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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자동화



슈말츠 :  지능적인 자동화와 인체공학적 핸들링을 위한 진공 기술.

리프터와 크레인 시스템진공 부품

진공-자동화 핸들링 시스템

진공 그리핑 시스템 클램핑 솔루션

슈말츠는 진공을 이용한 자동화와 인체공학적 
핸들링 시스템 부문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입니다.

진공 자동화 부문에서 슈말츠 제품 종류는, 석션패드와 진공발생기와 같은 개별부품에서부터 
CNC 머시닝 센터에서 작업물을 고정하기 위한 통합 그리핑 시스템과 클램핑 솔루션까지  
다양합니다. 핸들링 시스템 분야로 진공리프터와 산업용 크레인 시스템과 수작업공정에  
혁신적인 핸들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물류, 자동차, 전자 산업 및 가구생산 부문등 전 제조 물류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상담과 혁신적인고 최고 품질의 조합으로 슈말츠의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말츠의 지능형 솔루션은 제조생산과 물류 과정을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증가되는 디지털화 추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상담과 혁신의 의지, 최고 품질의 조합으로 고객에게 지속적인 부가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여드립니다. Schmalz의 지능형 솔루션은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를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디지털화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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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객들을 위해 전세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아이디어와 신제품에 투자하고 있
습니다.

우리가 선도적 혁신 기업임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에 걸친 탁월한 고객 상담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퍼센트의

개의 특허들은 

1300
19
명의 직원들이

개의 국가에서 



슈말츠 진공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자동화

진공을 이용한 자동화는 산업 영역에서 효율적인 프로세스 공정을 위한 핵심입니다.  
식료품, 디스플레이 글라스 등 민감한 재료와 전자 부품 또는 대형 차체 패널 또한 진공  
기술을 이용하여 섬세하게 잡고 역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000 
각각의 시스템에 올바르게 공급됩니다.

디지털 부품을 이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현

슈말츠의 진공기술은 공장 네트워크화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진공부품은 생산  
4.0에 필요한 디지털 에너지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컴팩트  
이젝터와 같은 스마트필드 기기를 이용하여, 
더 큰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자동화  
공정을 매우 투명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Industry 4.0을 
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현시킵니다”. 

진공 자동화 4.0

진공 발생기, 니들 그리퍼와 진공  
압력스위치는 미래의 공장을 위해 준비된  
제품들입니다.

개의 부품이

우리의 부품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 전자
• 섬유 복합재
• 유리
• 목재
• 플라스틱
• 물류
• 금속 및 판금 
• 태양열
• 포장



다양한 제조공정을 위한 슈말츠  
진공 부품

“슈말츠의 제품군은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진공-자동화를 위한 Schmalz 부품:

• 진공 석션 패드 
• 광영역 그리퍼
• 특수 그리퍼
• 마운팅 부품
• 진공 발생기
• 밸브 기술
• 스위치 및 시스템 감시 장치
• 필터 및 연결부

우리의 광범위한 진공 기술 제품군으로  
고객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등급 품질, 지능형 네트워킹 및 에너지  
효율성으 생산성 높은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100퍼센트의
고객 요구사항을 맞춤형 시스템과 솔루션을 
통해 충족하여드립니다.

효율적인 프로세스 공정을 위한 슈말츠  
그리핑 시스템

그리핑 시스템은 로보트 및 자동화된 기기에 
사용됩니다. 자동화라인에서 다양한 작업물의 
적재 및 물류 업무를 담당합니다. 프로젝트 
기획 및 디자인에 있어서 슈말츠 는 시스템 
공급업체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3차원
프리폼 표면 및 평평한 공작물을 단단히 붙잡
습니다.

안전한 처리를 위한 슈말츠 클램핑 솔루션

• 빠른 부품 검색과 비교 및 저장 
•  다양한 제품의 가이드 영상
• CAD 다운로드
•  구매이력 및 가격 조회가능
• PC, 스마트폰, 태블릿 환경별 최적화

슈말츠 코리아 홈페이지 리뉴얼 
진공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플랫폼 구축

Schmalz 온라인 샵
WWW.SCHMALZ.COM

슈말츠 진공 클램핑 솔루션은 CNC 머시닝  
또는 조립 프로세스에서 공작물을 고정합니
다. 디스플레이 글라스, 금속 또는 가구용  
목재를 정확하고 프로세스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삼차원적인 표면의 작업물또한  
또한 추가적인 준비 작업 없이 유연하게 클램
핑됩니다.



Schmalz 독일 – Glatten

본사

지사

Schmalz 호주 – Melbourne 

Schmalz 베네룩스 – Hengelo (NL) 

Schmalz 중국 – Shanghai

Schmalz 핀란드 – Vantaa

Schmalz 프랑스 – Champs-sur-Marne

Schmalz 인도 – Pune

Schmalz 이탈리아 – Novara

Schmalz 일본  – Yokohama 

Schmalz 캐나다 – Mississauga

   세일즈 파트너  

아래에서 해당 국가의 Schmalz 세일즈 파트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CHMALZ.CO.KR/SALESNETWORK

Schmalz 멕시코 – Querétaro

Schmalz 폴란드 – Suchy Las (Poznan)

Schmalz 러시아 – Moscow

Schmalz 스위스 – Nürensdorf

Schmalz 스페인 – Erandio (Vizcaya)

Schmalz 대한민국 – Anyang

Schmalz 터키 – Istanbul

Schmalz 미국 – Raleigh (NC)

문의처(한국):
슈말츠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오비즈타워 1412호
T: +82 31 816-2403
schmalz@schmalz.co.kr
WWW.SCHMALZ.COM

WWW.SCHMALZ.CO.KR/AUTOMATION WWW.SCHMALZ.CO.KR/HANDLING-SYSTEMS

진공-자동화 핸들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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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슈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국 – Shanghai

캐나다 – Mississauga

미국 – Raleigh

멕시코 – Querétaro

프랑스 – Champs-sur-Marne

스페인 – Erandio

독일 – Glatten

스위스 – Nuerensdorf

핀란드 – Vantaa

러시아 – Moscow

폴란드 – Poznan

터키 – Istanbul

이탈리아 – Novara

인도 – Pune

일본 – Yokohama

대한민국 - 안양 – Anyang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베네룩스 – Hengelo

호주

호주 – Melbour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