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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From CEO We deeply appreciate you for your steady support 
and encouragement to our company, DAESHIN 
Machinery Co.,Ltd.

Daeshin is a company that manufactures industrial 
plants, which produce industrial bags, food bags and 
other types of bag that are closely related to living. 
We ar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package 
bag industry of domestic and overseas with constant 
effort on R&D.

Since 1995, Daeshin has grown along with its 
customers, and has been devo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duce environmental friendly 
and efficient bags by minimizing pollutants.

As a result, we developed “CI Flexographic printer,” 
as well as “fully automatic bag production line” 
and “numerical control cutting machine” which are 
capable of maximum production with minimum 
number of people. We are convinced that this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bag production industry 
and has achieved a level of technology and quality 
which is suitable for the world market.

CEO KWON KYUNG DA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 협력 협정

Newly Build a Factory & 
Head Office in 5Ra, #301-4, 
Sihwa industrial Complex, 
672-28, Seonggok-Dong, 
Danwon-Ku, Ansan-City, 
Gyeonggi-Do, Korea.
본사 및 공장 이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28)

Registered as a venture 
enterprise by the Regional 
Office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f Gyeonggi-do, Korea.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등록

Technology-Preferential 
Guarantee provided by 
the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업 선정

1995

2003

2000

2011

1997

2006

2001

2014

2018

1998

2008

2002

2016

2019

Company established.
대신기계(주) 설립
대표이사 권경대

Designated as a Military-
service indemnifying 
Business by the Korean 
Government.
병역 특례업체 선정

Certified ISO 9001   
ISO 9001 인증 획득

Became a member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무역업 등록

Designated as an Export 
Supporting Enterprise by 
the Gyeonggi-do Trade 
Center, Korea.
무역센터 지정 수출지원
기업 선정

Designated as an Medium-
size Export-specialize 
Enterprise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Gyeonggi-
do, Korea.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기업 선정

Designated as a Promising 
Medium-size Exporting 
Company by the Korean 
Government.
경기 수출요망 중소기업 지정

Certified ISO 9001 : 2000  
ISO 9001 : 2000 인증 획득

Awarded the prime 
Minister prize for 
outstanding achievement 
in Export record Achieved 
three million Dollar 
in annual export.
한국 무역협회 300만불 
수출탑 수상

Establishment as 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R&D Center)  
기업부설연구소 개설

Designated as a 
Promising Medium-size 
Exporting Company by 
the Korean Government.  
수출 유망중소기업지정 선정

Awarded 2018 Export-Merit 
enterprise by Provincial 
Government of 
Gyeonggi-do, Korea.
2018 경기도
수출 유공자 수상 

Awarded by Gyeonggi 
Exporter Association
Gyeonggi-do Export 
Enterprise Day in 2019.
2019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표창

About Daeshin History
연혁

대신기계(주)는...

Based on our customers' trust, we will do our best to be a 
company that responds to the global era.

We will devote our enthusiasm to satisfy our customers and 
to enlarge your productivity, and we always expect to hear 
our customers’ generous advice and encouragement. 

Wishing the development and good luck of your compan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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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system for bag production
포대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Bottom forming equipment 
Bottomer 장비

Various automatic sewing equipment
각종 자동 봉재 장비

Paper bag manufacturing equipment
종이 포대 제조 장비

Plastic bag manufacturing equipment
플라스틱 포대 제조 장비

Printing equipment using Flexographic Type
후렉소 방식을 이용한 인쇄 장비

Our Technology
우리의 기술

Technology

Design 
설계

Assembly 
조립

Process 
가공

Erectricity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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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Our Technology • Patent Registration

Patent Registration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10-1247244 10-070401310-1758656 10-1684932

Certificate of Patent

10-1758656 20-04216430345495 02706000343760 0156716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Normal Stack Type Flexo-Graphic Printing Press 
스텍타입 후렉소 인쇄기

