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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UFF Line Product and Service Portfolio

STAUFF 그룹은창업이래50 년이상산업용기계,
플랜트건설, 유지보수분야에서사용하기위한유압
배관부품및유압관련부품의개발· 제조· 판매를 하
고 있습니다.

약 40,000여 표준 제품 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양
및 자체 개발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특별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STAUFF 제품은 해양, 석유 및 가스 응용 분야
뿐 아니라 식품 및 화학 산업의 공정에도 사용됩
니다.

모든 STAUFF 제품은 국제 규정에 따라 관련 테
스트를 거치며, 사내 품질 관리 시스템의 높은 기
준에 의해 관리됩니다.

또한 모바일 및 산업 유압 기계는 물론 상선 및 특
수선, 철도차량 및 에너지 기술에 일반적으로 적
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 기관 및 국가로부터 제품의 품
질과 성능을 인증 받았습니다.

제조,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18개국의 지점
과 공인받은 전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단연 돋
보이는 뛰어난 존재감과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QualityManagement– ISO9001:2015 Environm
entalManagement – ISO14001:2015 SafetyMa
nagementOHSAS– 18001:2007

Werdohl-Ehrenfeld 본사

Neuenrade-Iüntrop 물류 센터

www.stauffline.com

Plettenberg-Ohle 생산 기지

VOSWINIEL Meinerz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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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모바일 및 산업용 유압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여
러 산업 분야의 파이프, 튜브, 및 호스의 고정 / 연
결을 위해 사용되는 자체개발 및 제조를 통한 포
괄적인 제품군

STAUFF Clamps
파이프, 튜브, 호스, 케이블 및 기타 부품의 설
치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VOSWINKEL Quick Release Couplings
유압 라인을 연결 및 분리하는 밀어서 체결하는
커플링, 나사로 체결되는 커플링 및 멀티 커플링

STAUFF Connect
ISO 및 DIN 규격에 따른 메트릭 튜브 커넥터
및 조립 기계, 도구 및 장치 등의 액세서리

STAUFF Valves
유체의 차단, 조절, 및 스로틀링을 위한 수동식 볼
밸브 및 유량 제어 밸브

STAUFF Flanges
ISO 및 SAE 규격에 따른 단일 및 다중 파트 –
4개 볼트로 체결하는 플랜지 및 기어 펌프 플
랜지

STAUFF Test
압력의 측정, 시스템 환기 및 유체 샘플 채취를 위
한 테스트 커플링, 테스트 호스 및 액세서리

VOSWINKEL Hose Connectors
유압 어플리케이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모든 호스 유형에 적용되는 호스 인서트 및
스웨이지 페룰

STAUFF 제품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제품을 균일한 수준으로 설계 및 제작합
니다.

철강재로 만들어지는 많은 제품들이 STAUFF 아
연/니켈 표면 코팅을 통해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이 코팅은 다른 여러 제품에도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
프로토 타입 제작에서부터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
까지 고객 사양에 따른 제품 및 자체개발 제품

STAUFF 아연 / 니켈 코팅
구분
씰링
패시베이션
아연/니켈
철

이 코팅은 운송, 취급 및 부품 조립 후에도 표면
보호에 있어 기존의 시장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신뢰성을 보여주며, 현재의 모든 법적 요구사항
을 충족합니다.

우리의 강점 – 고객의 장점
 단일 제조업체로부터 필요한 모든
부품 공급 가능
 공급자 수를 줄이고, 구매 프로세스 및 물품
의 선적을 집중하여 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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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고객 맞춤형 제품의 생산 및 사전 조립,
즉시 설치 가능한 유압 라인 시스템, 유닛 및 모듈:
튜브 제작
 카본 스틸 (Zistaplex® , Zista® Seal, 아연 도
금, 인산염 처리, 미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및 특수 소재로 만든 정밀한 심리스 튜브
 다양한 튜브 지름 및 두께
 정밀 자동 절단기를 통한 절단, 디버링 및 세척
과정까지 완료한 최적의 튜브 준비
 고객이 요구하는 청결도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가공튜브의 청소
 튜브의 캡핑 및 보호

튜브 가공
 커팅 링의 조립
 튜브 끝단의 플레어링 및 성형
 용접, 브라징 및 솔더링
 추가 시스템 부품의 사전 조립
(클램프, 플랜지, 볼 밸브, 디스트리뷰터 등)
 여러 개별 튜브를 조합하여 유닛 및 모듈
을 결합
 튜브 커넥터 및 기타 연결 피스의 캡핑
및 보호

