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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ma는약 60여년의경혁을자랑하는판금기계제조및 공급업

체로서업계의고충,요구사항및기대사항을파악및 인지하고있

습니다.당사는최신기술을연구하고구현하는동시에 제품및프

로세스를지속적으로향상함으로써고객의높은 요구사항을충족

하기위해최선을다합니다.

또한, 총 150,000m²의생산공장에서 1,000여명의직원이

업계최고의가성비로고품질제조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

전념하고있습니다.

R&D센터에서개발된혁신에서부터전세계유통사가제공하는

기술지원에이르기까지 Durma는업계최고파트너가되고자

하는한가지공통목표를가지고정진합니다.

이러한 Durma의장비는 Durmazlar라는 브랜드

이름으로전세계에공급됩니다.

1
첨단기술,  

현대화된

생산라인

2

최고품질의

부품

3
R&D 센터에서

설계된

고품질장비

The Winning Force



경쟁력 혁신적인솔루션을제공하는파이버레이저

다양한소재에완벽한결과

얇은소재및두꺼운소재를효율적이고정밀하게절단

적은투자및운영비용

현대적인소형 디자인

원격제어를통한신속한서비스

낮은운영비용및에너지소비량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성능 부품

정밀절단및높은내구성

높은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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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레이저제원파이버레이저기술

파이버레이저는 CO
2
레이저와비교했을때빠른절단및에너지효율성이장점입니다. 첨단파이버레이저기술을

통해사용의용이성, 유지보수및수리가편리하게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는효율적인부품들이사용
되고있는 DURMA 파이버 레이저는 귀사의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Rack & Pinion 및 Linear Motor Motion 기술을 통해 3G 가속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당사는 고객에게
고품질 ,  고성능 및 고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합니다 .

DURMA 파이버레이저는강력한본체구조, 완벽한여과시스템, 디자인, 효율성및사용자친화성에서타의추종
을불허합니다.

낮은운영비용

낮은에너지소비량

저렴한부품비용
모든 두께에 최적화된 초점 거리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작동
소형 디자인, 빠른 설치
견고한 바디 구조, 높은 내구성

녹, 코팅, 페인트, 라벨, 표면의피치이동, 평탄도, 재료표면의녹과같은요소들이블랙 시트절단에부정적인영향을미
칩니다. 절단할재료의상단 및하단표면이깨끗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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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절단 파라미터 입니다.

축 이동은 리니어 기술을 통해 최근 개발된 모터를 통
해 고속 및 가속 리니어 모터로 구동됩니다. 이러한 모
터를 통해 매우 높은 가속 (35 m/ s2), 속도 ( 280 m/min)

및정확도(0,03 mm)가달성되었습니다.

Linear Motor Motion 시스템 (HD-FL 시리즈)

랙과피니언방식을통해축이이동합니다. 정밀성이낮
아지는요인이었던모터와피니언사이의중간하중전
달요소가없습니다.

작은간격의고정밀양방향경화나선형랙을통해매우
높은가속(28m/s2 ), 속도(170m/min) 및정확도
(0.05mm)가달성되었습니다.

Rack and Pinion Motion 시스템 (HD-F 시리즈)

발진기 2.0 kW 4.0 kW 6.0 kW 8.0 kW 10.0 kW 12 kW 15 kW

제품명 YLS-2000 YLS-4000 YLS-6000 YLS-8000 YLS-10000 YLS-12000 YLS-15000

이용 가능 운영 모드 CW, QCW, SM

편광 임의

이용 가능 출력 전원 200-2000 w 400-4000 w 600-6000 w 800-8000 w 1000-10000 w 1200-12000 w 1500-15000 w