Model : DPR-4FP/6FP  
08
Prin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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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is a stack type flexo-graphic printing machine that can perform high-quality and sophisticated printing.
• You can use PP woven cloth web, paper or PP+paper sandwich web. Roll-to-Roll Type is applied to unwinding and  
   rewinding after printing.
• Drying device can be controll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printing speed, web characterics and work environment.
• It is easy to operate so that increases efficiency of production.
• You can change the machine lin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 본 기계는 스텍타입 후렉소 인쇄 전용기로써 고품질의 정교한 인쇄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 직조된 PP 원단이나 종이 또는 PP+종이 샌드위치 원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롤로 되어 있는 원단을 풀어서 인쇄 후 다시 되감는 Roll to Roll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건조장치는 인쇄의 속도, 원단의 특성 및 작업 환경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 조작이 쉽고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PR-4FP/6FP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 속도 m/min Max. 200*

Web Diameter 원단 경 mm Max. Ø1,300

Web Width 원단 폭 mm Max. 1,200**

Print Colors 인쇄 도수 Colors 4 ~ 6

Print Length 인쇄 길이 mm Max. 1,200**

Print Width 인쇄 폭 mm Max. 1,150**

Available Web Material 원단 재질 - PP (Polypropylene), Paper, PP+Paper 

Reel Diameter 리와인딩 경 mm Max. Ø1,300

Gear Pitch 인쇄 피치 mm 10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120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13.5 X W : 3.5 X H : 4.5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You can change product specification.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잉크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 사양에 따라 변경 가능함.



Central Impression Flexo-Graphic Printing Press
CI  후렉소 인쇄기

Model : DPR-CI6FP
Patent Reg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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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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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is CI flexo-graphic printing machine which performs the highest quality printing.
• By applying CENTRAL IMPRESSION ROLL, it is possible to print with high precision by minimizing the shaking of web.
• You can use PP woven cloth web, paper or PP+paper sandwich web. Roll-to-Roll type is applied to unwinding and rewinding after printing.
• Drying device can be controll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printing speed, webs characteristics and work environment.
• It is easy to operate so that it increases efficiency of production.
• You can change the machine lin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 본 기계는 CI 후렉소 인쇄 전용기로써 최고 품질의 인쇄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 CENTRAL IMPRESSION ROLL을 적용함으로써 원단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정밀도 높은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직조된 PP 원단이나 종이 또는 PP+종이 샌드위치 원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롤로 되어 있는 원단을 풀어서 인쇄 후 다시 되감는 

  Roll to Roll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건조장치는 인쇄의 속도, 원단의 특성 및 작업 환경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 조작이 쉽고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PR-CI6FP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You can change product specification.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잉크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 사양에 따라 변경 가능함.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 속도 m/min Max. 250*

Web Diameter 원단 경 mm Max. Ø1,300

Web Width 원단 폭 mm Max. 1,200

Print Colors 인쇄 도수 Colors 4 ~ 6

Print Length 인쇄 길이 mm Max. 1,200**

Print Width 인쇄 폭 mm Max. 1,150**

Available Web Material 원단 재질 - PP (Polypropylene), Paper, PP+Paper 

Reel Diameter 리와인딩 경 mm Max. Ø1,300

Gear Pitch 인쇄 피치 mm 10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100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13.5 X W : 3.5 X H : 4.5



PP Woven Cloth/Paper Cloth Tubing Machine
PP 제대기

Model : DTM-102
Patent Reg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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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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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produces PP Woven cloth bags and PP+paper sandwich bags for industrial, agricultural and food use.
• This machine produces tubes by forming PP woven cloth web or PP+paper sandwich web in tube form according to the product specifications,
   pasting them by the palstic resin, and cutting them by the cutting knife. 
• Flexo-graphic printing unit can be configured inline, and when printed papers are used, they can be cut by register marks.
• Features are characterized by robustness even in high-speed operation.
• You can change the machine lin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 본 기계는 공업용 및 산업용 중포장 포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직조된 PP 원단이나 PP 종이 샌드위치 원단을 생산제품 사양에 따라 튜브 형태로 성형하고 플라스틱 레진으로 접합한 후 커팅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 후렉소 인쇄기를 인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인쇄된 원단을 사용할 때는 레지스터 마크에 의해 커팅 할 수 있습니다.

