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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을 기본으로

국내 최대의 자동화 전문 메이커로써

국내 자동차 및 전자업계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레벨러피더는 물론 셔틀, 단동, 트랜스퍼 라인에서부터 코일라인 시스템까지 

국내 금속 가공기계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국내외 각종 인증은 물론 CE 및 ISO 인증 획득으로 선진기술의 국산화와 

안전하고 혁신적인 모델개발과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DM 임직원은 고객만족의 경영목표 아래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동 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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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C LEVELLER FEEDER

LINE

프레스 성형에 사용되는 철판소재는 압연 후 코일로 만들어지면서 

소재 자체의 응력과 코일화로 인한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소재를 워크롤에 통과시켜 소재가 

균일한 성질을  가지도록 교정하는 설비입니다.

|  코일재의 감김 응력을 제거하여 가공 후 제품정밀도 향상

|  재료의 내부 비틀림 제거가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

|  소재의 고품질화 실현에 적합

HT- Model 

|  고장력 후판 재료의 정밀한 평탄도 작업 용이

|  초기 코일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인서트 및 루프테이블 적용

|  언코일러 다단속 회전속도 제어 가능

|  워크롤, 피드롤 상승/하강 Hyd' 적용으로 동력 강화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코일 중량

이송거리

내경/외경

라인 속도

2.3mm~12.0mm

100mm~2,000mm

7~25Ton

Max.9999.99mm(입력치)

Ø 508(610) / Ø 1,500(2,000)

Max. 20~22m/min

T- Model

|  후판 재료 사용 시 정밀한 평탄도 작업 용이

|  초기 코일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인서트 및 루프테이블 적용

|  언코일러 다단속 회전속도 제어 가능

|  오프너 상승/하강 Hyd' 적용으로 후판소재 코일 엉킴 방지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코일 중량

이송거리

내경/외경

라인 속도

1.6mm~10.0mm

100mm~2,000mm

7~25Ton

Max.9999.99mm(입력치)

Ø 508(610) / Ø 1,500(2,000)

Max. 20~22m/min

ST- Model

|  레벨러(T-Type), 언코일러(MT-Type) 혼용타입

|  초기 코일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패드밴드 및 코일리프트 적용

|  언코일러 관성흡수용 상시 브레이크 및 캘리퍼 브레이크 적용

|  언코일러 및 오프너 인버터 제어로 코일 엉킴 방지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코일 중량

이송거리

내경/외경

라인 속도

1.2mm~8.0mm

100mm~2,000mm

7~25Ton

Max.9999.99mm(입력치)

Ø 508(610) / Ø 1,500(2,000)

Max. 20~22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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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Model

|  고장력 강판의 정밀한 평탄도 작업 용이

|  워크롤, 피드롤 상승/하강 Hyd' 적용으로 동력 강화

|  언코일러 관성흡수용 상시 브레이크 및 캘리퍼 브레이크 적용

|  언코일러 및 오프너 인버터 제어로 코일 엉킴 방지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코일 중량

이송거리

내경/외경

라인 속도

0.6mm~6.0mm

100mm~1,800mm

5~20Ton

Max.9999.99mm(입력치)

Ø 508(610) / Ø 1,500(2,000)

Max. 22m/min

L- Model 

|  전자부품 등 박판 소재류 교정에 적합

|  4m 미만의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

|  언코일러 관성흡수용 상시 브레이크 적용

|  언코일러 인버터 제어로 속도 변경 가능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코일 중량

이송거리

내경/외경

라인 속도

0.3mm~3.0mm

100mm~1,400mm

3~10Ton

Max.9999.99mm(입력치)

Ø 508(610) / Ø 1,500(2,000)

Max. 20m/min

SL- Model

|  0.2T~1.6T미만 소재의 정밀한 평탄도 작업 용이

|  알루미늄 및 비철 소재 작업 가능

|  60spm이상 고속 작업 가능

|  언코일러 관성흡수용 상시 브레이크 적용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코일 중량

이송거리

내경/외경

라인 속도

0.2mm~1.6mm

100mm~1,400mm

3~10Ton

Max.9999.99mm(입력치)

Ø 508(610) / Ø 1,500(2,000)