방출 파장 1070 -1080nm

입력 파이버 직경 단일모드 50, 100, 200, 300μm에서 이용 가능

보조 옵션
이용 가능한 옵션 : 내부 연결기, 내부l 1x2 빔 스위치, 

내부 50:50 빔 스플리터, 외부 1x4 또는 1x6 빔 스위치

인터페이스 표준 : LaserNet, 디지털 I/O, 아날로그제어 추가 옵션 : DeviceNet 또는 Profibus

소재 (절단 능력) YLS 2000 (2kW) YLS 4000 (4kW) YLS 6000 (6kW) YLS 8000 (8kW) YLS 10000 (10kW) YLS 12000 (12kW) YLS 15000 (15kW)

연강 12 mm 20 mm 25 mm 25 mm 30 mm 35 mm 35 (40) mm

스테인리스 6 mm 10 mm 12 mm 15 mm 20 mm 30 (35) mm 35 (40) mm

알루미늄 6 mm 12 mm 15 mm 20 mm 25 mm 30 (35) mm 35 (40) mm



빠른 가속과 절단 속도를 위해 설계된 경량 및 슬림형 디자인

자동 기계 설정과 피어싱 작업을 위한 전동 전동 초점 위치 조정

신속하게 반응하는 거리 측정 기능

지속적인 보호렌즈 모니터링

블루투스로 표시되는 값

효율성

선택 가능한 광학 구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최적화됨

장비 개념에 최적화된 직선 및 각진 디자인

초점 지름의 자동 조정을 위한 줌 렌즈

전동 또는 수동 초점 위치 조정

유연성

보호창이포함된완전방진빔경로

LED 작동상태디스플레이

블루투스를통한작동파라미터디스플레이및장비제어인터페이스

CurMonitor를통한절단정지상태및피어싱프로세스모니터링

사용자 친화성

레이저절단헤드
ProCutter는 약 1μm 파장 범위에서 박판에서 중간 두께 소재의 절단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절단에
서는 높은 품질 표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더 두꺼운 소재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판 및 파이프 절단 장치에
서는 절단 헤드가 최적화된 생산성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기술이 입증된 개념과 조합되어 최상의 성능, 유연성
범위 및신뢰도가 제공됩니다.

입증된기술과최적화된설계를통해최대 15kW의레이저파워로가공할수있고설치공간과무게를줄일수있습
니다. 방진기능이있는강력한하우징은긴제품수명을보장하고최대 4.5G의외부리니어드라이브구동가속을
사용할수있어효율적인절단작업이가능합니다. 고품질광학및조립품질표준으로방출하며레이저파워가높은
경우에도높은초점위치안정성을통한절단이가능합니다.

@

iOS와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

동적 레이저 절단 장비가 작동하려면 스마트 절단 헤드가 필요합니다.

ProCutter는절단과정을모니터링하고 사용자에게 관련정보를제공하는완전통합센서
시스템을제공합니다.

ProCutter는각부품이높은품질수준으로재생산될수있도록해줍니다.

초점길이조정 : 

수동또는기계제어를통한 전동
외부인터페이스 :

전체 센서 데이터 출력을 아날로그 값으로 제
공, 블루투스를 통한 값 판독, 임계 값 세트

콜리메이션장치보호유리

초점렌즈 :

고품질 광학 장치 (X/Y조정)

초점 렌즈 하단의 추가 보호 유리

보호 유리 카트리지 : 

연기로부터광학장치보호

보호유리유무및오염모니터링

도구가필요하지않은손쉬운 교환

헤드 장착 :

전면부에서쉽게액세스가능

CutMonitor:

피어싱상태모니터링및절단중지감지

거리 측정 :

가속도가높은경우에도모든작동
온도에서이동없이빠르고정확하게
거리측정

LED 표시기능 :

현재시스템상태(압력, 온도, 구동오염)를
즉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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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경량 브릿지가 사용되어 고속에서도 진동이 발
생하지 않고 높은 정확도의 절단 품질이 제공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헤드 “Precitec”이 장착 되
었습니다.

브릿지를 조립하는 동안 모든 종류의 변형이 분석 및
방지됩니다.

높은 Z축가속

절단 중인 시트의 후면에서 액세스하고 작업 도중에 절
단부분의위치를수정할수있는표준측면도어가있습
니다. 또한, 이 측면 도어는 레이저 장비 수리 시 엔지니
어와 작업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있습니다.