• 고속 운전에서도 최적화된 견고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TM-102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170 ~ 220*

Web Diameter 원단 경 mm Max. Ø1,300

Web Width 원단 폭 mm Max. 1,200

Cutting Length 컷팅 길이 mm 500 ~ 1,200 

Tube Width 튜브 폭 mm 350~510(With Gusset) / 350~585(Without Gusset)

Gusset Width 가세트 폭 mm Max.200

Print Colors 인쇄 도수 Colors 2 ~ 4

Print Length 인쇄 길이 mm Max. 1,200

Print Width 인쇄 폭 mm Max. 1,150

Number of Ply 원단 겹수 Ply 1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70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23 X W : 5.5 X H : 4.2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ulti-Wall Paper Tubing Machine
종이 제대기

Model : DTM-202
14
Tub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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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produces paper bags for industrial, agricultural and food use. 
• It produces tubes by forming multiple layers of kraft papers and other paper in tube form according to the product specifications, pasting them
   by the glue, and cutting them by cutting knife. 
• Flexo-graphic printing unit can be configured inline, and when printed papers are used,  they can be cut by register marks.
• You can configure the device to check the contents inside of the bag by inserting the sight window punching unit and film inserting unit inline.
• You can change the machine lin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 본 기계는 농식품 및 산업용 중포장 포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여러 겹의 크라프트 및 기타 종이 원단을 생산제품 사양에 따라 튜브 형태로 성형하고, 풀에 의해 접합한 후 커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 후렉소인쇄기를 인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인쇄된 원단을 사용할 때는 레지스터 마크에 의해 커팅 할 수 있습니다.

• 투시창 펀칭기와 필름삽입기를 인라인으로 하여 Bag 안쪽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TM-202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150 ~ 220*

Web Diameter 원단 경 mm Max. Ø1,300

Web Width 원단 폭 mm Max. 1,200

Cutting Length 컷팅 길이 mm 500 ~ 1,200 

Tube Width 튜브 폭 mm 350~510(With Gusset) / 350~585(Without Gusset)

Gusset Width 가세트 폭 mm Max.200

Print Colors 인쇄 도수 Colors 2 ~ 4

Print Length 인쇄 길이 mm Max. 1,200

Print Width 인쇄 폭 mm Max. 1,150

Number of Ply 원단 겹수 Ply 1 ~ 6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45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13.5 X W : 3.5 X H : 4.5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rcular Web Gusset Forming And Cutting Machine
써큘러원단 제대기

Model : DGC-IC

16
Tubing Machine

DPGC-4FP/6FP
Printing, Gusset Forming and Cutt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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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produces PP bags for industrial and agricultural use. 
• Production of Circular Woven cloth PP web by cutting and printing after printing and gusset forming according to product specification.
• Flexo-graphic printing unit can be configured in-line and can be printed on both sides or in cross-sections according to 
   production specifications.
• When using printed web, they can be cut by register marks.
• You can change the machine lin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 본 기계는 공업용 및 산업용 중포장 포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써큘러로 직조된 PP 원단을 생산제품 사양에 따라 인쇄와 가셋트 성형 후 커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 후렉소인쇄기를 인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생산제품 사양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쇄된 원단을 사용할 때는 레지스터 마크에 의해 커팅 할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PGC-4FP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Max. 120*

Web Diameter 원단 경 mm Max. Ø1,300

Web Width 원단 폭 mm Max. 800

Cutting Length 컷팅 길이 mm 600 ~ 1,200 

Tube Width 튜브 폭 mm 350~650(With Gusset) / 400~800(Without Gusset)

