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김포비앤에스가 ‘팩코’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http://www.kppack.com

CEO GREETINGS
Creation of a New
Culture in Industrial
Weighing & Packaging System

새천년을 맞아 저희 (주)김포비앤에스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진 최고의 인재들이 디지털 마인드 바탕 위에서
고객사랑경영, 가치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21세기 세계 최고의 효율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김포비앤에스는 21세기 국내외 자동계량포장기, 로봇적재기 및 통합 물류 시스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의
다양하면서도 세분화된 요구에 부응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라는 경영방침에서 약속 드린바와 같이 (주)김포비앤에스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자동
계량포장기 및 자동적재기 설계 / 제조 회사로 성장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물류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김포비앤에스는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은 영원히 모신다." 는 경영철학과 "역사적으로 완벽한 설비의 제조"라는
슬로건으로 동종업계를 이끌어가는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고객의 애정어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인 제가 직접 챙겨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드리
겠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객 여러분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

대엽

Good day!
I am pretty pleased to have a greeting to you through this company brochure. KIMPO BNS
Co., Ltd. is trying to make an effort to grow up into the best of the high technology and efficient
Company.
KIMPO BNS Co.,Ltd. is especially specialized in automatic weighing/bagging system, robot
palletizing system and goods circulation system since 1993. By not only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but also high technology designing and manufactiuring system, we are to be the top
makers of the automatic packaging/palletizing system.
Any time, any where, our employees will satisfy customers and also our engineers will solve
your techinical problems when you need. As a CEO, I will take every case for the customer,
and try to give right anwers.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deep interesting and Happiniess will be with you every time.
Thank you very much.
CEO Dae yeub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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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김포비앤에스는 지난 20여년간의 축척된 기술과 노하우로 국내외 자동포장기 및 로봇 적재시스템 분야에서 인정 받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한 사후 관리 및 지원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KIMPO BNS Co., Ltd is the Company that offers our best for industrial development as specialized Company for the
industrial weghing/packaging system, robot palletizing system and the goods circulation equipment respectively.
The Company is also trying to make an effort for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best after sale service for quality
products such as the automatic weighing/packaging, robot palletizing system and other relevant industrial machinery.

(주)김포비앤에스가
‘팩코’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COMPANY HISTORY
1993 07 김포산업(주) 창립 Founded Kimpo Industrial Co., Ltd.
1994 05 계량기 제작업 등록 Registered Weighing Device Manufacturing
07 지대미 자동 계량 정량 포장기 (KBM-10/10A)개발
		
Developed Automatic Bagging machine(KBM-10/10A)
1995 05 농수산식품 가공기계 기계전시회 참가
		
Joining in the <Machinery Exhibition>of Agriculture and Fisheries Food
Processing Machien
1996 05 자동정량포장기(KBM-1100S/D)개발
		
Developed Automatic Packaging Machine (KBM-1100S/D)
1997 03 자동정량포장기 (KBM-2000S/D-SERVO DRIVE)개발
		
Developed Automatic Packaging Machine (KBM-2000S/D-SERVO DRIVE)
06 자가공장 확장 이전 Moved with Factory Extension
08 공장등록 (김포 제97-210)
		 Registered the Factory (Registration number of Kimpo 97-210)
11 EM MARK 우수품질인증획득 (국립기술품질원 제97-115호)
		
Acquired thd Good Quality Certification namely ‘EM MARK’ (Certification
number of 97-115)
1998 03 ‘98 유망중소기업 선정 (제98-198호)
		
Selected as the Highly Promised Small-to-Medium sized Enterprise
10 일본 후쿠시마 ROBOT WORLD 21 전시회 (자동포장물류) 참가
	
Joining in the ROBOT WORLD 21 Display (Automatic Packing Circulation
Booth) at <Hukusima> in Jap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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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1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병무청장 제24호)
		
Selected as the Designated Company for Military Service Exception
1999 03 자동포장기 (KBM-1000SV-SERVO TYPE)개발
		
Developed Automatic Packaging Machine (KBM-1000 SV-SERVO DRIVE)
2001 03 반자동 비닐 소포장기 개발 (KSP-50E/V)
		 Developed Semi-Automatic bagging Machine (KSP-50E/V)
05	자동계량 비닐 소포장기 개발 (KSP-110) Developed Full Automatic
bagging machine (KSP-110)
2003 06 일본 후지 수송기 공업사와 한국공식대리점계약 체결
		
Contract with Fuji Yusoki Kogyo Co.,Ltd. for sales and technaicl licence
of Fuji Ace Palletizer
09 KOFA-CHINA 2003 중국 상해 자동화 전시회 참가 (KBM-10)
Joining KOFA-CHINA 2003 Exhibition in Shanghai, CHINA with KBM-10
12 ISO9001:2000/KSA9001:2000 품질시스템 인증
		
