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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금형 주형용 수지, 
 금속 접착제 및 화학계통 부품.

볼 인서트, 볼 레일,
공압 전기 컨베이어 벨트,

공압 바이브레이터

캠(FIBRO 소형 캠, KBV1 및 KBV2)

전자 표준 규격품 카달로그 2D/3D로 
60,000개 이상의 표준 부품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개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자
가 모든 세부 내용, 특히 자동차 제
조를 위한 스탬핑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선택 마법사를 이
용하여 복잡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표준 규격품 카달
로그 2D/3D로 제공되는 개별적인 모
듈을 조합할 수 있으며, 마우스 클릭
으로 CAD 데이터와 주문 텍스트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바로 지
원합니다.
• Pro/E(V20 이상)
• Ideas(V4.0 이상)
• Autocad(R13 이상)
• Catia(V4.1.7 이상)

그 밖의 인터페이스는 다음을 참조
하십시오.
http://fibro.partserv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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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캠

경사캠
 
롤러캠

1958년 정밀 부품 제조사로 설립
되어, 공구 제작 및 기계 제작을 위
해 표준화된 부품 프로그램을 개
발했습니다.

1962년에는 정밀 로터리 테이블을
개발했고 같은 해 하스메르스하임
(Hassmersheim)공장이 가동을 시
작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700여 명의

FIBRO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FIBRO-화학 제품 이송 관련 부품 캠부품
표준 규격품 카달로그 2D/3D,  
자동차 제조 스탬핑 선택 마법사 적용. FIBRO - 귀사의 제조 파트너

표준 규격품

전기식 
컨베이어벨트
공압식 
컨베이어
전기 기계식 
컨베이어

대리인:

표준 규격품

FIBRO GmbH DE  
Geschäftsbereich Normalien 
August-Läpple-Weg 
74855 Hassmersheim 
T +49 6266 73-0 
F +49 6266 73-237 
info@fibro.de

FIBRO France Sarl FR  
26, avenue de l‘Europe 
67300 Schiltigheim 
info@fibro.fr

FIBRO Inc. US  
139 Harrison Avenue 
Rockford, IL 61104 
info@fibroinc.com

FIBRO Asia Pte. Ltd. SG

9, Changi South Street 3, #07-04 
Singapore 486361 
info@fibro-asia.com

FIBRO INDIA  IN  
STANDARD PARTS PVT. LTD. 
Plot No.: A-55, Phase II 
Chakan Midc 
Taluka Khed, Pune - 410 501 
info@fibro-india.com

FIBRO (SHANGHAI)  CN  
STANDARD PARTS CO., LTD. 
2F, Building No. 30 
No. 188 Hedan Road 
Freetrade Zone, Shanghai 200131 
info@fibro-china.com

FIBRO KOREA CO. LTD. KR  
Namdongsanggong Bd. 401ho  
632-1, Gojan-Dong, Namdong-Gu 
Incheon, 405-817 
T +82 32 8210 131 
F +82 32 8210 030 
fibro@chol.com

www.fib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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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 GmbH
Geschäftsbereich Normalien
August-Läpple-Weg
DE-74855 Hassmersheim
T +49 6266 73-0*
F +49 6266 73-237
info@fibro.de · www.fibro.com

FIBRO GmbH
Geschäftsbereich Rundtische
Weidachstraße 41-43
DE-74189 Weinsberg
T +49 7134 73-0*
F +49 7134 73-120
info@fibro.de · www.fibro.com



연마 플레이트 및 스틸 운반 부품 및 고정 부품 가이드 부품 펀치 및 정밀부품 코일 스프링, 플라스틱
스프링, 가스 스프링 Rubber/우레탄 제품, FIBROFLEX다이 세트

금형 제작용 스프링, 포밍, 기계
및 장치 제작, DIN ISO 10243 을

따르는특수 나사 압력 스프링,
접시 스프링 및 스프링 형태 요소,

플라스틱 스프링, 가스 스프링.
모든 FIBRO 가스 스프링은

압력 기기 지침(PED)
97/23/EC 를 따릅니다

▲◀◀ 가스 스프링 파워 라인
▲◀ 가스 스프링
◀◀ LCF 가스 스프링 
◀ 컨트롤 가스 스프링

플레이트, 파이프 및 프로파일은
민감한 표면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

및 소형 배치 생산에대해
특수 솔루션 을 제공하는 성형
부품입니다. 버퍼, 스트리퍼 및

이젝터로 활용▲
 FIBROFLEX®

특수 부품

커팅 펀치, 커팅 펀치 및 커팅 부싱용
마운팅 플레이트, 이젝터 핀,

실린더 핀, 테스트 핀, 날짜 스탬프,
펀치 및 스탬핑 유닛

  ▲
자동차 산업용 펀치

금형 및 장치용 가이드 부품, 다양한
형태의 가이드 포스트 및 가이드 부

시, 슬라이드 가이드, 롤러 가이드 및
볼 가이드

무급유 가이드 부품, 몰드 제작,
공구 제작, 장치 제작 및 기계

제작용 원형 가이드 또는
평면 가이드

샹크, 리프팅 고리, 후크,
아이 볼트, 로드 링,

리프팅 핀, 래싱 아이,
서포팅 볼트 및 리프팅 플랜지,

클램프 및 클램핑 조,
스크류 잭, 스텝 블록,

조정 나사, 클램핑 공구 세트

강 및 알루미늄 소재 플레이트,
평면 강 및 각형 강, 공구 강,

정밀 필러게이지 및 패드 필름

주철, 알루미늄 또는 강 소재
다이 세트

 ▲
정비가 필요없는

슬라이딩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