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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개요

BEIJING JINGDIAD GROUP 의 살아있는 역사가 기록된 기념비적인 QR코드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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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경정조 소개
북경정조 과학 기술그룹은 1994년 베이징 중관춘 MEN TOU GOU의 과학 기술지구에서 설립되어졌으며
국가로부터 기술 1등급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입니다.
현재 그룹의 임직원은 약 5,000여 명으로 이 중에 R&D 부문 인원만 9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현재까지 26년간 CNC 공작기계와 주변장치 CAD/CAM 등의 연구개발과 제조에 집중하여 왔으며
2017년도에는 북경정조 그룹이 “중국기계공업 백강기업”이라는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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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본사 진경

랑팡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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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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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JINGDIAO는 베이징 랑팡에 부지면적
22만㎡의 정밀 CNC공작기계 생산 연구 기지를
건설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그룹 전체적으로는
10개의 자회사와 40여 개의 직영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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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2019

현재 5,000여 명의 임직원들과 년 생산 규모 12,000대 달성

2018

독창적 “온머신 측정과 지능형 수정기술”의 정밀가공 기술 획득 및 광범위한 응용

2017

정조 고속가공센터는 0.1μ 제어로 공작물을 1μ씩 안정적인 절삭을 실현시켰습니다.

2016

JDPGT 시리즈의 일체형 제어 기술의 연구계발을 성공하였습니다.

2015

랑팡 정조 수치제어로 공작기계 생산기지에서 직접 검출방식의 JDVT 고속 가공기계를 생산하였습니다.

2014

신세대 북경정조 캐드캠 소프트웨어 서프밀7.0 출시 및 연 생산규모 6,800억원 달성

2013

신세대 북경정조 수치제어 시스탬 JD50을 출시 및 랑팡 정조수치 공작기계 생산에 적용

2012

징디아오 기계의 연생산량이 만대를 돌파하였으며 영업규모가 연간 3,5000억을 돌파하였습니다.

2011

북경정조는 년산 수치제어 생산규모에서 Top10”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연간 생산액이 2,5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랑팡 정조 수치제어 공작기계 생산기지를 착공하였습니다.

2010

북경정조 정밀기계제작유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08

북경정조 과학연구생산기지5차로써 정조정기빌딩을 준공하였습니다.

2006

“하이테크기업”이라는 영광의 칭호를 얻었으며, 5축연동 CNC수치제어조각기의

2005

연구개발 생산기지3차공장준공으로 대규모 부품제조 공장을 갖추고 Jd45 시리즈의

2004

캐드캠 소프트웨어 jppaint 5.0 정식 출시

2003

북경석용 경제개발구에 북경정조 연구생산기지를 설립하여 국가 중점 신사업회사라는 칭호 획득

2001

JDPMS 징디아오 기계를 출시하여 제 2세대의 징디아오 기계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2000

북경정조 기전 시스템 연구센터에서 북경정조 과학기술유한회사로 사명 변경

1999

정조조각기 캐드캠 소프트웨어 jppaint3.0 정식 출시

1998

온주에 첫 지점 설립

1997

캐드캠 소프트웨어 jppaint2.0 정식 출시

1996

자체 연구개발한 조각기용 캐드캠 소프트웨어 jppaint1.0을 정식 출시

1994

북경 중관춘에 북경정조 전기기계 시스탬 연구센터 설립 및 제1호의 정조 CNC조각기와

북경정조가 보유하고 있는 JD 상표가 북경시의 유명 상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마트 계열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징디아오 기계를 출시

탁상형 조각기 장비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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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심제품
베이징 징디아오가 개발한 최고의 정밀 고속가공센터는 4개 시리즈에 9개의 모델이 있으며
이 제품은 탁월한 복합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milling, turning, grinding, polishing, scraping,
홀 가공 및 나사 가공과 on machine 측정 장치, 스마트 보정 기능 등 다양하며 혁신적인 가공능력을
갖추었 습니다.

