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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KNIVES
DAEHAN PRECISION

                        SINC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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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3 대한정공 창업

•2001. 10 주식회사 대한정공 법인전환

•2002. 01 파주 탄현 국가 산업 단지내 확장 이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95-1,8

•2002. 04 KSA9001 : 2001 / ISO9001 : 2000 인증

 나이프에 대한 설계, 개발, 제조 및 부가 서비스

•2003. 10 한국 독자 기업 대청정공유한공사 설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창구 위치

•2005. 03 KSA9001 : 2001 / ISO9001 : 2008 인증

연혁

저희 (주)대한정공은 산업용 나이프 전문업체로서, 제품 개발, 공정 및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미래의 변화에 대응기반을 조성하고 IT 가공분야에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며,인적자원 육성과 직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형 설비와 계측기를 보유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정밀도”를 구현함으로써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특히, IT/BT 소재가공 분야에 핵심 역량을 기울여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품 시장에서

품질,가격,납기 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Daehan precision Co.,Ltd. l 3

연혁

•2010. 07 R&D CENTER(기업부설연구소)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09         대한정공 상표등록

•2010. 12 ‘나이프 가공 장치’ 및 ‘나이프 가공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2건)

•2011. 01 ‘벤처기업인정’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INO-BIZ)확인서(중소기업청)

•2011. 10 우시 대청정공도구과기 유한공사 설립

 중국 우석시 시산경제개발구 위치

•2012. 05 파주 탄현 국가산업단지 내 통합 이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5-43 (금승리 589-2)

•2012. 09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극판슬리팅 장치”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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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금속, 테이프, 제지, 직물, 비닐 등의 

  절단에 사용

•Holder에 체결되어 Bottom knife와 맞물려 

  절단

•피삭재에 적합한 날각도, 재종을 선정하여 

  제작 가능

•규격외 제품은 주문제작 가능

HOLDER(SELF LOCK)TOP KNIFE

외경
(OD)

내경
(ID)

두께
(T)

날각도
(ANGLE)

테퍼
(TAPER)

68 46 0.5

45˚ 3.5˚

90 56 0.7

100 66 0.7

110 66 0.7

110 75 0.7

120 80 1.0

130 85 1.2

150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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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SNAPRING)

•광폭절단에 주로 사용

•개별적으로 측압을 조절

•규격외 제품은 주문제작 가능

•소폭(10mm미만), 다량의 절단에 

   주로 사용

•측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정밀한 

   소재 절단에 적합

•다량의 상도 취부시 조립시간 단축

HOLDER(SELF LOCK)TOP KNIFE

외경
(OD)

내경
(ID1)

나이프 내경
(ID2)

두께
(T)

55 35 46 10

70 40 56 11

80 45 66 13

80 45 66 18

90 50 75 19

95 55 80 19

100 60 8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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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KNIFE

•Top knife와 맞물려 절단

•Spacer와 조합해서 절단폭을 결정

•Self lock type은 단독작업 가능

•규격외 제품은 주문제작 가능

외경
(OD)

내경
(ID)

두께
(T1)

날폭
(T2)

날각도
(ANGLE)

60 35

10 8.5 5˚

60 40

74 50

80 55

86 60

100 75

120 90

1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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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R

•Top knife와 맞물려 절단

•Spacer와 조합해서 절단폭을 결정

•Self lock type은 단독작업 가능

•규격외 제품은 주문제작 가능

•Bottom knife와 조합해서 절단폭을 조절

•Aluminum - 변형에 약하지만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움

•Steel - 무겁고, 부식의 발생위험이 있지만 변형이 적음

•Stainless(sus420) - 고가이나 부식이 없고, 정밀함

•규격외 제품은 주문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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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KNIFE

•테이프 및 필름 등의 절단에 사용

•원단의 크기에 따라 외경 선정(Ø10단위)

•Ø150 미만은 지관 및 PE core 절단에 사용

•조도를 향상시켜 점착제의 전이 및 이물질 

   발생 방지

•규격외 제품은 주문제작 가능

외경
(OD)

내경
(ID)

두께
(T)

날각도
(ANGLE1)

덧날각도
(ANGLE2)

100

25.4

1.2

30˚

4

120 1.5 4

160 2 4

180 2 4

200 2 4

250 2.5 5

300 2.5 5

350 3 5

400 3.5 6

45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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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 KNIFE

•1㎛ 이내의 평탄도와 높은 표면조도를 유지

•FCCL, COF, ACF, ITO, OCA, 2차전지용 극판,    

   분리막 등 정밀도 및 청결도가 요구되는 

  소재의 절단에 유리

•규격외 제품은 주문제작 가능

외경
(OD)

내경
(ID)

두께
(T)

100 65 0.7

100 65 5

118 80 1

130 80 1

130 88 1

130 70 5

130 6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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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SLITTER

•혈당측정용 Strip, 뇨분석 및 혈액분석용 Unit 

•체외진단용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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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HOLDER

•섬유, 부직포, Sand paper 등의 절단에 사용

•나이프의 가공에 따라 절취선 작업 가능

•Air regullator로 깊이 조절 가능

•하부롤에 내구성이 높은 특수강을 사용하여 수명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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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HOLDER
•정밀한 깊이 조절 가능

•완전 절단 및 반칼 작업가능

•나이프의 가공에 따라 절취선 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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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기용 나이프

■분쇄기용 ■기타

■Straight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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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기용 나이프

기타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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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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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5-43(금승리 589-2) 국가산업단지내

Tel : 031-942-0066               Fax : 031-942-0361

E-mail : knipia@knipia.com      Homepage : www.knipia.com

0532-8965-1317.1327.1337 0510-8822-2231~2

0532-8965-1397 0510-8822-2230

중국 칭다오 중문주소

青岛大青精工有限公司

青岛市城阳区烟青路前田工业园

중국 칭다오 영문주소

QingDao Daqing Seiko Co., Ltd

Qiantian Industrial Park, Yanqing Road, Chengyang District, Qingdao, China

중국 칭다오 중문주소

青岛大青精工有限公司

青岛市城阳区烟青路前田工业园

중국 칭다오 영문주소

QingDao Daqing Seiko Co., Ltd

Qiantian Industrial Park, Yanqing Road, Chengyang District, Qingdao,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