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Javier Cámara(동명 기업의 사장, 목축 설비 제조사)에게는 신뢰할 수 있고, 빠르게 문의에 답변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팁을 줄
수 있는 공급업체를 파트너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TRUMPF라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Javier Cámara Industrias Ganaderas, S.L.
www.javiercamara.es

이 기업은 60년대 말 Javier Cámara Campó에 의해 Caleruega(Burgos)에 설립되었으
며 원래 목재 달구지를 생산했습니다. 나중에 양, 소 또는 돼지 사육용 사료 용기, 울타리 및 물통 등을 생산하기 시작
했습니다. 70년대를 지나며 이 기업은 더욱 성장하고 생산 시스템이 확충되어 90년대 말에는 공장을 Aranda
de Duero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기업은 폭넓은 제품 품목을 제공하여 목축업자의 일을 간편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항상 기술적 연구와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구
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부문 시장의 선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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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생산성 증대
이 기업이 60년대에 설립되었을 당시, 주 생산품은 달구지였으며 제조 과정은 매우 초보적이었습니다. 축산업 전반에 대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Javier Cámara사는 해당 분
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제품(예를 들어 사료통 및 급수통)을 출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특히 목축업자들이 갈수록 높은 요구조건을 제시한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현재 이 기
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축업자들은 더 많은 가축을 더 적은 인원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제조 부문 책임자인 Jon Esteban은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한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연적입니다"라고 그는 추가합니다.

"TRUMPF는 처음부터 함께 합니다. – 세일즈에서 기계의 최초 작동 및 고객 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JAVIER CÁMARA
JAVIER CÁMARA INDUSTRIAS GANADERAS, S.L.의 대표 이
사

솔루션: 품질과 혁신에 대한 투자
Javier Cámara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자명했습니다: 절단, 접착 및 설치 프로세스에 있어서 높은 품질의 산업 설비와 자동화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편한 조작 방식과 자체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되는 TRUMPF의 자동화된 솔루션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공장의 처리 물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
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행: TruBend 5170 및 BendMaster 150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Javier Cámara사는 TRUMPF로부터 최근 절곡기 TruBend와 자동화된 벤딩 셀 BendMaster 150을
구입했습니다. Javier Cámara에서 금속 판재 절곡 담당자인 Achraf Bousmaha는 자동화 절곡기의 장점으로 판재를 더 이상 손으로 잡지 않아 더 이상 부상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 그리고 TRUMPF의 기계가 매우 긴 시간 동안 완전 자동화로 작동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즉, 공정에서 어떠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망
Javier Cámara와 그의 팀은 이미 다음 도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향후 수년 이내에 고객에게 예를 들어 사료 급식 로봇 및 디지털 저울 등과 같은 더 많은 하이테크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판재 가공 분야에 대한 테크놀로지 솔루션 부문 시장을 선도하는 TRUMPF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당사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TruBend 5000 시리즈
TruBend 5000 시리즈를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TRUMPF 절곡기
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올라운드 제조 기계의 생산성은 따라올 경쟁자가 없습니다. – 프로그래밍
부터 원래 목적인 벤딩 작업까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생산성을 경험하십시오. 동시에 다양한
사사양 기능이 작업을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며, 더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Zum Produkt →

자동화 장치
TRUMPF의 스마트한 자동화 솔루션이 생산 프로세스를 더욱 빠르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제
조 공정을 스마트하게 연결하고, 투명하게 구성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제조하고자 하십니
까? 당사의 자동화 장치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보십시오.
Zum Produkt →

https://www.trumpf.com/ko_KR/해결책/성공-스토리/당사-고객-javier-camara사의-성공-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