편리하고쉬운측면도어

옵션으로제공되는측면자동스크랩컨베이어를사용하
면 절단 프로세스를 중단할 필요 없이 작업영역에서 스
크랩 조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컨베이어가 측면
에서 작동되어 유지보수가 쉽고 사용 도중 문제가 발생
하지않습니다.

스크랩컨베이어

수직 및 0 ° 에서 45 °까지 베벨 절단ㅇㄹ 위한 베벨헤드.

5축 및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가져
옵니다. 한부분에 +, -의베벨 각도가 가능합니다.

베벨헤드 ± 45 °

다중챔버고효율집진시스템

다중 챔버 고효율 시스템을 통해 전체 장비 절단 영역에
서절단작업을수행하는동안동일한양을집진할수있
습니다.

HD-F 3015(Standard) 및 HD-F 4020(Option) 시리즈 기
계에 적용된 서보 제어 셔틀 테이블 시스템은 전환 시간
을 40% 단축합니다. 3015 시리즈는 19초, 4020 시리즈
는 29초로감소합니다.

셔틀 테이블은 모든 기계에서 완전 자동이며 유지보수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압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며 테
이블을 교체하는 것이 빠르고 부드러우며 에너지 비용
이저렴합니다.

HD-F 4020 시리즈에서 테이블 교체 시간은 40초이고,

HD-F 6020 시리즈에서 45초입니다. 서보 모터를 사용
하여모든테이블의전후이동을수행합니다.

셔틀테이블

서보모터포함 : 표준 HD-F 3015, 옵션 HD-F 4020

비동기식모터포함 : 표준 HD-F 4020 - 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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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기계의 실제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길면 작업자가 기계를 떠날 수 있습
니다. 절단된 부품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소급 또는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비량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동 시간, 대기 시간, 
생산성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및 오류 이유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Durma 클라우드

CAD/CAM 소프트웨어 Lantek - Metalix

고급 최적화 : 장치 최적화
빠른장치경로충돌방지. 소재변형으로인한손상을방지하기위한장치경로최적화
운영시스템에서제공되는쓰기기능은절단될소재에직접적용가능
절단 방향은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이 지원됨
최상 애플리케이션은 완벽한 모서리와 부드러운 절단을 지원
공유절단 : 이 기능은 두꺼운 판의 경우에 특히 유용하고 절단하는 동안에 구멍을 뚫을 필요성을 줄여줌
자동 진입 지점
완전 자동화 절단
Z축제어

컨트롤러에는 모든 표준 절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Durma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와 완전한 절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에는 공통

두께 범위에 대한 표준 재료(강철, 스 테인리스, 알루

미늄)의 절단 매개변수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작업자

는 이러한 기준 값을 바탕 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료

에 대한 절단 품질을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Sinumerik 840 D SL 

IFP1900 19" 터치스크린

IPC427 E Intel İ5-6442EQ

8GB SD Ram DDR3WIN10/SSD 240 GB

이더넷 x 3  

USB x 4 

PCI x 1

CF 카드
DPP

DURMA HD-FL의차별성을경험하십시오

냉각장치
DURMA 레이저 전원 및 절단
헤드는 특별하게 설계된 저에
너지 소비 고효율 냉각장치로
냉각됩니다.

보호장치

다중챔버

집진시스템

셔틀
테이블

제어판

스크랩컨베이어(옵션)

견고한본체

작업자를위한인체공학적
작업영역

작업자

Lantek Lantek inside Metalix

MT software
Meta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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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절단 도중에 생성된 먼지, 입자
및 유독가스를 제거하는 완전
자동화먼지수집필터입니다.

발진기



3015 4020 6020 8020 12020

X축 3060 4100 6150 8200 12200 mm

Y축 1530 2100 2100 2100 2100 mm

Z축 160 185 185 185 185 mm

최대소재크기 3048 x 1524 4064x2032 6096x2032 8128x2032 12192x2032 mm

최대소재중량 235 235 235 235 235 Kg/m²

Rack&Pinion HD-F Lineer System HD-FL

X축 120 160 m/min.