ISO9001:2000/KSA9001:2000 Quility system certify
2004 03 자동계량 소포장기 개발(KSP-300)
		 Developed Full Automatic bagging machine (KSP-300)
2005 03 일본 OKURA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서 체결
		 Agree of a Agent contract with Okura Yosoki co.,Japan
05 미국 Cargill본사와 구매계약서 체결
		 Agree of contract of supply with Cargill, USA
08 오스트리아 STATEC BINDER사와 기술제휴
		 Agree of Licence agreement with, STATEC BINDER, Austria

1998

2000

2005

2006 04 KOREA PACK2006 포장전시회 참가
		 Joining in Korea Pack 2006 exhibition in Ilsan, Korea
06 Clean사업장 인정서/노동부장관 Assigned to certify of clean workplace
2007 06 고속자동포장기 (KBB-1500) 개발
		
Developed high speed Automatic bagging machine(KBB-1500)
2008 0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Assigned to certify the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0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제20081543호)
		Assigned to certify the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R&D center
(Korea In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No.20081543)
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제8061-1552호)
		
Assigned to certify the Innovation Business (No.8061-1552)
07 고속자동 SERVO계량기( PSL-2000) 개발
		
Developed high speed servo weighing machine (PSL-2000)
2010 01 KBM-1100AG Powder 전용 포장기 개발
		
Developed Weighing and Bagging Machine for Fine Powder
11 Seoul Pack 2010 서울국제포장전 참가
		 Joining in Seoul Pack 2010, Korea
2011 04 (주)김포비앤에스 상호 변경 KIMPO BNS Co., Ltd. Renamed
06 환경, 품질경영 (KS I,Q ISO 14001:2009 인증)
		
Environment, quality management (KS I,Q ISO 14001:2009)
08 품목별 원산지 수출자 인증서 Commodity exporters certificate of origin

2008

2011

2011 09 유럽 (EU) CE인증 European (EU) CE certification
2012 10 한국포장기계대상 기술개발부문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Korea Packaging Machinery target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Award)
11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100 Million Export Tower Award
2013 06 NEWLONG INDUSTRIAL ASIA LTD. 기술 협약
		
Contracted License Technical Agreement with
		 NEWLONG INDUSTRIAL ASIA LTD.
08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 Acquired The Certification of Venture Company
10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
		
Selected as a Promis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by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2014 06 코리아팩 2014 국제포장기자재전 참가
		
Korea International Packaging Show 2014 (Korea Pack 2014)
2015 10 병역특례업체 지정 Appointment of military service exemption company
2017 05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Assigned toGlobal IP Business
09 전문 건설업 면허 취득 Obtained professional construction license
2018 01 베트남법인 설립
Establishment the subsidiary in Vietnam
02 고속자동포장기 (PACKO-2000) 개발
Developed high speed Automatic bagging machine (PACKO-2000)
04 Korea Pack 2018 국제포장기자재전 참가
		 Joining in Korea Pack 2018, Korea

2014

2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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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ellet, Granule product

For Pellet, Granule product

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New Auto Bagging Machine

Automatic Bagging Machine

PACKO-2000
기계 특징 | Features

•시간당 1,500~1,700 BAG의 고성능, 고기능의 포장이 가능하다.
•모든 설비가 작업자와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과 위험환경에서 분리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충진부와 위치결정부가 별도로 있어 충진 후 정돈시간이 절약된다.
•Bag 적재기의 폭 조절에 핸들(Handle)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적재가 편리하다.
•고효율 운전에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형 디자인
•100% 국내기술로 신속한 A/S가능하고 Spare Part 공급이 용이하다.

•Be able to pack up 1500~1700bag/Hr
•Filling part and forming part are separated, saving time after filling.
•In the bag magazine bag can adjust its width easily by using handle
and it is easy to load.
•All facilities are separated from dust and dangerous enviroment.
•Energy-saving design optimized for high effciency operation.
•Easy to supply spare part with 100% domestic technology.
•Fast maintenance support and component delivery with
reliable technology.

KBB-1500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Model

기계 특징 | Features
PACKO-2000

1500~1700bag/h
Packing capacity

It may be variable by the conditions of raw
material or bag specification

Bag Specification

Kraft paper, PP/PE, Polyethylene
L700~900mm × W415~520mm

Weighing Range

15~30kg/bag

Power Source

14kW
220/380/440V. 60Hz. 3P

Air Utility

1200Nℓ/min, 5kg/㎠

적용 제품 | Products
• 석유화학 제품 (Pellets, granules, flakes) 식품첨가물, 사료, 비료
• 소금, 각종 식원료 제품, 부식성 원료
• 기타 광물성 제품
•C
 hemical resins, pellet, feeds, fertilizer
• Salt, various corrosive raw materials, food additives
• Mineral product, etc.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시간당 1500 bag까지의 최고출력으로 KBB-1500의 고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Bag 공급부에 체인등의 신재를 사용하여 수명을 증대.
•Bag positioning con'v에 정렬장치를 추가하여 error율을 최소화함.
•고객의 개별요구에 맞춰진 사양이 제공됩니다.
•개별설비, 기존설비 등에 추가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완전한
Turn Key system의 구성도 제공해 드립니다.
•You can enjoy the advantage of its high performance. Linear movements.
Compact dimensions and Heavy-duty structural members provide
the greatest degree of reliability and operating safety, even in highperformance operations.
•Customers are offered solutions as their individual requirements.
This includes the supply of individual components or additional system
to the existing facility,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complete turn key
systems.