Max. 20m/min

MT- Model

|  중•후판 소재 작업에 적합한 롤 구조

|  초기 코일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패드밴드 및 코일리프트 적용

|  언코일러 관성흡수용 상시 브레이크 및 캘리퍼 브레이크 적용

|  언코일러 및 오프너 인버터 제어로 코일 엉킴 방지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코일 중량

이송거리

내경/외경

라인 속도

0.8mm~6.0mm

100mm~1,800mm

5~20Ton

Max.9999.99mm(입력치)

Ø 508(610) / Ø 1,500(2,000)

Max. 22m/min

Cradle

|  Up Loop 전용 소재진입 방식

|  Cradle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코일소재 장착

|  초기 코일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인서트 및 루프테이블 적용

|  소재 폭에 따라 Cradle 조절 가능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이송거리

외경

라인 속도

1.5mm~14.0mm

200mm~600mm

Max.9999.99mm(입력치)

Ø 1,800(2,000)

Max. 20m/min

M- Model

|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한 컴팩트한 설계

|  코일의 설치 및 밴드커팅을 안전하게 하는 구조

|  언코일러 관성흡수용 상시 브레이크 및 캘리퍼 브레이크 적용

|  언코일러 및 오프너 인버터 제어로 코일 엉킴 방지

코일 두께

코일 너비

코일 중량

이송거리

내경/외경

라인 속도

0.6mm~4.5mm

100mm~1,800mm

5~20Ton

Max.9999.99mm(입력치)

Ø 508(610) / Ø 1,500(2,000)

Max. 22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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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Blanking 및 Sheet 소재의 정밀 레벨링 

|  워크롤 Cassette Type 적용으로 고품질 생산 및 정도 유지

|  워크롤 Open 및 Cleaning 시스템 적용으로 최적의 롤 상태 유지

|  모델 교체 후 동일 레벨링 작업 시 메모리 기능으로 작업 용이

|  코일 Auto Loading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Spec FBL-150 FBL-320 FBL-600 FBL-1000

코일 두께 0.1~.1.5mm 1.0~3.2mm 3.2~6.0mm 5.0~10.0mm

코일 너비 100~400mm 100~600mm 200~800mm 200~1,200mm

속도 10~16m/min 10~16m/min 10~16m/min 10~16m/min

워크롤 ∅35~45, 15~21Pcs ∅45~65, 15~21Pcs ∅55~75, 15~21Pcs ∅75~90, 15~21Pcs

OPTION

WORK ROLL OPEN

|  Work Roll Open타입으로 롤 청소 용이

|  MG/SL Model만 적용 가능

ZIGZAG SYSTEM

|  원형의 BLK'를 다열 작업이 가능하게 Leveller Feeder를 좌우로 이송

END SHEARING

|  코일의 처음 또는 끝부분 및 Recoil시 절단용으로 사용

|  유압구동

DRUM SUPPORT

|  코일소재 1,200㎜ｘ10Ton 이상 사용 시 언코일러 처짐 방지

WORK ROLL SERVO UP/DOWN

|  Servo구동방식으로 코일마다 레벨링 조절량을 입력 기억시킨 후, 차후 동일 작업 시 자동 설정 가능

OILER

|  반자동형.  타이머 설정 시간에 따른 오일 분사.

|  자동형.  타이머 설정 시간에 따른 오일 분사, 순환시스템으로 오일 재사용

FINE BLANKING / SHEET-LEVELLER

설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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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RANSFER

LINE

생산성 향상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 트랜스퍼 라인은

C형 프레스에서부터 대형 프레스까지 적용가능하며

금형 간 소재의 이송을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Transfer 모델

|  프레스와 완벽 동기제어

|  모션 제어로 탁월한 원호 보간 제어

|  견고한 프레임 적용으로 이송 시 제품 떨림 최소화

|  작업자에 의한 자유로운 동작 설정 가능

Spec Unit TR-300 TR-500 TR-800 TR-1000 TR-1500 TR-2000 TR-2500

X축(Feed) 이송거리 mm 300~800 400~1,500 500~2,500

Y축(Clamp) 이송거리 mm 100~300 200~500 200~1500

Z축(Lift) 이송거리 mm 150~200 200 300 300 400

소재 중량 kg 5.0~10.0 15.0 20.0 20.0 30.0

X축(Feed) 구동모터 kw A.C SERVO MOTOR

Y축(Clamp) 구동모터 kw A.C SERVO MOTOR

Z축(Lift) 구동모터 kw A.C SERVO MOTOR

* 구동모터의 용량 및 수량은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송거리는 프레스 사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설비 사양