JD고속가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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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미세가공센터
"0.1μ Feeding, 1μ Cutting의 마이크로 정밀 밀링 가공능력을 실현하였습니다.
대표적 제품인 JDGR 시리즈 5축 고속 설비의 정밀도와 안정성은 고객으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JINGDIAD 고속가공센터의 "0.1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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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러 개발 - JD CNC 시스템
JD CNC 시스템은 BEIJING JINGDIAO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되어 졌으며 장비 설치 수량은
이미
10만 세트를 넘어섰습니다. 최신의 JD50 CNC 제어 시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지는 CNC 시스템의
표준규범에 완전히 부합되어 있으며 국제 규격의 어떤 CNC 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고객 요구의 가공기능에 따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밀 가공 기능을
편리하고 빠르게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n-marchin 측정기능과 스마트 보정기술을 혁신적으로 집적함으로써 JINGDIAO 기계의 스마트화된
CNC 제어 가공에 대한 중요한 보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극한 환경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탁월한 안정성
및 좋은 신뢰성을 구비하였습니다.
고객의 각기 다른 사용조건에 따른 맞춤 제작에 의한
개발을 실현함으로써 장비를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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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품의 개발-고속 정밀 동기 제어 스핀들
고속전기 스핀들은 밀링 절삭 가공을 수행하는 주동력으로 CNC 제어 기계의 가장 중요한 동력 부품이며
JINGDIAO 기계가 미세 밀링 가공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BEIJING JINGDIAO는 이미 10개 모델의 고속정밀 동기제어 스핀들의 자체 연구개발과 생산을 실현하였으며
세트화된 드라이브 장치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스핀들과 전기 구동 시스템은 빈틈이 없이 직접화 되어 저속 고토르크, 고속 저진동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 자체 연구 개발에 의한 제품으로써 애플리케이션별에 맞춰 스핀들의 강성, 전기모터의 특성 사용 용구 등
의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개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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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의 개발-고정밀도 직결형 인덱스 테이블
20여 년의 기술 축적을 거쳐 BEIJING JINGDIAO는 고정정밀 직결형 인덱스를 연구과학기술에서
상업 상품으로서의 전환을 실현하였으며 현재 생산량이 만대를 초과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고정밀도 직결형 인덱스는 위치 정밀도가 5s" 반복 위치 정밀도는 3s" 최대 토크 130Nm으로
고정밀도 5축 기계 가공을 위한 핵심부품입니다.

RTD150-H

CRTM150-H

DRTM1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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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와 CAD/CAM
CAD/CAM 소프트웨어는 CNC 제어 기계의 효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EIJING JINGDIAO의 핵심 인원은 소프트웨어 업계 출신으로 우리는 항상 CNC 제어 가공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제품의 개발과 완성도를 중시합니다.
현재까지 3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이미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CNC 가공기술자들이 효율적으로 JINGDIAO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JDSoft ArtForm

1 CNC 제어 시스템과 최적의 호환성을 빈틈없이 집

적화 시킴으로써 JINGDIAO CNC 제어 장비의 스마
트 가공능력을 극대화 시킵니다.
2 DT 프로그래밍 기술, On-marchin 측정 기술을 통

합하여 프로그래밍 작업을 더 쉽고 안전하게 완성
할 수 있습니다.
3 빅데이터 계산 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모델에 대해

초정밀 가공 경로의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DSoft JD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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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Soft Surfmill

03 연구개발능력
전문화된 연구개발시스템
BEIJING JINGDIAO는 항상 과학적 연구개발 체계를 중시하고 있어서 회사 설립 후 20여 년 동안 현재까지
매년 그룹 수입의 8% 이상을 기술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전문연구 개발팀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룹의 현재 연구개발 인력은 900여 명으로 개발목표는 공작기계 제품과 CNC 제어기술,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조기술 정밀부품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밀부품연구개발

장비연구개발

CAD/CAM연구개발

CNC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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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테스트 및 검정능력
정밀연구개발능력은 CNC 공작기계의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CNC 제어 장치는 핵심
부문으로써 매우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요구되는바 JINGDIAO에서는 이를 위해 각종 시험 장치에
의한 기초 테스트와 기종 점검 및 생산 LINE 등에 총 누계 1,400억 원을 투입하여 중간 및 최종품질
검사 TEST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JINGDIAO에서는 지속적인 자금을 투자하여 여러 검사 및
TEST 장비를 구비하여 설치 완료 함으로써 모든 제어장치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것입니다.

기초테스트
물리, 화학반응, 진동, 서부구동
EMC, 온도 등의 시험 장비

신제품테스트
신제품 기계 장착 시험가동

기능테스트
기계의 절삭능력 향상과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기계 성능종합기능 테스트

15

JINGDIAO

연구성과
BEIJING JINGDIAO는 연구개발의 강점을 살려 정밀가공 공작기계 분야의 CNC 제어기술 그리고 핵심부품과
전기 구동장치, CAD/CAM 소프트웨어, 정보관리시스템, 스마트 제조방식 등의 목표에서 파격적인 성과를
성취하였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업계의 난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개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JINGDIAO가 미래에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매년 최소 5개의 신제품을

독창적인 “On-machine 측정과

회사는 현재 특허 123건과

시장에 출시하여 변화하는

스마트 수정기술” 도입으로 CNC 제어

이중 발명특허 15건을

시장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공의 스마트화 생산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련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저작권

스마트화 생산과정 중에서 안정적

48건도 취득하였습니다.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수기술-On-machine측량과 스마트 보정기술
독창적인 JINGDIAO의 CAD/CAM 스마트 프로그래밍 기술, JINGDIAO CNC 콘트롤러 기술은 JINGDIAO만의
기술로써 생산과 검수가 하나의 기능으로 합치된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모델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생산의 연속적이며 안정적 품질을 확보하여 매우 효율적 생산 시스템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JINGDIAO On-machine측량과 스마트보정기술