Bag Filling Spout와 Bag Spreading 장치
•Bag이 입구 벌림과 동시에 원료
충진부(Bag Filling Spout)에 맞닿아
작업공간을 줄임과 동시에 분진을
최소화함
•Swing spout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충진

Model

KBB-1500

Size

4200 × 4100 × 2100mm

Work Piece

Bulk Material (Fertilizer, Plastic Pellets, Feed, Cereal)

Packing Range

10kg~50kg

Capacity

1400 Bag per Hr

Electric Power

8kW

Air Consumption

1200Nℓ/min

Bag Material

PE, Woven-PP, Paper

Bag Size

Gusset 300 ~ 500(W) × 1080(L) × 90~140(G), 50 ~
250(t)㎛ Pillow 300 ~ 630(W) × 1080(L), 50 ~ 250(t)㎛

적용 제품 | Products
• 석유화학 제품 (Pellets, granules, flakes) 식품첨가물, 사료, 비료
• 소금, 각종 식원료제품, 부식성 원료
• 기타 광물성 제품
•C
 hemical resins, pellet, feeds, fertilizer
• Salt, various corrosive raw materials, food additives
• Mineral product, etc.

BAG 공급장치
•2개의 Bag Magazine 자동 선택으로
Bag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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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ellet, Granule, powder product

미세분말 제품

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Automatic Bagging Machine

Powder Auto Bagging Machine

KBM-2000D
기계 특징 | Features

•두개의 충진 장치를 사용하여 시간당 1,400Bag까지 포장이 가능하다.
•Servo의 기술을 100% 활용한 Motor를 백이송에 적용하여 기존 실린더
같은 공압방식과는 달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고속구동을 실현했으며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속도 가감속조절이 수치입력으로 누구나 조작 가능하다.
•공지대벌림 Error 검출장치
•Clamp Error 검출장치
•미싱 실 끊김 검출장치

• Being able to pack up 1,400Bag/Hr
• With the full application of the servomotor and the electric control system,
anybody can operate the speed control through the numerical data input.
• The error checking device for abnormal paper opening
• Clamp error detecting device
• The abnormal cutting detection device for sewing thread

For Fine Powder, Vitamin, Premix product

KBM-1100AG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Model

기계 특징 | Features
KBM-2000D

1200~1600bag/h
Packing capacity

It may be variable by the conditions of raw
material or bag specification

Bag Specification

Kraft paper, PP/PE, Polyethylene
L700 ~ 900mm × W415~520mm

Weighing Range

15~30kg/bag

Power Source

14kW
220 / 380V. 60Hz. 3P

Air Utility

1200Nℓ/min , 5kg/㎠

미세·분말을 포장 가능하도록 설계
• Servo Motor를 주구동원으로 특수 전동축과 고속조정, 수치입력으로
간단하게 된다.
• 탈기장치가 부착된 Auger를 적용하여 Bag에 충진과 동시에 탈기를 하여
포장용적이 적고 분진발생이 적다.
• Auger의 Nozzle을 Bag 바닥까지 삽입하고 충진을 하며 Bag을 내리므로
Nozzle과 충진된 원료상부와의 낙차가 적어 분진발생이 적고 탈기된
원료에 공기를 함유하는것을 막아준다.
• 가장 많은 실적이있는 포장설비인 KBM-1100S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성능확보

•C
 hemical resins, pellet, feeds, fertilizer
• Salt, various corrosive raw materials, food additives
• Mineral product, etc.

Model

KBM- 1100AG

Capacity

120 Bag/hr

Accuracy

±1/1000

Weighing range

10~30kg
Fertilizer, Resin, Food, cement, Powder
Size - Normal : above 10 ㎛
Special : above 1㎛
AC220 / 380 / 440V / 50 / 60Hz / 1Ph

Packed material
Power
Utility consumption

Power- AC220/380/440V/50/60Hz/3Ph, 10kW
Air - 5~6kg/㎠, 1200Nℓ/min

Be designed to pack fine powder.
• A s applying degassed device in Auger feeder, simultaneously filling
and degassed for a low volume and the packed dust less
•W
 hen filling, as insert the Nozzle of Auger to the bottom of Bag and
put down Bag, reduce dust generation and avoids air containing in
degassed material.
• S table performance as developed base on KBM- 1100S what has
a lot of experience