2D/3D TRANSFER LINE

|  이송거리 자유설정으로 스트로크 변경 가능 

|  모션 제어로 다양한 캠 곡선 동작 구현

|  2D/3D 겸용으로 원터치 동작 변환 가능

|  아이템 별 모델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금형 교체시간 단축 및 작업 현황 파악 용이



KDM International                      Company Introduction Catalog11 12

DESTACKING SYSTEM 소재를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공급해주는 장치

03.
ROBOT

LINE

산업용 로봇은 유연한 모션제어로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 가능한 설비입니다.

소재의 이송을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세분화된 모델로 필요 공정에 따라 최적화된 시스템 

|  빠른 속도 및 우수한 반복 정밀도

|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컴팩트한 디자인

|  소형 및 대형 PRESS 적용 가능

|  2매 분리 장치 및 ATC 적용

|  시뮬레이션 설계로 생산성 증대 

Turn Table Type

|  다량의 소재 적재 가능

|  Stage 자동 교환  

|  다품종 대량생산에 적합

적재 Stage

적재 중량

Lift

Lift 중량

4~6

500kg/1 Stage(Max. 2,000kg)

Hyd' 또는 Geared Motor

Max. Motor 500kg  |  Max. Hyd' 1,000kg 

Slide Type

|  중형 사이즈 소재에 적합

|  Stage 자동 교환 

|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

적재 Stage

적재 중량

Lift

Lift 중량

2

500kg/1 Stage(Max. 2,000kg)

Hyd' 또는 Geared Motor

Max. Motor 500kg  |  Max. Hyd' 1,000kg

대형 Slide Type

|  대형 사이즈 소재, 고중량 소재에 적합

|  Stage 자동 교환

|  대형 BLK' & Sheet 소재에 적합

적재 Stage

적재 중량

Lift

Lift 중량

2

2,500kg/1 Stage(Max. 5,000kg)

Hyd'

Max. Hyd' 5,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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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TANDEM AUTOMATION

LINE

Model SH-2000~SH-5000(Idle 선택사항)

Feeding Stroke 2,000mm~5,000mm(Idle: 1,000mm~2,500mm)

Up/Down Stroke Max. 80mm~150mm

소재 중량 Max. 3.5kg~12.0kg

|  프레스 간 소재를 동시 이송하여 작업인원 감소 및 생산성 향상 효과 

|  Servo 2~4축 모션 제어로 탁월한 원호 보간제어 실현

|  아이템 별 모델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금형 교체시간 단축 및 작업현황 파악 용이

|  Idle적용으로 Tact Time 단축, 반전 공정 및 Centering 공정 추가 용이

|  자동 흡•탈착 Arm의 편리한 변경 및 교체 

SHUTTLE LINE : SH

Spec Unit SMT-200 SMT-240 SMT-260 SMT-500 SMT-600

X축(Feed) 이송거리 mm ~1,000 ~1,200 ~1,300 ~2,500 ~3,000

Z축(Lift) 이송거리 mm ~100 ~120 ~120 ~120 ~120

소재 중량 kg ~3.5kg ~5.0kg ~7.0kg ~9.0kg ~12.0kg

Clamp Vacuum or Magnet

* 모델에 따른 3,000rpm 모터적용으로 고속작업 가능 

|  프레스 간 Transfer가 독립적으로 설치 

|  공정의 증감에 따른 로봇 설치가 용이

|  프레스 후면 간섭부가 없어 금형 교체시간이 단축되며 금형의 높낮이 변경 시 제어 가능

|  고정밀의 서보 컨트롤 적용으로 정밀도를 보장하고 신뢰도가 높음

|  내구성 향상으로 고속운전 가능 / Max. 22spm

|  PRESS 동기화 구현으로 생산성 극대화

SINGLE MOTION TRANSFER : SMT

설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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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 Unit IMT-200 IMT-240 IMT-260 IMT-280