Gusset Width 가세트 폭 mm Max.150

Print Colors 인쇄 도수 Colors 2 ~ 6 (One Side , Both Side)

Print Length 인쇄 길이 mm Max. 1,200

Print Width 인쇄 폭 kW Max. 750

Number of Ply 원단 겹수 Ply 1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20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11.7 X W : 2.5 X H : 3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utomatic Valve Forming & Both End Sewing Line
자동 미싱기

Model : DASM-4
18
Automatic Sew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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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is the main production equipment for industrial cement bag.
• It is equipment to produce bags using tubes produced in the tubing machines.
• The machine configuration is automatically connected to the process in the order of Auto Feeder → Valve Former → Both end Sewing → Counter Stacker.
• Each part is designed independently for each drive, and it is possible to customize from the operator, and it has featur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ion 
   and minimize the defect rate.
• It is easy to operate and simple to increase efficiency of bags production.
• The machine specifica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duct spec.

• 본 기계는 산업용 시멘트 포대를 주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제대기에서 생산된 Tube를 이용하여 완성된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기계의 구성은 공급장치 → 귀접이 장치 → 더블 미싱기 → 카운터 배출부 순서로 공정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 각 파트별 구동이 서로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작업자의 맞춤 설정이 가능하며,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과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작이 쉽고, 간편하게 되어있어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ASM-4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50*

Tube Length 튜브 길이 mm 620 ~ 850 

Tube Width 튜브 폭 mm 300 ~ 420

Gusset Width 가세트 폭 mm 75

Crepe Paper Width 크립지 폭 mm 50 ~ 60

Available Tube Material 튜브 재질 - Paper, PP+Paper

Sewing Head 미싱 헤드 - Right: DN-2HS, Left: DN-2LHS

Sewing Stitch Range 미싱 간격 mm 7 ~ 12

Thread Cutter 컷터기 - Right: NLC, Left: NLC-L

Main Drive Motor 메인 모터 - AC5Hp Controlled by inverter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8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9.7 X W : 2 X H : 1.9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utomatic Single Sewing Line
싱글 미싱기

Model : ASM-3
20
Automatic Sew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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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produces bags for industrial, agricultural and food use.
• It is equipment to produce bags using tubes produced in the tubing machines.
• It is multi-purpose equipment that can be used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rice bags, livestock feed bags, and plastic resin bags.

• Each part is designed independently for each drive, and it is possible to customize from the operator, and it has featur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ion and minimize the defect rate.
• It is easy to operate and simple to increase efficiency of bags production.
• The machine specifica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duct spec.

ASM-3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Max. 55*

Tube Length 튜브 길이 mm 600 ~ 900 

Tube Width 튜브 폭 mm 400 ~ 500

Gusset Width 가세트 폭 mm Max. 100

Crepe Paper Width 크립지 폭 mm 50 ~ 60

Available Tube Material 튜브 재질 - Paper, PP+Paper

Sewing Head 미싱 헤드 - DN-2HS

Sewing Stitch Range 미싱 간격 mm 7 ~ 12

Thread Cutter 컷터기 - NLC

Main Drive Motor 메인 모터 - AC3Hp Controlled by inverter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7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6.4 X W : 2.1 X H : 1.9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기계는 농식품 및 산업용 중포장 포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제대기에서 생산된 Tube를 이용하여 완성된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써 쌀 포대, 가축사료포대, 플라스틱 레진 포대 등 광범위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각 파트별 구동이 서로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작업자의 맞춤 설정이 가능하며,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과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작이 쉽고, 간편하게 되어있어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SM-3 크립지와 같이 봉재하는 타입. ASLM-3 봉재된 부분에 풀칠된 보강지를 붙이는 타입.

ASLM-3H 봉재된 부분에 핫멜트가 코팅된 보강지를 붙이는 타입.

ASM-3 Thread and Crepe paper together Sewing. ASLM-3 Latex cover sheet attachment after Sewing.