적용 제품 | Products
•석
 유화학 제품 (Pellets, granules, flakes) 식품첨가물, 		
사료, 비료
• 소금, 각종 식원료제품, 부식성 원료
• 기타 광물성 제품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KBM-1100AGD
적용 제품 | Products
• 프리믹스, 탈지분유, 비타민, 사료, 비료 첨가제, 석유수지분말
• 식품 첨가제 등 식품 포장
• 기타 광물성 분말
• 미세분말(가루) 전 제품
• Premix, skim milk powder, vitamins, feed and fertilizer

additives, milling
• Food packaging such as food additives
• Other mineral powders
• Fine powder (powder) Al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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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ellet, Granule product
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Automatic Bagging Machine

KBM-1100 Series
기계 특징 | Features

•시간당 최고 900bag 까지 포장이 가능하다.
•수동 포장시 3~4인의 인원이 필요하였으나 작업자 1인만으로 가동 되어
인원이 절감된다.
•독특한 M형 지대장착장치와 지대높이 규제장치 장착으로 지대상단
절단 작업없이 포장되어 주변환경이 깨끗하다.
•급대기지대유무검출, 지대물림 불량검출, 지대벌림 이상검출, 지대물림
불량시 지대날림장치, 미싱실 끊김검출, 비상정지장치 채택
•Be able to pack up to 900bag/h
•In general, the manual packaging requires 3-4 people, but only one
person can drive, saving cost.
•It is not necessary to cut the margin of paper bag by using the unique
M-shape paper sticking device and the paper margin checking device.
So it is always clean and safe near the system.
•There are many safety devices in this system such as the bagchecking
device of packer, the poor bag detecting device of bag clamp, the
abnormal checking device, of bag opening, the automatic bag blowing
device at abnormal clamping, the sewing thread checking device, and
emergency stop system etc.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Model

KBM- 1100S
700~900bag/hr

Packing capacity

It may be variable by the conditions of raw

Paper Bag SPEC

material or bag specification
Kraft paper, pp/p.e pp woven
L700~900mm × W415~520mm
15~30kg/bag

Weighing Range
Power Source
Air Utility

6.5kW
220/380V. 60Hz. 3P
1200Nℓ/min, 5kg/㎠

KBM-1100SG

Packing capa. 400-500bag/hr

KBM-1100SV (Servo Motor, Trimming belt type)
Packing capa. 800-900bag/hr

적용 제품 | Products
• 석유화학 제품 (Pellets, granules, flakes) 식품첨가물, 사료, 비료
• 소금, 각종 식원료제품, 부식성 원료
• 기타 광물성 제품
•C
 hemical resins, pellet, feeds, fertilizer
• Salt, various corrosive raw materials, food additives
• Mineral product, etc.

KBM-1100MG

Packing capa. 400-500bag/hr
Auto Movable Bagging Machine

Servo Motor / Timming Belt

Dust protection clamp

KBM-1100SVD

Packing capa. 200-240bag/hr
Powder Auto Bagging Machine

10 KIMPO BNS

Vacuum Air Inh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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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Grain, Feed, Compost product

For Pellet, Granule, Powder product

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Automatic Packaging Machine
KBM-10 / 미곡전용포장기 (10-20kg 자동변환장치)

Semi Automatic Packaging Machine

KPF-500G / KPF-1000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Weigher

Model

KBM- 10

Capacity
Accuracy
Weighing range
Power
Power
Utility consumption
Power
Power

10kg 780 bag/hr (Max.)
20kg 660 bag/hr (Max.)
Electronic 3 Step Control Load Cell tyep
10, 15, 20kg
± 1/500 ~ ± 1/1000
220/380/440V, 60Hz, 5kW
5kg/㎠, 980Nℓ/min
P.E, Polyethylene bag, PP, PP woven

Power

Rice, Feed, Food, Chemistry &
Other partcel

적용 제품 | Products
• 과립, 시리얼, 씨앗, 커피, 쌀, 미곡
• Granules, Cereals, Seeds, Coffee, Rice, Grain

기계 특징 | Features

KBM-1000SV / KBM-1000C / KBM-800T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Model
Packing Capacity
Required Air
Power Source
Paper Bag
Packing Speckfcation

KBM-1000SV/1000C

KBM-1000SV
900~1200bag/hr
5kg/㎠, 450Nℓ/min
220/380/440V, 60Hz. 3P
Kraft paper, pp/p.e pp woven
650~100(L) × 420~500(W)
Air - 5~6kg/㎠, 1200Nℓ/min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Capacity
Accuracy
Application
Power Source

• 사료, 비료, 상토, 유기질
• Fertilizer, Feed, Compost, Powder

Packing Capacity

•This device loads power or particle automatically with high speed
•With the full application of the servomotor and the electric control system,
•Anybody can operate the speed control through the numerical date input.