X축(Feed) 이송거리 mm ~1,000 ~1,200 ~1,300 ~1,400

Z축(Lift) 이송거리 mm ~120 ~120 ~120 ~120

소재 중량 kg ~3.5kg ~5.0kg ~6.0kg ~7.0kg

Clamp Vacuum or Magnet

Spec Unit IMT-300 IMT-500 IMT-700 IMT-1000

X축(Feed) 이송거리 mm ~300 ~500 ~700 ~1,000

Z축(Lift) 이송거리 mm ~120 ~120 ~120 ~120

소재 중량 kg ~2.0kg ~3.0kg ~4.0kg ~5.0kg

Clamp Vacuum or Magnet

* Tendem Line은 프레스와 비동기 운전(프레스 환경에 따라 동기운전 가능) * 전 모델 프레스와 동기운전 가능  * 비동기식 운전 전환 가능

|  Servo 2~4축 모션제어로 탁월한 원호 보간제어 실현 

|  프레스와 연동시스템 구현으로 생산성 향상

|  프레스 한대에서 다공정 작업이 가능 

|  프레스와 연동시스템 구현으로 생산성 향상

|  이송구간 곡선제어로 인한 속도향상

INNER MOTION TRANSFER: IMT-LINEINNER MOTION TRANSFER : IMT-SEMI

설비 사양설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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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OIL LINE

냉연 및 열연 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Blanking, Slitting, Shearing 작업을 하는

일련의 장비들로 구성된 설비입니다.

KDM의 Blanking Line은 프레스에 자동으로 코일을 투입하여

자동차 외판과 차체 등의 소재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금형 정보에 따라 소재의 투입, 제품 길이 및 폭 조정,

제품 적재 등 전자동 제어가 가능하며

프레스와의 동기 제어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AC Vector 및 Servo Motor 적용으로 충분한 정밀도 보장

|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적용으로 고속작업 시 기계보호 및 수명연장

|  Oscillating Shear의 설치로 이형재 생산 가능

소재 재질 소재 사양 설비 사양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 코일 두께 0.3~3.2mm 속도 Max. 90mpm 

아연강판 산세강판 코일 너비 400~2,000mm 절단 방식 Stop Cut by Press

전기아연도금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코일 중량 20~30Ton 소재 길이 Max. 5,000mm

알루미늄 코일 내경 508 / 610mm -

BLANKING LINE & LASER BLANK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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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SYSTEM OSCILLATING SHEAR

6-HI LEVELLER UNCOILER

MAGNETIC PILER

중국 바오딩 G사

630TON BLANKING LINE

- 0.5~2.5mmT x 1,850mmW x 20Ton x 90mpm

ROTARY OSCILLATING SHEAR LINE

- 0.5~2.5mmT x 1,850mmW x 20Ton x 90mpm

중국 북경 H사

500TON BLANKING LINE

- 0.4~2.4mmT x 1,900mmW x 25Ton x 90mpm

500TON BLANKING LINE

- 0.4~2.4mmT x 1,900mmW x 25Ton x 90mpm

중국 중경 P사

630TON BLANKING LINE

- 0.5~3.2mmT x 2,000mmW x 30Ton x 90mpm

600TON PROGRESSIVE & BLANKING LINE

- 0.6~6.0mmT x 1,650mmW x 30Ton x 50mpm

주요실적BLANK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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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ILER SLITTER

RECOILERBELT BRIDLE (OMEGA TYPE) & 
TENSION PAD

|  유압 확장식 라인 구성 가능

|  벨트 브라이들 적용으로 스크레치 감소

|  나이프의 유동을 방지하는 설계로 소음발생 억제와 수명연장

소재 재질 소재 사양 설비 사양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 냉연 열연 냉연 열연

전기강판 산세강판 코일 두께 0.3~3.2mm 1.0~6.4 / 12.7mm 속도 Max. 200 / 300mpm Max. 150 / 200mpm

전기아연도금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코일 너비 400~1,650mm 600~2,000mm 절단 방식 Drive & Pull Cutting Drive & Pull Cutting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 코일 중량 Max. 25Ton Max. 35Ton

-

- 코일 내경 508 / 610mm 508 / 610 / 762mm

KDM의 Slitter Line은 연속적으로 Slitting 및 Side Trimming하는 설비로써,

절단 방법은 Drive Cut / Full Cut으로 시행되며,

권출 및 나이프, 권취공정의 각부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제어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생산에 적합합니다.

