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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DON, E & R

Convolution Profiling System (CPS-2000)  

CPS-2000 precisely measures many features of 
convolution type fin strips including height, fin 
pitch, percentage fin bond, and more.   

Louver Angle Checker (LAC-2000)  

LAC-2000 is designed to inspect louvered fin 
samples produced by a fin mill or a stamped 
plate-type press.

Tube Profiling System 

TPS-2000 is designed to precisely measure 
a variety of tubes used in the heat exchanger 
industry.

Location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7길 16-26
Phone : +82-54-972-6767 
Website : www.mywesttech.com

주식회사 웨 스 텍
Westtech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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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2000
•FIN 샘플의 각 창에 대해 각도 및 벌크 트렌스미션의 합성된 결과 값 측정 (공구의 마모 파악)
•측정값에 대한 쉬운 해석 및 이용 
•150개 지역에서 사용되는 인정받은 전 세계적인 측정 표준입니다. 
 델파이와 비스테온과 같은 주요 제조 회사들은 기술 문서에 각도 및 벌크 트렌스미션은 ‘JODON LAC-2000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PS-LAM
•개별의 방열공 각도, 휘어짐, 길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LAM은 벌크 트렌스 미션 측정 불가)
•샘플을 제대로 위치 시키기 위한 몇가지 기술들이 요구됩니다.
•방대하고 자세한 측정값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몇가지 기술들이 요구됩니다.

CPS-2000
CPS 시스템을 LAC와 LAM에 비교하자면, CPS 시스템은 LAC와 비슷합니다. CPS 시스템 또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CPS 측정값은 변형될 수 있는 간략한 문서로 요약되므로 생산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하기 위한 
(허용된 공차에 대한) 측정값만 볼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에서 LAC와 CPS를 (LAM과 함께) 나란히 두고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제품 생산 준비와 관리를 위한 잦은 LAC & CPS 사용
•제품 생산 준비와 모니터링에 LAM 사용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LAC, CPS, LAM 사용

Capability

에머슨 & 렌윅사는 100년여의 풍부한 엔지니어링 경험으로 튜브 밀을 공급합니다. 
200대 이상의 기계가 판매되어 품질이 증명된 이 기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최고의 기계입니다.

Strip in feed speed 150 m/min

Cut rate
300 parts/min maximum 
(Tube length dependant)

Tube length range 130 to 1200 mm.
Tube major dimension range 12.0 to 42.0 mm
Tube minor dimension range 1.2 to 3.0 mm
Maxi coil DIA 1800 mm. 
Coil core DIA 250 mm. 
Maximum strip width 30 to 100 mm. 
Maximum coil weight 700 kgs
Material thickness range 0.16 to 0.4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