Model

적용 제품 | Products

Model

•유통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용량백에 분/입체를 고속으로 자동
충진하는 장치이다
•종류는 플랫폼 스케일의 거치식과 호퍼스케일에 의한 정량 충진 방식이 있다.
•30~40Ton/h포장, 이송이 가능하며 파레트 자동투입 장치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고성능/고정도 포장을 위해 Servo motor system 적용

KBM-800T(D)
400~500bag/hr (800~1000bag/hr)

KPF-500G / KPF-1000
30~40 Ton/hr at 500~1000kg/bag
±1/500~±1/1000
석유화학제품(Pellets, Granule, Powder), Fertilizer
380/440V. 60Hz. 3Φ

KPF-1000

KBM-800T

12 KIMPO B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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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 Packer & Auger Screw

Automatic Weighinh Scale

Pallet 위에 Bag 또는 Box를 적재하는 설비입니다.
Equipment for loading bags or boxes on a pallet

여러가지 피계량물을 계량할 수 있는 Scale입니다.
The products can measure variety of quantiles

KAP-20

KPS-SERIES

기계 특징 | Features
•Beam Load Cell의 Comparator 제어에 의한 전자계량 방식이다.
•대·소공급낙차방식(2단공급방식) 최소단위 ±10g Load cell 사용으로
적은 고장
•Micro Computer 제어방식으로 수리점검이 용이
•정확한 충진으로 분진발생을 방지하여 최소의 제품손실
•Bag Placer를 설치 시무인자동계량 및 충진이가능하다.
•Automatic weighing type by the comparator control of beam load cell
•Full flow, dribble flow and AFFC(2step supply way) with minimum ± 10g
Almost no trouble by using load cell
•Easy check and repair by using micro computer
•Reduce a loss by loading a material exactly
•It is possible to load automatically with a bag placer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Model
Weighing Range
Weighing Accuracy
Capacity
Weighing Type
Packing Bag Type
Supply Method
Power Source
Motor
Auxiliary Motor
Transmission
Requied Air

기계 특징 | Features
KAP-20

15~50kg
±1/500~±1/1000
200~250 bag/hr
Weight detection deviceHigh precision load cell
Weight set-up device Computer
Weight display device Digital Panel
Kraft Paper, P.E
Two steps supply way
Power Circuit 220V/380V. 3P. 50/60Hz
Control Circuit 220V. 1P. 50/60Hz
Electronic Circuit Magnetic Power
3.7kW 4P
0.2kW 4P
1.5kW 4P
150Nℓ/min , 5kg/㎠

공급부에 Cut-Gate, Feeder의 Syetem을 이용한 다량 투입방법으로 여러가지
피계량 물을 계량할 수 있다.

This system can weigh mumltiaptler ials through insear tlainrg equantity
by using cut-gate, feeder sytshtemsu aptp nlig unit.

계량정도가 일정하고 안정됨

Safe and Static Weighing Accuracy

기계 특징 | Features
•마이크로프로세서, AC Sevor motor, Load Cell을 통한 정확한 계량정도로
생산한다.
•충전된 Bag의 부피는 적재중 공기가 자연 배기됨
작은 크기의 제품은 저장과 이동이 쉬울뿐만아니라 지대 안의 압축 공기에
의한 파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분진을 최소화하며 충진 중 일정한 공급을
유지한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집진 hood 부착
•Optimum weighing accuracy and weighing speed can be obtained
by the Microporoccessor, AC Sevor motor and Load Cell.
•Minimized the dust by the help of a specific device,
•keeping the constant head drop at minimum while filling.
•Attached a dust collecting hood for clean environment.

14 KIMPO BNS

Becauese of almost no effect of vibraiton and central movement by
maximizing supporting point of load cell, it keeps stable accuracy.

Load Cell의 2점 또는 3점, 지지점을 최대로 넓게 하여 진동 및 중심이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안정된 정도를 유치한다.

High Capacity High Accuracy

고성능, 고정도 보증

Ahead compensation can be adjustable though input arrangement by
maximizing supporting point of load cell, it keeps stable accuracy.

공급부에는 투입조절 Guide로 낙차보정을 조절 할 수있고, Cut-Gate, Feeder를
이용한 미분 등 모든 원료에 대하여 고정도로 순조롭게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Reduce Exhaustingt time of Weighing material

피계량물의 배출시간 단축
계량 Hopper Gate는 직동식 양방향 개폐형으로 서방출시 적체현상을 최소화한다.

Weighing hopper gate minimizes the accumulation at exhausting time
by means of straight dual opening andclosing.

점검, 청소가 간단한 구조

Very simple structure for Checking and Cleaning

단순한 구조로 점검구를 만들어 청소를 간단하게 처리한다.

KPS-1000SV

Robot Bag Inserting

KAP-20 / KAW-30KDA

All-round from fine grain to particle

미분체에서 입자까지 ALL- RO UND

The cut-gate realizes a easy cleaning by makinwg iItnhs pector simple
structure.