SLITT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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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절단용 주요설비로써 Crank 방식을 적용한 상•하부 나이프로 구성

|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강판을 연속절단방식으로 최대속도 100m/min로 전단•적재하며, 

   오차범위 ±0.2㎜로 고정도를 유지하여 고품질의 철판을 공급

|  철판종류에 따른 다양한 모델의 4-HI / 6-HI Leveller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이프 교체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구조 적용

|  절단칩의 최소화 및 고른 절단면 획득에 유리

6-HI LEVELLER ROTARY SHEAR

PILERCONVEYOR

소재 재질 소재 사양 설비 사양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 냉연 열연 속도 Max. 60 / 80 / 100mpm

전기강판 산세강판 코일 두께 0.3~3.2mm 1.0~6.4 / 12.7mm 절단 방식 Non-Stop Rotary Shear Type

전기아연도금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코일 너비 400~1,650mm 600~2,000mm 소재길이 Max. 6,000 / 10,000mm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 코일 중량 Max. 25Ton Max. 35Ton

-

- 코일 내경 508 / 610mm 508 / 610 / 762mm

ROTARY SHEA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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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SLITTER & SHEAR CUTTING

LINE

07.
AUTOMATIC WAREHOUSE

SYSTEM

|  OLED TV용 봉지재 소재를 인치별 단변•장변의 길이를 조절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설비

|  서보 모터 및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하여 정밀제어 및 생산시스템 구성

|  생산속도 10~40m/min로 전단•적재하며 ±0.1㎜의 오차범위로 고품질의 소재생산 공급에 적합

|  부위별 세정기가 설치되어있어 이물질 제거에 도움

|  코일적재, 금형적재, 생산제품적재 등 다양한 제품을 적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설비

|  AC 기어드모터 및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하여 위치제어하고, 

  간편한 조작으로 반입, 분류, 보관, 반출까지의 전 공정을 자동화하여 구성된 시스템

|  효율적인 자동적재 창고시스템을 통해 공장 내 고밀도 적재 및 좁은 통로 등을 이용하여 더 많은 공간을 확보

|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안전사고 방지 등의 효과

전자제품 생산설비(메탈 필름롤 재단시스템) 자동적재 창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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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출 29개국

EXHIBITION 

심토스 

상하이 한국기계전

대구 국제 로봇 산업전

상하이 한국기계전 

라스베가스 전시회

슈튜트가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인도네시아 국제 금속가공기술 및 공작 기계전

심토스 

상하이 한국기계전

심토스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북경 자동차부품 박람회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심토스

심토스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시회 

대구 국제 로봇 산업전

시카고 철강기술 전시회 

피츠버그 금속건설 박람회 

시카고 북미 국제 가공용접 전시회

도쿄 기계요소 기술전 

심천 기계 제조공업 박람회 

도쿄 고기능 금속 전시회 

도쿄 기계요소 기술전 

도쿄 프레스, 판금, 포밍 박람회

심토스

하노버 메세 (Hannover Messe)

뉴델리 아시아 공작기계전시회 

(AMTEX)

멧세 나고야 (METALEX)

태국 국제 기계 전시회

뉴델리 자동차부품 전시회

2019 2017

2015

2013 2010

2006

2018

2016
2012 2008

2014

Algeria 

Thailand 

Iran 

Mexico

Germany

United kingdom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Slovakia

Ukraine

Malaysia

Indonesia

Romania

Turkey

Egypt 

Republic of South Africa 
Australia

Argentina

USA

Brazil

Canada

Japan

CHINA

TAIWAN
Vietnam 

RUSSIA

Uzbekista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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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삼차원 유연 트랜스퍼 블랭킹 라인 파일러용 벨트 탈부착 장치블랭킹 라인

대형 자동차 부품 소재용 다층 금속 및 비금속 패널의 낱장 이격유닛3000Ton 이상 대형 프레스의 트랜스퍼 피드바 고정구조

FTA 인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CERTIFICATION

CE 인증

ISO 인증

|  NC Leveller Feeder

|  3D Transfer Robot

|  Shuttle Robot Line

|  Single Motion Transfer Machine

|  Blanking Line

|  Slitter Line

|  ISO 9001 |  ISO 1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