Y축 120 160 m/min.

동기 170 226 m/min.

가속 28 35 m/s²

위치정확도 ±0,05 ±0,03 mm

반복정확도 ±0,05 ±0,03 mm

HD-F / HD-FL
FIBER LASER

사용자

친화성
신속성효율성

인체

공학적

신뢰할

수있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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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S
FIBER LASER

HD-FS를선택해야하는이유?
HD-FS Smart 레이저는 HD-F 시리즈와동일한부품을사용하여유사하지만, 특히바닥공간이 협소한업체용으로설
계되♘습니다. 셔틀테이블이필요하지않은상황에서쉽게반입하고 반출할수있습니다.

HD-FS Smart 파이버레이저의차별점은속도, 고품질부품, 효율성있는산업디자인입니다.

HDFS 3015

X축 3100 mm

Y축 1550 mm

Z축 125 mm

최대 소재 크기 3048x1524 mm

최대 소재 중량 200 Kg/m²

Rack&Pinion

X축 120 m/min.

Y축 120 m/min.

동기 170 m/min.

가속 16 m/s²

위치정확도 ±0,05 mm

반복 정확도 ±0,05 mm

16 17

사용자

친화성
신속성효율성

인체

공학적

신뢰할

수있는

브랜드



HD-F / HD-FL BH
파이프 및 평면 절단

HD-F / HD-FL BH

파이프및튜브프로파일회전시스템
Ø  30~Ø  400의파이프직경가공
250x250의 정사각형단면가공
연기추출연결
파이프및튜브프로파일조절가능지원장치

매끄러운파이프절단
모든튜브프로파일표면의매끄러운절단.

레이저파이프절단기술사양

절단길이 mm 3.000 mm (6.000 mm 척사용시)

최대파이프하중 Kg 120

레이저출력 IPG/BRLS 1-10 kW

작업지름 in./max. Ø 30 / Ø 400

최대파이프두께 mm 최대 12 mm(소재및레이저파워에따라다름)

정사각형단면절단 Max. 250 x 250 mm

최대위치조정속도X / Y m/min. 100

위치정확도 mm +/- 0,5 / 1000

반복정확도 mm 0.1

소재 연강/스테인리스강/알루미늄/구리/황동

절단헤드 - Precitec

먼지제거및필터 - 제공됨

축모터 - Siemens

전자장비 - Siemens또는 Telemecanique

CNC 제어 - Sinumerik 840 D SL

소프트웨어 - Lantek Flex3D Tube

네트워크카드 - 옵션

18 19

발진기
냉각기 필터

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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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O
파이버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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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성
신속성효율성

인체

공학적

신뢰할

수있는

브랜드



바닥공간을고려한디자인

HD-FO 파이버레이저는속도, 고품질의구성요소, 효율성있는산업디자인입니다.
셔틀테이블이필요하지않는상황에서는로딩및언로딩의작업을줄입니다.

사용자친화적

낮은운영비용
고속 이동식전면 도어
쉽게접근가능한절단영역
컴팩트한브릿지설계
빠른포장및배송

HD-FO기술사양

절단축

X축 3048 mm

Y축 1530 mm

Z축 125 mm

최대소재치수 3.048 x 1.524 mm

최대소재무게 575 kg

동작특성

최대속도 X축 90 m/min.

최대속도 Y축 90 m/min.

최대속도 Z축 30 m/min.

최대동기화Hzz(X-Y) 127 m/min.

