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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 전 세계 프레스 시장을 선도합니다.

국내 1위의 프레스 전문기업 SIMPAC은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는 프레스기

를 생산하며 독보적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으며 Global Supplier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The Best -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자랑합니다.

SIMPAC은 1991년 설립한 기술연구소를 통해 신기술 확보 및 끊임없는 연구개발

에 힘쓰고 있으며, ISO9001, EM, CE, S마크 등 국내외 유수의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 금속가공 기계산업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41   www.simpac.co.kr  Tel : (032)510-0400   Fax : (032)516-6231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프레스 메이커 

SIMPAC
국내 최초 미국 NRTL 인증 획득! 고부가가치 서보프레스 SV4P-120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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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pring siMpAC sTOrY06 07HOT ISSUE 01     ● SIMPAC인더스트리 New Start 기념식 현장

New & One 
새로운 출발! 하나 된 오늘!
SIMPAC인더스트리 
New Start 기념식

바로 오늘이 

SIMPAC인더스트리의 

희망찬 내일을 여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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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4P-
1200

 주요 사양

Item Specification 비 고 

Capacity  ton 1200
Rated Tonnage Point mm 12.7
Variable SPM spm 1 - 32
Stroke of Slide mm 600
Die Height mm 1,200
Slide Adjustment mm 200
Bolster Thickness mm 300
Slide Size mm 7,300 x 2,300
Bolster Size mm 7,300 x 2,300

주요 구조 

Driving Type Eccentric Gear + 2단 감속 + Direct Servo Motor
Point No. 4Point (Plunger Guide)
Gib Guide 8 면

Frame Type Crown, Up-right, Bed 분할형 (Tie Rod 체결식)

기계 부속 장치

Item Specification 비 고 

Safety Brake Mechanical

Counter Balance 공압식 (30 Ton)
O.L.P 
(과부하 보호장치)

유압식
편심하중 
대응용

급유 방식
순차 분배변에 의한 연속
순환 급유 (1000 Liter)

Total Lube 방식
구동부, Gib

Moving 
Bolster

구       조 전, 후면 방식
 B/C, D/C
Air Line

능       력 60 Ton

주 행 속 도 10 mm/min

경 보 장 치 Buzzer 1EA

전기 부속 장치

Item Specification 비 고 

전기 제어 방식
PLC(Mitsubishi) 

Motion Controller
집중 전자 제어반 별치형

Operating Panel
본체 부착형 & 별치형 

(자동화 장치 포함)
전면 우측 

운전 Monitor Touch Panel (15 Inch Proface)
Safety P.L.C PILZ

가동 관리 SYSTEM

현재량, 목표량 관리

D/H 자동 조절 장치

B/C 전자식 HIGH SET



 “책은 내 인생의

     동반자”













다른그림찾기 답지

답은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참가자 정보>

소속 : 

성명 : 

SIMPAC 다락방  -  좋은 생각, 좋은 글

창조 에너지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뒤따른다. 

새로운 세상을 여행한다는 기대감, 

자신이 새로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즐거운 감동, 

지금까지 스스로 만들어놓은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온다. 

창조가 치유의 전제임을 웅변하는 수많은 징조들이 

당신을 이끄는 것이다.

- 셰퍼드 코미나스의《치유의 글쓰기》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