호스 조립
 유압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호스 유형
 연동 보호 기능이 있는 호스 커넥터
 절단, 스카이빙 및 청소까지 최적의
호스 준비
 표준 또는 고객 사양에 따른 테스트
 고객이 요구하는 청결도 및 요구사항을 충
족하기 위한 가공튜브의 청소
 호스 커넥터의 캡핑 및 보호

우리의 강점 – 고객의 장점
 고객의 부품 재고 및 조달 노력의 감소
 조립시간 단축으로 효율성 증대
 조립 결함의 위험을 제거하여 조립 안정성 향상
 연결에 관한 모든 책임을 단일 제조업체에 전가

www.stauffline.com

4

STAUFF Line Product and Service Portfolio

Services
고객에게 측정 가능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보완 서비스:
컨설팅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기술 및 경제적 기준을 고려한 적합한 부품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최적화,
새로운 시스템, 유닛 및 모듈의 설계 및 개발
 현장 조립 교육 및 세미나

조달 및 공급
 고객별 맞춤식 조달 솔루션
(예. 웹 상점 및 전자 데이터 교환)
 고객별 맞춤식 공급 모델의 사용
(예. 맞춤형 부품 창고에서부터 특수 설계된 로드
캐리어를 사용하여 고객 또는 공급업체의 조립라
인에 부품, 시스템, 유닛 및 모듈의 Lanban 물류 및
적기 공급까지)

 공급 일정 및 공급량의 최적 선택
 품목별 개별 포장
 부품, 포장 및 로드 캐리어의 고객별 마킹 및 표시

우리의 강점 – 고객의 장점
 기계 및 장비의 효율성 및 성능 향상
 재고 흐름의 최적화
 전체 비용을 줄여 추가 가치 창출
 STAUFF 지점 및 공인된 유통망을 통한 균일하고 뛰어난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

www.stauff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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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Walter Stauffenberg GmbH & Co.KG
Im Ehrenfeld4
58791Werdohl
Tel.: +49 2392 91 60
Fax: +49 2392 91 61 60
E-Mail:sales@stauff.com

STAUFFproducts and services are globally av
ailable through wholly-owned subsidiaries an
d a tight network of authorised distributors a
nd representatives in all major industrial regi
ons of the world.

You can ﬁnd detailed contact information at

www.stauff.com

AUSTRALIA

ITALY

RUSSIANFEDERATION

STAUFFCorporation Pty Ltd
Tel.: +61 2 4271 9000
sales@stauff.com.au

STAUFFItalia S.r.l.
Tel.: +39 031 65 84 94
sales@stauff.it

STAUFFLLC
Tel.: +7 495 276 16 50
sales@stauff.ru

BRAZIL

CANADA

THAILAND

STAUFFBrasil Ltda.
Tel.: +55 11 47 72 72 00
stauff@stauffbrasil.com

STAUFFCanadaLtd.
Tel.: +1 416 282 46 08
sales@stauffcanada.com

STAUFF(Thailand) Co., Ltd.
Tel.: +66 2 721 73 23
sales@stauff.co.th

CHINA

KOREA

UNITEDSTATES

STAUFFChina
Tel.: +86 21 68 18 70 00
info@stauff.com.cn

STAUFFIorea Ltd. Tel.:
+82 51 266 66 66
info@stauff.co.kr

STAUFFCorporation Tel
.: +1 201 444 78 00
sales@stauffusa.com

FRANCE

MALAYSIA

UNITEDKINGDOM

STAUFFS.A.S.
Tel.: +33 2 54 50 55 50
direction@stauffsa.com

STAUFFSouth East Asia SdnBhd
Tel.: +60 3 5637 7888
sales@stauff.com.my

STAUFFUI Ltd.
Tel.: +44 114 251 85 18
sales@stauff.co.uk

INDIA

NEWZEALAND

VIETNAM

STAUFFIndia Pvt. Ltd. T
el.: +91 20 67 31 4900
sales@stauffindia.com

STAUFFCorporation (NZ)Ltd.
Tel.: +64 9 271 48 12
sales@stauff.co.nz

STAUFF¥ietnam Ltd. T
el.: +84 8 3948 1041
sales@stauff.com.vn

IRELAND

POLAND

STAUFFIreland
Tel.: +44 28 92 60 69 00
sales@stauffireland.com

STAUFFPolska Sp. z o.o.
Tel.: +48 58 660 11 60
sales@stauff.p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