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cuEasylift 진공흡착이송장치

하중물체의 진공흡착이송 시스템

박스, 포대, 원료, 완제품 등의 팔렛트 적재, 콘베어 이송, 트럭 상차 등의 공정에 적용
철판 이송, 스텐판 이송, 레이저 가공 등의 공정에 적용

기 업 명 : 주식회사 키스트이엔지

대표자명 : KEST-ENG CO.,LTD.

대표전화 : 02-3412-8268

대표팩스 : 02-3412-8266

홈페이지 : www.kesteng.com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321호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어 이동 할 때 비교적 가벼운 물건이라도 매일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반복작업은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

능률의 저하, 무력감,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로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Vacu Easylift는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리고 현장에서 자유

롭게 이동도 가능하게 하는 기계로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의 효율을 증대시켜주는 아주 유용

한 도구입니다.

VacuEasylift VM-160 (50kg용)

BOX 이송 : 콘베어 -> 파렛트

무게 : 22kg, 25kg, 30kg, 50kg

적재단수 : 4단, 5단, 1.5m, 1.8m, 2m

원사박스 : 방직공장, 합섬공장, 화섬공장

드링크음료박스 : 제약회사, 음료회사, 물류창고

VacuEasylift VM-180 (80kg용)

BOX 이송 : 파렛트 -> 상차

무게 : 22kg, 25kg, 30kg, 50kg, 65kg

적재단수 : 4단, 5단, 6단, 1.5m, 1.8m, 2m, 2.2m

원사박스 : 방직공장, 합섬공장, 화섬공장

볼트박스

VacuEasylift VM-2160 (120kg용)

BOX 이송 : 콘베어 -> 파렛트

무게 : 50kg, 60kg, 80kg, 100kg, 110kg

적재단수 : 2단, 3단, 4단, 1.5m, 2m, 2.2m

에어콘박스

염색원단 묶음



포대 이송

포대 이송

원료 이송

고무원료 이송

원료 투여

포대 이송

레진 이송

원료 이송

석분 이송

원료 투여

캔 이송

식품 제품 캔, 깡통 이송

포대 이송

제품 포대 이송

석재 이송

건축자재 이송

석재 이송

대리석 이송

석재 가공공정 이송

제품 박스 적재

제품 박스 적재

7단 적재



현장 조건 및 사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 필요제원

- 물체 (박스) 의 크기 : 가로 x 세로 x 높이

- 물체 (박스) 의 무게

- 흡착부위의 표면 상태

- 적재하고자하는 높이

- 콘베어, 작업대의 높이

- 이송반경, 이송거리

기둥식 JIB CRANE 방식

바닥에 앙카로 기둥을 고정한다

적재 높이, 박스 높이에 따라 기둥의 높이를 결정한다

이동 ARM의 길이는 3M 또는 4M

회전장치는 0 ~ 180 도까지 또는 0 ~ 240도까지 회전

벽면고정형 JIB CRANE 방식

벽면 또는 기둥에 이동 ARM을 고정하여 지지한다

적재 높이, 박스 높이에 따라 고정 높이를 결정한다

이동 ARM의 길이는 3M 또는 4M

회전장치는 0 ~ 180 도까지 회전

천정고정형 H-TRACK 방식

천정에서 H-TRACK을 잡아준다

천정이 아주 높을 경우 4군데 기둥을 세워서 잡아준다

3M 주행레일, 6M 보조레일이 기본타입

5M 주행레일, 15M 보조레일 가능

움직임이 보다 자유롭다



10600 : 박스용

박스 흡착 이송용으로 주로사용

테이프로 마감된 경우

테이프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벤딩기로 결속된 경우

벤깅기로 결속되지 않은 경우

10300 : 포대용

포대 흡착 이송용르로 주로사용

진공 공간이 많이 형성됨

10700

박스 흡착 이송용

합판 이송

판넬 이송

10710

작은 박스 이송

흡착면이 좁은 경우 사용

퀵 체인저

여러종류의 흡착 패드로

빠르게 바꾸어서 사용할 경우

회전장치

흡착물체를 회전시켜서

적재를 용이하게 할 때 사용



철판이송 무동력

전기, 에어의 공급없이

자체 기구적 시스템으로

진공 형성

철판이송

진공펌프 사용

가반하중 : 5톤

대형 철판 이송

진공펌프

가반하중 : 10톤

철판이송

진공펌프

가반하중 5톤

알미늄 스트립 이송

알미늄 박판 코일 이송 적재

건축자재 이송

건축자재 진공 흡착 이송

대형 보도블럭 이송

콘크리트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