복합오차
On-machine측정
CAD/CAM 소프트웨어와
CNC 제어 시스템의 비교 검사에
의한 복합오차를 On-machine
기능으로 측정

오차분석

품질추적

스마트수정

제검합일

CNC 제어 시스템은 오차를

검사에서 얻은 빅데이타를

분석 보정하고 CNC공작 기계

관리 분석하여 생산과 검수가

보정 후 수정된 경로로 가공한다

하나의 과정으로 실현 되어진다

16

04 생산능력
프리미엄급 CNC 공작기계의 품질 안정성은 제조업체의 정예회화된 생산능력에 좌우됩니다.
지난 20여 년 간 BEIJING JINGDIAO는 6천12억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화된 생산시설과 디테일화된 시스템의
CNC 제어용 공작기계 제조기기를 건설하였습니다. 현재는 연간 12,000대의 JINGDIAO CNC 공작기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JINGDIAO만의 스핀들을 연간 16,000세트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최고의 품질 제품을 납품함으
로써 시장에서의 욕구를 충족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규모화에 의한 생산 능력

스핀들조립작업장

컨트롤박스조립작업장

기계조립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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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의 향상-Lean Production기술체제
기계구조의 기본형태는 CNC공작기계의 부품구축과 생산능력에 대한 정밀도를 보장해 주는 기초 능력입니다.
BEIJING JINGDIAO는 “μ급가공관리”를 원칙으로 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중에서 JINGDIAO만의
On-machine 측정 및 스마트 보정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부품생산 제조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JINGDIAO CNC 공작기계의 Lean Production 수준을 현격하게 높였으며 J
INGDIAO 설비가 고품질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부품제조 정밀도 보장 :가공설비의 개선과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통하여 JINGDIAO 장비의 중요 부품의 생산
정밀도를 μ급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켰습니니다.
제조 과정중의 안정적인 일치성 보장 : On-machine측정기능과 디지털화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각 공정
진행에 따른 공정 기술지표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검사방식에
따른 오차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지속적인 Lean Production에 의한 제작능력 향상 : JINGDIAO는 MES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조
과정에서의 다양한 빅데이터에 대한 정리 분석과 이를
통한 생산 제조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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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생산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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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비스능력
탁월한 구입 선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
20여 년 동안 BEIJING JINGDIAO는 “고객의 수요 욕구를 가이드로 삼아 기술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대가를
따지지 않는 서비스 우선정책으로 고객을 먼저 성장 발전시킨다”는 경영 이념을 견지하였습니다.전국을
커버하는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에 대한 CNC 제어 가공의 난제를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고객이 JINGDIAO 장비를 잘 선택하고 잘 사용했다는 인식과 함께 고객의 성장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이는 JINGDIAO의 고객과 공동 이익이라는 성장 목표에 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응용연구센터

쑤저우정밀

엔지니어링 기술센터

닝보 정밀공업

동관JINGDIAO 교육학원

심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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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개선 서비스
JINGDIAO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고객의 성장발전을 위한 설비의 증설 및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BEIJING JINGDIAO는 기존 제품 라인의 주변장치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한 개선방법과 해결방안
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에 대해 더 업그레이드와 제품맞춤화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성능의 대폭적
인 향상과 고객의 특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고속 성장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NC 생산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CNC시스템 인터페이스 재구성

보완 등급 업데이트

다축 인덱스 업데이트 개조

메거진 업데이트 개조

전문적 CNC제어 서비스
고객에게 전문적인 기술서비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BEIJING JINGDIAO 서비스 업무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입니다.
고객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BEIJING JINGDIAO는 전문적이고 강력한 기술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에는 현재 응용기술 보급 인원 1,200여 명이 있으며 이들은 엔지니어링 기술지원과 작업인원의 능력 향상 그리
고 장비 유지보수 보장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객에게 일대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고객이 구매한 장비에 대한 가동상태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합니다.

엔지니어링지원

직원에 대한 능력 향상

설비유지보장

고객에게 공정, 기술자문과

전문직업교육학교는

전문적인 디지털 CNC 제어

고객에게 충분한 인력자원

정기 유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제를 즉시
점검하고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가동률을 보장합니다.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보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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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전문학교
정조전문학교는 북경정조그룹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직업 훈련 학교입니다
학교는 총 면적은 23,500평방미터입니다.
10년 이상 유경험 교수진들 몇 십 명에 의해 20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습용 시뮬레이터 500대와 200대의 가공실습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학과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차원이 다른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북경정조는 각 지사에
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단기 기술교육을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맞춤화 된 여러가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이징 정조는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각 대학들과 공동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수치제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북경 정조에서는 청화대학, 홍콩 과기대학, 천진대학, 절강대학, 중국 미용 학원 등 모든 학교 및 학원과
산학협력하여 과학연구 및 수업 실습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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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심기술
地址：北京市门头沟区石龙工业区永安路10号
邮编 : 102308
总机 : 010-60801188
传真 : 010-60803978
咨询热线 : 400-6789-532
http://www.jingdiao.com
E-mail: market@jingdiao.com

본사_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56
원주공장_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견훤로 33
Tel_ 02-2671-2020
Fex_ 02-2671-3636
http://www.eshimtech.com
E-mail: esmanaging@eshim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