접이식 보호장치를 장착하였다.

K&Tㆍ유압식 유압밸브-기본형
유압식 만능재료시험기
특 징

전동식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대용량의 금속재료, 와이어로프, 콘크리트
등의 인장, 압축, 굴곡시험을 할 수 있는 재료시험기로서 모든 운전 조작은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 조작이 가능하며, 시험결과는 저장 및 출력이 가능
최대하중 : 10,000kg.f ~300,000kg.f
분 해 능 : 1/5,000 ~ 1/10,000
시험속도 : 5~100mm/min
하중표시 : 인디케이터 및 모니터

구동방식 : Oil Hydraulic

선택사양 : 신율측정장치, 유압척, 시험용 그립 외

K&Tㆍ유압식 서보밸브-기본형
유압식 만능재료시험기
특 징

전동식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대용량의 금속재료, 와이어로프, 콘크리트
등의 인장, 압축, 굴곡시험을 할 수 있는 재료시험기로서 모든 운전 조작은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 조작이 가능하며, 시험결과는 저장 및 출력이 가능
최대하중 : 10,000kg.f ~300,000kg.f
분 해 능 : 1/5,000 ~ 1/10,000
시험속도 : 5~100mm/min
하중표시 : 인디케이터 및 모니터

구동방식 : Oil Hydraulic

선택사양 : 신율측정장치, 유압척, 시험용 그립 외

샤르피 충격시험기

KSI-30A

KSI-30CD

30 kgf·m

50 kgf·m

해머중량

22.24 kg

32.7 kg

실제용량 인상각도

143 deg

143 deg

해머 중심거리

750 mm

800 mm

시험기의 용량

KSI-30A

KSI-30CD

AnalogㆍDigital

앤빌간격

40 mm

40 mm

충격날 각도

30 deg

30 deg

시험기 크기

900(W) x 500(D) x 1300(H)

2350(W) x 640(D) x 2200(H)

800 kg (Approx)

1200 kg (Approx)

시험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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