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는 30년 이상의 유압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브랜드를 구축하였으며, 전 세계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을드립니다.

Sinde srl그룹은 유럽표준(EC)을 기준으로 기계를 제조

하며, 우리의 제품은 품질, 혁신 및 안전을 보장 할 수 있

습니다.

R&D 센터에지속적인투자를함으로써, 글로벌판매네트

워크확장에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전세계에 명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기계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

다. 또한새로운제품의개발로세계시장을선도하고있습

니다.

Fluidmec Spa, Sinde Srl, Effegi Systems Srl,

Brescia hydropower Srl, Brescia Hydroservice

Srl, ununis Srl, Fluidsense



R&D에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
키며, 새로운 제품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할 여지없는 높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국내외 인
지도를높였습니다.

OP 브랜드는 주요 업계들에게 받은 호평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광범위한 파트너들을 통해 다양
한제품을제공할것을약속드립니다.

모든 OP 제품은 EC 스탠다드를준수.

일찍이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능적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OP는 “UNI EN ISO
9001:2008”라는품질보증인증서를획득했습니다.

외부 업체에의존하지않고더나은제어제품의품질
을 위해, OP는 장비의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Sinde
SRL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조립, 테스트
및 완성은 자체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끊임없이 카탈로그 제품의 신속한 납품을 보장하기
위하여보증합니다.



All OP machines
conform to the
following standards:

•MACHINE DIRECTIVE (2006/EC)

Reference standards:
UNI EN ISO 12100-1 Safety of the machine
UNI EN ISO 13850 Safety of the machine

Emergency stop system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Reference standard:
EN 60204-1 Safety of the machine
Electric equipment of the machine

•DIRECTIVE ON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2004/108/EC)

Reference standards:
CEI EN 61000-6-4 Emission
CEI EN 61000-6-2 Immunity







ES3 특징

3 cycles : 수동, 반자동, 자동

5.7”인치사이즈이며, 320x240 픽셀및 262,000 색체.

Swaging(스웨징) 지름설정기능

opening(오프닝) 지름설정기능

Swaging(스웨징) 지름조절설정기능

Swaging(스웨징) 시간설정기능

200개의영&숫자코드지원

총수량또는부분수량카운트기능

부품번호저장기능

밀리미터및인치사용

선택사항

압력조절되는 swaging (스웨이징)

압력 속도 컨트롤 시트템 (기존의 속도와 비교하여, 고압 호스

에속도및안정성을고려하여설계)

ES3에서 PC까지 데이터 저장 및 연결을 위한 USB 포트.

USB 포트 사용으로 데이터 전송 (새로운 클렘핑 머신에 다시

데이터를 셋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ES3컨트롤 보드의 메

모리에서부터다른 ES3 컨트롤 보드까지, 일반적인 USB 플레

쉬 구동으로 데이터 전송 가능, ) 또는 Ethernet 랜 포트를 가

지고전송가능.

품질체크 - 제어된직경과결합된압력과정

멀티텝 - 다섯가지다른직경으로까지셋업가능한능력

새로운 ES3은 전자 제어 방식으로 더욱 더 안전함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ES 시리즈는 전자 제어를 통해 사용하
기 쉽게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뛰
어난성능과최대의정밀도를보장합니다.

터치 스크린방식의 운영프로그램은 누구나에게 아주
짧은기간내에시스템을사용하는방법을배울수있
도록도와줍니다.



클리닝 및 보전/유지 KIT

현재, OP는 H144, H135, H130, H80, H79, H59,
H54, H7912V 그리고 H54 12V 클림퍼의 클리닝 및
보전 kit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클림핑 머신의 수
명이연장될수있습니다.

이 단순하고 저렴한 시스템은 적절한 기계 부품, 씰,
보전/유지 용품을 제공하고 기계의 작동 수명을 보장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특수 보전용품을 구입을 필요
로하지않습니다.

이 특별한제품은빠르고쉬운사용으로해체작업없
이 30분 이내에 클림핑 헤드의 완벽한 청소를 보장합
니다.

기기존존의의 OOPP치치구구 외외 아아래래와와 같같은은 별별도도 다다른른 타타입입의의 치치구구를를 제제공공
할할수수있있습습니니다다..

인인터터록록 치치구구((11))
기존의 다이보다 더 길며, 클램핑 인터록 페럴(crimping
interlock ferrules)에 적합

마마킹킹 치치구구((22))
클림핑하는동안페룰에마킹가능

특특수수 치치구구((33))
고객의요청에따른형태및치수

KIT는 아래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액
용액통부착스프레이
연결튜브
웨지(wedges)
기타 도구

특수 다이

특허받은빠른다이체인징시스템

일반적인 HOSE CRIMPER는 각각의 호스 직경에 대
해 각각의 DIE(툴)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낭비
를초래할수있습니다.(수동변환)

OP 퀵 체인지 툴은 간단한 조작으로 셋팅 시간을 단
축함으로써, 작업 효율을높일수있습니다.

이 특허받은 시스템의 독특한 특징은 크리핑 헤드부
분에 다이의 적절한 위치에 가도록 하는 센터링 가이
드입니다.

이러한방법은작업자및기계가어떤위험에노출없
이매우쉽고단순한작동으로만듭니다.

부정확한 위치로 세팅되면 다이 홀더 및 다이의 손상
을일으키고, 작동 방해및수리비가발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