ASLM-3H Hot-melt cover sheet attachment after Sewing.



Automatic Bottom Folding & Sewing Line
폴딩 미싱기

Model : 4D-2F
22
Automatic Sew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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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produces PP bags for industrial, agricultural and food use.
• This is an equipment for manufacturing products by sewing after folding one bottom side once or twice using PP woven cloth tubes produced 
   by the tubing machine.
• The machine configuration is automatically connected to the process to Tube Alignment → Folding → sewing → discharge and Counter.
• It is easy to operate and simple to increase efficiency of bags production.
• The machine specifica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duct spec.

• 본 기계는 산업용, 농업용 및 식품용 중포장 PP 포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제대기에서 생산한 직조된 PP 튜브를 이용하여 한쪽 바닥 부분을 한번 또는 두 번 접어서 봉재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구성은 Tube 정렬부 → 폴딩부 → 미싱부 → 배출 및 카운터로 순서로 공정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 조작이 쉽고, 간편하게 되어있어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D-2F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50*

Tube Length 튜브 길이 mm 600 ~ 900 

Tube Width 튜브 폭 mm 420 ~ 550

Folding Width 폴딩 폭 mm 15 ~ 30

Available Tube Material 튜브 재질 - PP(Polypropylene), PE

Sewing Head 미싱 헤드 - DN-2HS

Sewing Stitch Range 미싱 간격 mm 7 ~ 12

Thread Cutter 컷터기 가위식 컷팅 Scissors Type Cutter

Main Drive Motor 메인 모터 - AC5Hp Controlled by inverter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6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7.7 X W : 2.1 X H : 1.9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ottom Square Paper Bag Making Line
사각백 제대기

Model : DSOS-22M
24
Bottom Square Paper Bag 
Making Line 

• This machine is a device to produce small paper bag.
• It is optimized to produce thinner and narrow paper bags, 
   such as machine specification.
• Simple operation makes it possible to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 본 기계는 소형 종이Bag를 생산하는 장비 입니다. 

• 기계사양과 같이 비교적 종이가 얇고 폭이 좁은 제품을 

  생산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조작이 간편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DSOS 22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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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DSOS Series is an equipment for producing food and  industrial paper bags needed in real life.
• Model DSOS Series is an machine that uses papers to form tubes,  cuts to a certain length, and forms the bottom square shape.
• Model DSOS Series are categorized into DSOS-22M, DSOS-17M,  and DSOS-17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ags and the material of the papers,  
   Each operation is design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 Flexo-graphic printing unit can be configured inline,  and when printed papers are used, they can be cut by register marks.
• The machine specifica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duct spec.

• 모델 DSOS 시리즈는 실생활에 필요한 식품용 및 산업용 종이 Bag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모델 DSOS 시리즈는 종이 원단을 이용하여 튜브 형태로 성형하고 일정한 길이로 절단을 하여 바닥 부분을 사각 형태로 성형하는 기계입니다. 

• 모델 DSOS 시리즈는 생산재품의 크기와 종이 원단의 재질에 따라 DSOS-22M, DSOS-17M, DSOS-17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작동 방식은 생산재품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 후렉소 인쇄기를 인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인쇄된 원단을 사용할 때는 레지스터 마크에 의해 커팅 할 수 있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SOS Series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Max. 120*

Web Diameter 원단 경 mm Max. Ø1,300

Web Width 원단 폭 mm Max. 870

Cutting Length 컷팅 길이 mm 260 ~ 620

Bag Width 백 폭 mm 90 ~ 250 / 140 ~ 300

Bag Length 백 길이 mm 220 ~ 560

Bottom Square Width 바닥 폭 mm 60 ~ 160

Print Colors 인쇄 도수 Colors 2 ~ 4

Available Web Material 원단 재질 - Paper

Number of Ply 원단 겹수 Ply 1 ~ 2 (40g/m2)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15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15 X W : 3 X H : 3.5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ottom Square Paper Bag Making Line
사각백 제대기

Model : DSOS-17M
26
Bottom Square Paper Bag 
Mak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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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produces paper bags for food, agriculture and industrial use.
• It is optimized to produce relatively thick and wide paper bag products.
• Two ply of papers can be used and patch attaching unit can be installed of bottom-formed position to enhance the durability and quality of the bag.

