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INE TOOL PARTS
FROM GERMANY
Optimal choice

EAST Co., Ltd.

TOOL CLAMPING
INDEXING TABLE SOLUTION
BALL SCREWS
MACHINE COMPONENTS

EAST Co., Ltd.

㈜ 이스트
2004년 설립 이래 유럽의 우수한 산업 자재를 한국 시장에 소개 해 왔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의 산업 자재 및 부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이스트의
모든 직원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
CLAMPING SOLUTION

공작기계

INDEXING TABLE SOLUTION
BALL SCREW & MACHINE COMPONENTS
VALVE & PUMP

선박엔진

CABLE & CONNECTOR
O-RING

고객사

공작기계

선박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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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choice

PARTNERS
공작기계

선박엔진

ITEMS & SOLUTIONS
CLAMPING
그리퍼(HSK, SK, BT, Capto), 스프링 스택, Self locking system
Hydraulic cylinder, Multi energy supply, Electromechanical actuator 등
INDEXING TABLE
Trunnion 테이블, 팔렛체인지 시스템, 2축 로타리 테이블, 스위블 헤드
Workpiece changing table
BALL SCREW
Ball Screw, Telescopic Ball screw

MACHINE COMPONENT

Main spindle, Boring spindle, 기타 대형 정밀 가공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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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lamps quality
BERG SPANNTECHNIK
1918년 설립된 독일 BERG SPANNTECHNIK 은 100년의 역사와 약 100
명의 직원이 함께 하는 Total Clamping Solution 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최고의 품질수준을 요구하는 유럽의 주요 공작기계 메이커에 Draw-bar
system 을 공급하여 그 기술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으며, Pallet
Change System 에 들어가는 Clamping Cone 과 Zero point clamping
system 등 Work clamping 부분에서도 고객의 만족을 뛰어넘는 Solution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OOL CLAMPING
BERG SPANTECHNIK 의 Tool Clamping 기술은 독일 및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150만회 테스트
검사
無 그리스

150 만회 이상 클램핑 테스트를 통해

.

검증된 제품만이 출시 됩니다.

전수 검사를 통해 완벽한 품질을 추구합니다.

특수 코팅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그리스가 필요 없습니다.
(일부 제품에 한하여 적용됨)

그리퍼(HSK, SK, BT, Capto), 스프링 스택, 드로우바, Self locking system
Hydraulic cylinder, Multi energy supply, Electromechanical actuator

DRAW BAR

GRIPPER

유압실린더 및 액추에이터
CLAMPING FORCE GAU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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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APPLICATION
독일 BERG SPANTECHNIK 은 테이블 클램핑, ATTACH축적된 가공 및 측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제작

CLAMPING CONE

되며 유럽의 주요 공작기계 메이커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ATTACHMENT CLAMPING 최 고 의 솔 루 션 입 니다.

HYDRODOCK CLAMPING SYSTEM

적은 설치공간으로도 중량의 ATTACHMENT 클램핑이
가능합니다.

ZERO POINT CLAMPING SYSTEM

경량의 공작물에 적합한 정밀하고 빠른 클램핑
솔루션입니다.

CLAMPING CONE

ZERO POINT CLAMPING
SYSTEM

HYDRODOCK
CLAMPING SYSTEM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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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 ENTHUSIASM
peiseler
1819년 설립된 독일 peiseler 는 1942년에 로타리테이블 제조를
시작으로 50년대에 이미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로타리테이블을
공급하였습니다. 열정 가득한 200 여명의 직원이 연간 약 37,500 대
의 테이블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peiseler 의 인덱싱 테이블은 까다로운 품질수준을 요구하는 유럽에
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등 세계 각 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고객으로부터 선택 받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THE BEST INSIGHT
periseler 는 고객의 작업에 맞는 최적의 인덱싱 로터리 테이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경쟁력
을 유지해줍니다.

TECHNICAL COMPREHENSIVE
periseler 는 어떠한 분야의 요구도 충족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isler 의 인덱싱 테이블은 빠르고 정밀하여 고효율의 공정 자동화,

정밀 가공,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요구에도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

CORE COMPONENT
peiseler 의 끊임없는 제품 혁신과 개발 노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며, 1819년 창사 이래 계속 존재하고
지속해온 핵심 가치입니다.

SIZE AND SERIES
50여개의 디자인(Direct/Torque drive타입, OTT기어 타
입, Prestress 기어타입, Hirth Coupling 타입)
80mm ~ 3,500mm Faceplate range
50 ton 중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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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NNION TABLES

WORKPIECE CHANGING TABLES

2-AXIS TABLES

SWIVEL HEAD AND SPECIAL DESIGN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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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ACCURACY AND EXCELLENT
A.MANNESMANN
1796년에 설립된 독일 A. MANNESMANN 은

복잡하면서도

정밀한 기계 부품 가공 및 열처리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A. Mannesmann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기계에서 사용되는 최장
15m 길이의 장축을 가진 샤프트, 스핀들, 볼스크류 등의 생산이
가능하며, µm 정밀도의 공차도 가능합니다.

AM BALL SCREW
고속이송 150m/min 또는 가속 20m/sec2
Dia 25mm~200mm, 최대 길이 10,000mm
질화 표면처리 및 열처리로 지속적인 성능 및 수명을 보장(로크웰 경도 67, 코어 강도 850 ~ 1000 N/mm2

AM TELESCOPIC BALL SCREW
µm 정밀도기 요구되는 포지셔닝에 적용가능
고객 요구에 맞는 솔루션 제공
탁월하고 정확한 움직임 가능
Backlash free
강력한 축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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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MAIN SPINDLE
수직선반, 그라인딩 스핀들
가공 및 조립 가능
대형보링머신 스핀들 및 보링
스핀들 조립 가능
고객 도면에 맞춰 전 공정을
In-house 제작
깊은 두께의 질화 표면처리

AM BORING SPINDLE
주문 맞춤 정밀 제작
Ram 길이 5000mm 까지 제작가능
Round Turn 3 µm 이하
Boring Spindle Diameter 100 – 260mm
Boring Spindle 길이 6000mm 까지 제작가능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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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OOL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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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유럽 부품 전문
㈜이스트

Optimal choice

EAST Co., Ltd.
㈜ 이스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SK테크노파크 넥스동 1102호
[51573]

TEL: 055 312 1523

www.eastddx.com

FAX: 055 312 1520

ikkang@eastddx.com
dhkang@eastdd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