최대동기화가속 14 m/s²

위치정확도 ± 0,05 mm

반복정확도 ± 0,05 mm

컨트롤유닛

CNC SIEMENS SINUMERIK 840D SL

스크린 19" Touch Screen

레이저절단헤드

타입

초점거리 (mm)

Precitec Lightcutter / DURMA

150

초점유형 Auto

소재절단두께 (mm)

소재 YLR 1000 (1kW) YLS 2000 (2kW) YLR 3000 (3kW) YLS 4000 (4kW)

연강 8 12 16 20

스테인리스강 4 6 8 10

알루미늄 (AIMg3) 4 6 8 12

구리 2 3 5 6

황동 4 6 8 10

22 23

전면도어개방시
전체높이 2725mm

필터

도어개방시

작업공간

도어개방시



기계는 레이아웃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셔틀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소재 반입 및 반출이 용이합니다.

수동 절단 테이블

기계의 검팩트한 레이아웃을 지원하여 소재 반입, 절단 및 반출 작업을 보다 작은 공간에서 작업으로 수행합니다.

절단이필요할때사용할수있는후면도어입니다.

이후면도어는기계정비시에도사용됩니다.

컴팩트하고현대적이며인체공학적레이아웃 후면도어를통한절단구역의쉬운접근성

표준으로 수동절단테이블이있습니다. 선택적으로 1kW 또는 2kW의발진기주문을통해공압식셔틀테이블이될수있습
니다.

공압 셔틀 테이블(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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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A
5 축레이저

26 27

사용자

친화성
신속성효율성

인체

공학적

신뢰할

수있는

브랜드



자동차및항공우주산업을위한5축파이버
레이저시스템

DURMA 5축 파이버 레이저 시스템은 자동차 및 그 외 고감도 , 3D 복합 부품 생산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 입니다. 동일한 콘셉트 기계로 인해 처리공간이 +25%가 증가됩니다.
절단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튼튼한 기계 프레임과 회전 테이블이 최고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이고컴팩트한디자인

사용하기쉬운고정장치

세계적인고성능구성요소

고품질 3D 절단

낮은에너지소비량

신속성, 안정성, 효율성

6168

2 34

Kapı açıkpozisyonu  

Door open position

Door open position

1

냉각기

2 kW 냉각기

3 kW 냉각기

4 kW 냉각기

IPG LG 71

IPG LG 170

IPG LG 171

컨트롤유닛

필터

2.500 m³/h - 4 kW

HD-FA 기술사양

X축스트로크 3.000 mm

Y축스트로크 1.500 mm

Z축스트로크 650 mm

B축 ±135°

C축 ±360°xn

최대동시속도 173 m/min.

최대동시가속도 1,73 G

위치정확도 ±0.08 mm

반복정확도 ±0.08 mm

기계크기

기계크기

작업영역

회전테이블도어길이

무게

6168 mm x 3936 mm h= 3700 mm

9.000 mm x 10.000 mm (Secure area)

4.000 mm

16.000 kg

절단두께

출력 2 kW 3 kW 4 kW

연강 12mm 16mm 20mm

스테인레스 6mm 8mm 10mm

알루미늄 6mm 8mm 12mm

황동 6mm 8mm 10mm

구리 3mm 5mm 6mm

절단헤드

유형

초점

3D

자동

CNC

스크린

SIEMENS SINUMERIK 840D SL

19" Touch panel

Capacıty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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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용도의

가장크고빠른레이저

HD-F 20030
절단 길이
절단 폭
출력

20.000 mm

3.000 mm

6 kW

30 31



40
0

21
90

6750

25
00

HD-F 20030 자동 반입/반출 작업을 위한 장치

수동반입/반출시스템

반자동반입/반출시스템

자동반입/반출시스템

M-LOADER 3015 / 4020

4020

500 - 4.000 mm

500 - 2.000 mm

6 mm

450 kg

8 sec.

260°

소재길이(Max.) 

소재폭(Max.) 

소재두께

최대적재용량

진공패드수량

회전각도 ( Max. )

500 - 3.000 mm

500 - 1.500 mm

10 mm

360 kg.

6 sec.