• 본 기계는 식품용, 농업용 및 산업용 종이 Bag을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 비교적 종이가 두껍고 폭이 넓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적화되어있습니다.

• 2겹의 종이 원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 성형된 부분에 패치 부착기를 추가 설치하여 Bag의 내구성 및 품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DSOS-17M

SPECIFICATION DSOS-17M DSOS-17

Capacity 생산량 Pcs/min Max. 100* Max. 150*

Web Diameter 원단 경 mm Max. Ø1,300 Max. Ø1,300

Web Width 원단 폭 mm Max. 1,030 Max. 1,030

Cutting Length 컷팅 길이 mm 500 ~ 850 350 ~ 600

Bag Width 백 폭 mm 150 ~ 340 260 ~ 340

Bag Length 백 길이 mm 430 ~ 780 280 ~ 530

Bottom Square Width 바닥 폭 mm 80 ~ 160 80 ~ 160

Print Colors 인쇄 도수 Colors 2 ~ 6 2 ~ 4

Available Web Material 원단 재질 - Paper Paper

Number of Ply 원단 겹수 Ply 1 ~ 2 (80g/m2) 1 ~ 2 (80g/m2)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64 Approx. 15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20 X W : 3 X H : 4 Approx. L : 15 X W : 3 X H : 3.5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성능과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One Side Bottomer
보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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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ide Bottomer

Model : DBT1020-1
Patent Registrations 

29
DAESHIN MECHINERY Co Ltd,.  

• This machine produces paper bags for food, agriculture and industrial use. 
• This equipment is used to produce by forming hexagonal shapes on one bottom side using a paper tube produced by the tubing machine. 
• First developed in Korea by Daeshin, and registered as a patent.
• Based on the accumulated technology and experience of DAESHIN machinery, it was designed with easy operation to increase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to increase competitiveness by minimizing defect rate.
• You can change the machine lin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 본 기계는 산업용, 농업용 및 식품용 중포장 포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제대기에서 생산된 종이 Tube를 이용하여 한쪽 바닥 부분을 육각 형태로 성형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현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특허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대신기계(주)의 축척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조작이 간편하고 쉽게 설계되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BT1020-1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Max. 90*

Tube Length 튜브 길이 mm 400 ~ 800

Tube Width 튜브 폭 mm 320 ~ 500

Bottom Width 바닥 폭 mm 100 ~ 120

Available Tube Material 튜브 재질 - Paper

Number of Ply 튜브 겹수 Ply 1 ~ 2 (80g/m2)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30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20 X W : 2.5 X H : 1.6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종류와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asy Open Bag Making Line
이지오픈백 제조기계

Model : DBE-1
30
Easy Open Bag Mak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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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chine produces paper bags for food, agriculture and industrial use. 
• Using a paper tube produced by the tubing machine, fold one bottom side twice and attach patch and cutting tape
   to produce the finished product.
• Production which is produced by this machine are easier to open the sewing bag type.  
   Also it prevents the foreign materials from entering when opened and produce functional bags that can protect the contents clean.
• Each process is automatically connected, minimizing the defect rate and enhancing product competitiveness.
• You can change the machine lin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 본 기계는 산업용, 농업용 및 식품용 중포장 포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제대기에서 생산된 종이 Tube를 이용하여 한쪽 바닥 부분을 2번 접은 후 패치와 커팅 테이프를 붙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 본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은 봉재 타입보다 개봉이 용이하고, 개봉 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여 

  내용물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Bag을 생산합니다. 

