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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앞서 일 회전
아이엠티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스핀들을 주제로 회전합니다. - 그리
고 모든 해결 방안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현대
적인 도구들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므로, 당
신은 당신의 생산성을 최적화하여 지속적으로 경쟁의 우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담 과 생산의 품질
최고의 수준에 있는 „독일인의 엔지니어링": 우리는 전 세계에 공급
하며 상담에 따른 뛰어난 품질을 제공합니다. 유연성을 체험하고 신
뢰하여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유익을 가져가십시오!

개별적인 해결방법과 적용들
당신은 아주 특별한 요청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의 설계기술팀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며 조언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은 역시 광범
위한 적용사례들과 보다 더 큰 생산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연구 와 개발
호환적인 아이엠티 시스템
미래를 위해 맞춤: 우리의 전문가들과 설계기술자들은 소재들과 공
정들을 최적화하고 기술 혁신들을 이용하여 당신의 생산성에 이득이
되게 합니다.

모듈러 시스템
당신이 필요한 그러한 스핀들 들을 정확하게 설정하십시오. 우리의
광범위한 모듈러 시스템은 낮은 가격에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의 질문들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 모든 길을 전원 공급 장치에 스핀들로 시
작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투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서비스와 작동을 아주 쉽게
만듭니다.

추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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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좋은 스핀들 들은

이러한 스핀들 들은 어떤

특별히 인쇄 회로기판 공

로봇을 이용하는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술의 모듈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사

일에도 잘 맞추어져, 우리

정들을 위하여 제작된, 특

을 위한 기술혁신적이고

형 시스템 상태는 가장 최

용을 위한 검증된 기술로

의 접촉 감지 기능은 당신

허를 취득한 우리의 인쇄

전문화한 해결 방안들로

신의 기술과 프리미엄 구

, 모듈러 구성은 유연성과

의 생산을 완벽하게 감시

회로기판 해결 방안들은

, 우리의 유일한 인터페이

성 요소들로 최상의 수준

효율성을 대표합니다.

보조 스핀들을 위한 현대
적인 해결 방안들과 „완성
품 준비" 시스템들은 서비
스를 기반으로 – 친절하고
비용에 효율적인 모듈러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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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높여 줍니다.

적용 범위들

고속 가공기 들, 밀링기 들

조각기들, 플라스틱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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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로보트 들, 광택 로보
트 들, 자동차의 적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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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티 회사는 전 세계에
IMT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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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imtamerica.com

IMT TSCHECHIEN
Semaco tools and software, s.r.o.
E-Mail: obchod@semaco.cz

IMT FINLAND
Oy Interfii Ltd
E-Mail: info@p-aro.com

IMT BENE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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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nfo@specialtoolsbenelux.nl

IMT TAIWAN
CHIAREY ENTERPRISE Co. Ltd.
E-Mail: chiarey@ms9.hinet.net

IMT JAPAN
Fukud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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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SUNG Trad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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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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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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