KPS-2000

servo control gate

KPS-3000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Flour Mix
•White Carbon
•Zinc White
•Calcium Phosphate
•Carbon Black
•Bean Powder
•Other Powder(150~400mesh)

Model

KPS- 1000 (SINGLE)

KPS- 2000 (DOUBLE)

Weighing range
±1/1000
400~600 bag/h

±1/1000~2000

800~1200 bag/hr

1200~1800 bag/hr

General powder and particle

Weighing Type

Electronic 3 step control load cell type

Supply Method

Cut-gate, screw, belt conveyor

Power Source

AC110/220V, 60Hz, 1ø, 0.5kW

Requied air
Machine Weight
Option

1200~1500 bag/hr

Capacity and preciseness may be variable by the weighing materi al

Weighing Materials

Air Utility

KPS-1000SV

15~50kg

Accuracy
Packing capacity

KPS-3000 (TRIPLE)

AC/220V, 60Hz, 3ø, 1.5kW

5kg/㎠
50Nℓ/min

100Nℓ/min

150Nℓ/min

150Nℓ/min

≒500kg

≒950kg

≒1550kg

≒500kg

Printer

www.kppack.com / 김포비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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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Check System

Bag Closing & Machine

중량 선별기 & 금속 검출기
Weight checking & Metal Detecting

KP-23 / KBP-30 / C1-Folding / C1-Trimming

KMT-600
기계 특징 | Features
신속한 계량측정
주변 컨베이어의 속도에 맞추어 계량검사가 진행되므로 제품의 정체없이 계량
확인을 할 수 있다.

계량정도가 일정하고 안정됨
로드셀의 2점 또는 3점 지지점을 넓게하여 진동 및 중심이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정도를 유지한다.

다양한 운전성
 변 컨베이어와 같이 인터록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단독으로도 운전이
주
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다.

Model
Length
Height
Speed

KMT-600
1300 ~ 1500 mm
750 ± 50 mm
10 ~ 70 m/min

KWC-60

선별기와의 활용
선별장치와 같이 사용하여 계량정도에 벗어난 제품들을 따로 선별해 놓을 수 있다

KP-23(A06B)

FTS-Series

KBP-30

The speed of Check weigher’s conveyor is similar to near conveyours,
which means there is no congestion during flowing

Inner PE sealing & Crepe tape sewing

Crepe bag(1-2 folding) & Crepe tape sealing

Band sealing

Static and Stable Weighing Accuracy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Rapid Weight Checking

Because of little effect of vibration and balanced checking, it keeps stable
accuracy

Various working

It can be worked by inter-lock driving with near conveyors or can work by
itself.

Effcient Work with Rejector

If it is used with a rejector simultaneously, the work is much more dffective.

Model

KP-23(A06B)

Speed (Variable m/min.)

7-10

7-10

500W X 4

500W X 4

Stitching machine head

DS-6, 9

Ome-two folding device

Drive motor

0.4kW

-

-

350-500mm

Heater (Capacity)

Bag size

신속한 금속검출
컨베이어를 따라 흐르는 제품의 금속을 검출하므로 신속하다.

Model

KRT-60

KWC-60
60 Kg
500 g ~ 60 Kg
± 20 g

Model

KBP-30

Speed (Variable m/min.)

0-18

Heater (Capacity)

500W X 6

Sealing temp

0~400°C

Cooling type

Forced air or Water cooling

C1 Series

기계 특징 | Features

Max. Capacity
Weighting Range
Optimum Accuracy

FTS-Series

다양한 자동투입장치를 부착하여 다양한 용도로 포장가능
It can be packed for various purposes by attaching various automatic feeder.

높은 검출 감도
검출 감도가 높아 미세한 금속도 탐지해 낼 수 있다.

선별기와의 활용
선별장치와 같이 사용하여 금속이 포함된 불량 제품들을 따로 선별해 놓을
수 있다.

Rapid Metal Detecting
The metal detecting is processing by moving conveyor. It is speedy.

High Sensitivity
By high detecting power, small metal particles ate detected.

Efficient Work with Rejector
If it is used with a rejector simultaneously, the work is much more effective.