260°

소요사항

사용전력 0.5 kW 0.5 kW

사용공기압 3 m³/h -- 7 bar 3m³/h -- 7 bar

32 33

HD-F 20030 기술사양

Y축최대속도 100 m/min

U축최대속도 15m/min

X축최대속도 100m/min

Y축최대 가속도 1G

U축최대 가속도 0.1G

X축최대 가속도 1G

위치정확도 15mt. X 3mt 0.05 mm/1.5m

Y축부하이동 50 kg

U축부하이동 3500 kg

X축부하이동 450 kg

기술사양 3015



D-LOADER 3015 / 4020

기술사양 3015 4020

소재 길이 (Max.) 500 - 3.000 mm 500 - 4.000 mm

소재 폭 (Max.) 500 - 1.500 mm 500 - 2.000 mm

소재 두께 0,5 - 25 mm 0,5 - 25 mm

최대 적재 용량 900 kg. 1.600 kg

진공패드수량 12 pcs. 18 pcs.

공정시간 60-75 sec. (적재 높이에따라다름) 65-85 sec.(적재높이에 따라 다름)

작업공간 4.200 x 4.100 mm h= 2.260 mm 5.500 x 5.400 mm h= 2.720 mm

회전 각도( Max. ) 90° 90°

사용 전력 3 kW 4 kW

사용공기압 6 m³/h--7 bar 10 m³/h--7 bar

DURMA RAPID SERVER 3015 / 4020

기술사양 3015 4020

소재 길이 1.000, 1.500, 2.000, 2.500, 3.000 mm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mm

소재 폭 1.000,1.250,1.500 mm 1.000,1.250,1.500, 2.000 mm

소재 두께 0,5 - 25 mm 0,5 - 25 mm

최대 소재 크기 3.050 x 1.525 mm 4.064 x 2.032 mm

최대적재중량 5.000 kg 6.000 kg

최대소재적재높이 250 mm 230 mm

공정시간 50 sec. 60 sec.

작업공간 6.950 x 5.200 mm   h= 3.400 mm 18.500 mm  h=3.600 mm

두장검출센서 Yes Yes

소재분리시스템 Yes Yes

DURMA RAPID TOWER 3015 / 4020

기술사양 3015 4020

소재길이 1.000, 1.500, 2.000, 2.500, 3.000 mm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mm

소재폭 1.000,1.250,1.500 mm 1.000,1.250,1.500, 2.000 mm

소재두께 0,5 - 25 mm 0,5 - 25 mm

최대소재 크기 3.050 x 1.525 mm 4.064 x 2.032 mm

최대 소재크기 3.000 kg 4.000 kg

팔렛트갯수 10 10

적재가능한 총소재 중량 30.000 kg 40.000 kg

최대소재 적재높이 85 mm 85 mm

공정시간 50 sec. 60 sec.

작업공간 8.700 x 4.550 mm h=5.400 mm 11.200 x 6.150 mm h=5.600 mm

두장검출센서 Yes Yes

소재분리시스템 Yes Yes

사용전력 23 kW 23 kW

사용공기압 10 m³/h -- 7 bar 10 m³/h -- 7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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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산업장비

댐퍼 트레일러철판서비스센터

조명및에너지 기둥

DURMA는 공인 인력 및 재고 예비 부품으로 최상의 서비스 및 예비 부품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숙련된 전문 서비
스인력은항상서비스를제공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전문교육및풍부한활용과정을통해당사장비의활용도
를높일수있습니다.

신속한서비스및예비부품

자문회사

예비부품

R&D센터

서비스계약

교육

AS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연한솔루션

솔루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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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벤더

플라즈마 L 앵글가공기

펀칭기

아이언워커 기계식샤링기

프레스브레이크

튜브레이저절단기

유압식샤링기

파이버레이저

롤벤딩기 프로파일벤딩기 코너샤링기



오늘도, 내일도항상고객과함께합니다...

FIBER LASER
파이버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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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지식산업센터 스마트밸리 E 1409

DURMA SM KOREA CO.,LTD. 

전화 : 032-710-9269

팩스 : 032-720-5569
durmasm@durmasm.co.kr  
www.durma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