• 각각의 공정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불량률을 최소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 생산제품의 사양에 따라 기계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BE-1

SPECIFICATION

Capacity 생산량 Pcs/min Max. 90*

Tube Length 튜브 길이 mm 550 ~ 1,100

Tube Width 튜브 폭 mm 350 ~ 550

Gusset Width 가셋트 폭 mm 70 ~ 120

Patch Roll Diameter 패치 롤 경 mm Max. Ø800

Patch Width 패치 폭 mm 90 ~ 120

Available Tube Material 튜브 재질 - Paper

Number of Ply 튜브 겹수 Ply 1 ~ 2 (80g/m2)

Electric Capacity 전기 용량 mm Approx. 10

Machine Dimension 기계 크기 m Approx. L : 13 X W : 2 X H : 1.8

  * Actual speed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 quality of the fabric, ink performance and operator skill.

  * 실제 속도는 원단의 특성/품질 및 제품의 종류와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utomatic Flow System For Tube And Bag Packets
자동화 시스템

Model : Automation System
Patent Reg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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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Auto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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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n automation system that automatically feeds the tubes produced in the tubing machines to the sewing machine.
• This system will help to operate your tubing machines and sewing machines most efficiently. which will greatly enhance your productivity.
• Economical : It will help you reduce your labor costs and shorten the production time by eliminating intermediate processes.
• Spatial : As the waiting time of the intermediate product disappears, the pallet pile and the forklift moving route, which are invading your 
   main area, will be eliminated and it helps you to the space.
• This automation system can be combined with equipment that is not made in the our company, and you can build the system according to 
   your work-place.

• 제대기에서 생산된 Tube를 미싱기로 자동 공급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 귀사의 제대기와 미싱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로써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제적 : 귀사의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며, 중간 공정이 생략되어 제품 생산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 공간적 : 중간제품의 대기가 없어지면서 귀사의 주요 지역을 침범하고 있는 파렛트 더미와 지게차 이동노선이 없어져 공간 활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본 자동화 시스템은 대신기계에서 제작되지 않은 장비와도 결합이 가능하며, 귀사 작업장 공간과 환경에 맞춰 충족할 수 있는 

  배치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UTOMATIC SYSTEM

Tube Forming & Cutting Unit Tube
튜브 성형 및 컷팅유니트

Automatic Feeding Unit
자동 공급장치

Sewing Unit & Finished
봉제 및 완제품

PP WOVEN CLOTH / PAPER CLOTH TUBING MACHINE 
PP제대기 

Model : DTM-102 

MULTI-WALL PAPER TUBING MACHINE 

종이제대기 

Model : DTM-202

AUTOMATIC VALVE FORMING&BOTH END SEWING LINE  
자동미싱기 

Model : DASM-4

AUTOMATIC SINGLE SEWING LINE 

싱글미싱기 

Model : ASM-3 / ASLM-3 / ASLH-3H

AUTOMATIC BOTTOM FOLDING & SEWING LINE 

폴딩미싱기 

Model : 4D-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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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AESHIN MECHINERY Co Ltd,.  

34
'DAESHIN"S Globlal Customer

성공 파트너 대신기계(주)
The Partner For Your Success, 'DAESHIN Machinery'

DAESHIN Machinery, as your success partner, wishes the success of all customers who use 
the products of DASHIN Machinery.
대신기계(주)는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로써, 대신기계(주)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Best-quality machines, which is designed and assembled by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technicians, will help your company thrive.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숙련된 기술진에 의해 설계, 가공, 조립된 최상 품질의 기계가 여러분 회사의 번창을 
도울 것 입니다.

After installation and test running, we will train the operato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ensure the most efficient operation of the machine.
설치 및 시운전이 끝나면 일정기간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기계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n the event of a post-problem, DAESHIN Machinery will always be at your side and we will 
do our best to resolve the most effective way at the lowest cost.
사후 문제가 발생시 대신기계(주)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이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해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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