Model
Passing Width
Max. Weight
Speed

16 KIMPO BNS

KRT-60
500 mm
30 Kg
14 ~ 30 m/min

C1-Folding
백이 자동으로 투입되어 백상단을 1회 접어준 후 미싱

The bag is automatically inserted, folded on top of it once and sewn

C1-Trimming
절단 후 미싱 Sew after cutting

www.kppack.com / 김포비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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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Bagging & Robot Palletizing System
다양한 형상과 중량의 제품에 대응하는 포장기입니다.
Various format and size products are available

Accurate net weighing
Products filling
Bag closing
Handling

MACHINE CONSTRUCTION
①
②
③
④
⑤

Storage hopper
Auto weighing scale
Structure
Auto bagging machine
Heat sealing & sewing M/C

18 KIMPO BNS

⑥
⑦
⑧
⑨
⑩

Bag pusher device
Insert conveyor
Bag turn belt conveyor
Bag flattener conveyor
Auto weighing checker

⑪
⑫
⑬
⑭
⑮
⑯

Buffer conveyor
Infeed roller conveyor
Robot
Pallet dispensor
Inlet chain conveyor
station chain conveyor

⑰
⑱
⑲
⑳

Outlet chain conveyor
Free roller conveyor
System control panel
Robot control panel

www.kppack.com / 김포비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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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Palletizer
표준 스피드와 최고속 스피드의 로봇들입니다.
It is the ultimate robot with various functions required in palletizing process

외형사이즈와 동작영역

Ai SERIES

동작영역
A-Point

동작영역
(A-Point)

동작영역
(A-Point)

※ 제한영역이 필요없는 경우, R축 리미트 스위치를 무효화하여 ±180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설정범위는 ±175도 입니다.

A-Point

Ai 700

Ai 1800

Ai 1800-W

표준 스피드 모델
Standard speed model

초고속 스피드 모델
Ultra high speed model

무거운 가반중량 모델
Ultra high speed model

동작영역

동작영역
(A-Point)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Model

Ai700

Ai1800

Type

※ 제한영업이 필요없는 경우는, R축 리미트 스위치를 무효화하여 ±180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설정범위는 ±175도입니다.
※ ( )안 사이즈는 공간절약을 위한 스톱퍼 장착시

Ai1800-W

High speed

Motion system
Load capacity

Multi-Articulated, Pola r Coordinate System
140kg(308 lbs)

Degree of freedom

160kg(352 lbs)

350kg(771 lbs)

4Axis
R axis(rotating) 360˚

Operating range

Bag
Handling rate

D axis(up/down) 2300mm
O axis(front/rear) 1750mm

O axis(front rear)1518mm

O axis(front rear)1518mm

T axis(Hand rotation) 440˚

R axis(Hand rotation) 440˚

R axis(Hand rotation) 440˚

700Bag/hr

1600~1800Bag/hr

500Bag/hr

※The above is capacity when using a single gripping end effetor stac cing capacity raries depending on the layout,

Accuracy
Robot weight
pneumatic Consumption

Repeated stop position accuracy ±1mm
1335kg / 1375kg

1295kg

1360kg

로보트 스펙
높은 가반중량

더 넓은 동작 범위

Ai1800 로봇의 핸들링 무게는 160kg이며, Ai700 로봇은 카
운터 웨이트를 추가하면 160kg까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Ai1800-W는 가반중량 최대 350kg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60도의 회전 각도(R축), 로보트영역에 6개소의
팔레트놓기 가능

R축 중공 기어 감속기

증가된 T축 관성

R축 감속기의 중공 샤프트를 통과하는 로봇케이블의 새로
운 디자인으로 내부 하네스의 교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중공 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R축 테이블용 볼베어링을 사
용하지 않아 유지 보수가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T축 관성이 30kgm2에서 50kgm2로
증가되었습니다.

180L/min(ANR) (300L/min (ANR) when equipped with a pallet dispenser)

Ambiert Temp

0~40℃

하팅 커넥터(통신용 전용 커넥터)

D축 및 O축용 구리스 누설 챔버

Relative Temp

35~85%

더 많은 향상된 기술로 결속이 쉽습니다.
Ai-Series에는 하팅 커넥트가 사용됩니다.

챔버는 서보모터로 그리스가 세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AC220V ±5%

Power

6.5kVA + peripheral2 c.5oknVveAy +o rperipheral conveyor

Standard color

Nittoko C25-80B (Japan Painting Industry)
구리스가 빠지는 구멍

20 KIMPO B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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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Palletizing System
Pallet 위에 Bag 또는 Box를 적재하는 설비입니다.
Equipment for loading bags or boxes on a pallet

KBP-SERIES (1000 / 1500 / 1800 / 2400)
기계 특징 | Features
•Kimpo BNS는 석유화학, 농업, 사료, 비료 등의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Kimpo Series는 개당 5 ~ 80kg의 Bag 또는 박스롤 Pallet 위에 1000 ~ 2400개
적재하는 설비입니다.
•이런 고성능을 얻기 위하여 상부에서 Servo motor로 구동되는 gripper 형식의 Turning
unit와 안정적인 적재를 위한 Top press unit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중 Layer pusher
및 turning unit 적용 등 개별 장치들을 성능향상을 위해 추가가 가능한 모듈방식을
채택하여 적재능력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모, 부식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다양한 산업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KBP-1000

Single Gripper Single Low Pusher

KBP-1500

•Kimpo BNS suggest complete solution for palletizing systems in field of agriculture,
food, and chemical.
•KBP Seriesis afacilityfor palletizingindividual 5 ~ 80kg bag or box up to the 1000 ~
2400 unit per hours on the Pallet.
•In order to getsuchperformance we apply the Turning device of gripper type which is
driven from above by Servo motor and the Top press unit for reliable stacking.You can
also improve performance by applying an additional layer pusher and turning device
such as a variety of modular systems for fit palletizing capacity.
•Ina variety ofindustrial environmentswhere there is a risk ofabrasion, corrosionand
explosionthe palletizer are available.

Single Gripper Single Low Pusher

KBP-1800

Single Gripper Double Low Pusher

KBP-2400

Double Gripper Double Low Pusher

제품 사양 | Specifications
Capacity Bag or box / hr

Turing Unit

Top Press Unit

Layer Pusher

Bag
Accuracy

1000

1500

Material
Weight kg

Max. 600x1000

Packing capacity

Dimension(WxL) mm

Max. 1200x1500

Weighing Materials

Weight (Total) kg

Weighing Type

Height (Total) mm

Max. 2300
Max. 2300
Upto 12Layers

No. of programs
Air

2400

5 ~ 80

Dimension(WxL) mm

No. of Layers

22 KIMPO BNS

1800
PE, PP - Woven, paper

20
Pressure
Consumption N㎥/hr

6kg/㎠, Constant dry and oil free
22.8

22.8

34.8

45.6

www.kppack.com / 김포비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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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성 & 적용사례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으로 고객의 현장 조건에 가장 효율적인 물류라인을 제공합니다.
We supply the most officient circulation system on customer’s need with wide experience and high technology.

Box 팔레타이징

Bag 팔레타이징

크레이트 & 종이 박스 | Crate & Paper box line

CJ제분 & 조미료 | Crate & Paper box line

로보트 핸드

해남 옥천 & RPC | Haenam Okchun & RPC
B type (For bags)

C type (For cardboard cases)

24 KIMPO BNS

F type (For both cardboard cases and P boxes)

S type (For cardboard cases)

KP type (For both cardboard cases and P boxes)

DA type (For tied cardboard bundies)

www.kppack.com / 김포비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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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ACK & FA SYSTEM

KOREA PACK

KOREA PACK

포장기계전시회

Automatic Packaging &
Bag Closing System

Automatic Packaging &
Robot Palletizing System

FA SYSTEM

FA SYSTEM
High Speed Bagging System

Automatic Bagging System

•고속 자동 포장기 (KBB-1500)
•High speed automatic bagging
machine (KBB-1500)

•고속자동포장기 (PACKO-2000)

Robot Palletizer System
•로봇 적재 시스템
•크레이트 박스(멀티형) 적재 시스템
•Robot palletizing system
(OKURA, A-1600Ⅲ)
•Crate box(Multi type)
palletizing system

26 KIMPO BNS

포장기계전시회

Bag Closing System
•FTS-S

www.kppack.com / 김포비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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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김포비앤에스의 자동계량포장기 및
로봇적재 시스템의

새로운 브랜드

‘팩코’

세월이 지나도 이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완벽을 추구하는 기술력
그리고 김포비앤에스의 열정 차세대를 대표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 팩코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주)김포비앤에스 ｜고객센터 031.981.2421
■ 본사•공장 (주)김포비앤에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비석동로27번길 127
•Tel. 031 981 2421 •Fax. 031 981 2419
•Web. www.kppack.com

■ HEAD OFFICE
KIMPO BNS CO., LTD.
127, Biseokdong-ro 27beon-gil, Wolgot-myeon, Gimpo-si, Gyeongi-do, Korea
•Tel. +82 31 981 2421 •Fax. +82 31 981 2419 •Web. www.kppack.com

■ 베트남 법인 Vietnam corporation
K&S PRECISION CO.,LTD
	5th Floor, 501A Room, Le Quang Dinh Str., Ward 1, Go Vap Dist.,
Hcm City, Vietnam
•Tel. +84-3636-6970 •Fax. +84-3636-6970
•Web. kns-precision.com

■ VIETNAM CORPORATION
K&S PRECISION CO.,LTD
	5th Floor, 501A Room, Le Quang Dinh Str., Ward 1, Go Vap Dist., Hcm City, Vietnam
•Tel. +84-3636-6970 •Fax.+84-3636-6970
•Web. kns-precision.com

■ 대리점 대덕엔지니어링
전남 여수시 화장동 881-7
•Tel. 061-691-2995 •Fax. 061-691-2996

■ AGENCY
Daedeok Engineering
13, Seongsan-ro, Yeos-si, Jeollanam-do, Korea
•Tel. +82 61 691 2995 •Fax. +82 61 691 2996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항 및 이미지들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당사 제품의 품질 향상 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기술 정보의 저작권은 (주)김포비앤에스에 있으며 무단 전제와 무단 복제를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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