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구스를 찾으세요!

폴리머 테크놀로지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작 및 가공 과정, 적

용사례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이

구스의 문을 두드리세요!

 공장 및 실험실 견학
   이구스 전문가들의 방문 프레젠테

이션
  온라인 도구(수명 계산기, 온라인 

설계/배치 도구)
  비디오, 팟 캐스트, 설치 설명서 

제공

www.igus.kr

Come to us!

Do you have a particular interest 
in polymer technology its 
manufacture, processing and 
application? igus® opens
doors:
  Tour of factory and test labo-
ratory
  Presentations by igus® special-
ists at your site
  Internet tools (service life pre-
diction, online configurators ...)
  Videos, podcasts and installa-
tion instructions

www.igus.eu

Y.E.S. 프로그램
제품 설계에 필요한 샘플 및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재질 

연구 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생

동감 넘치는 강연 및 세미나 구

성을 원하는 학생, 강사, 교수님

들을 위해 이구스가 무료 샘플을 

제공합니다.

이구스는 각 상황에 맞는 개별 샘

플 및 관련 적용 사례를 제공하는 

맞춤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긴 수명을 위한 플라스틱

Y.E.S.는 이구스만의 독자적인 프

로그램입니다.

이구스는 무급유 폴리머 베어링, 구

면형 베어링, 직동 가이드, e체인, 

특수 케이블 및 커넥터를 생산:개

발: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이구스는 현재 28개 지사, 30개국

의 영업 판매소를 갖추고 있으며 

19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하는 글

로벌 기업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거

듭하고 있습니다.

plastics for longer life®

Y.E.S. is an initiative of igus® 
GmbH (Cologne). igus® is a re-
searcher, developer and producer 
of lubrication-free polymer plain 
bearings, spherical bearings and 
ball bearings, linear guides and 
E-Chains® with special cables and 
connectors.
igus® has grown in recent decades 
into a global company and has 
over 1900 employees in 28 offices, 
plus dealers in more than 30 other 
countries.

Y.E.S. opens doors
Product samples
and information material

If you are a trainee, student, teacher, 
lecturer or professor and are 
searching for materials for your 
lectures, presentations or want to 
make your seminars and projects 
more interesting and vivid ...
We‘d be glad to send you product 
samples and reference materials 
tailored to your individual needs.



igus.kr/yes

www.igus.kr/yes

Y.E.S.는 이구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폴리머 베어링 전 종류, 

e체인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PPT 등 
다양한 다운로드 자료
  미니어쳐 로봇에서 경량 레이싱 
자동차까지 600개가 넘는 다양한 

샘플 적용 사례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Write us or give us a call!

한국이구스(주)
전화 (032)821-2911  팩스 (032)821-2913  이메일 info@igus.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guskr

www.igus.de/yes

Y.E.S. offers a comprehensive 
package for polymer plain bear-
ings and E-ChainSystems® :

  Downloads in the form of vivid 
film, image and text materials, 
PowerPoint presentations and 
much more
  Over 600 sample applications 
from miniature robots to light-
weight racing cars

당신의 아이디어가
이구스에서 실현됩니다.

Y.E.S.의 후원 대상은 학생, 

교수, 강사 등 이구스의 제품을 

활용하여 설계 및 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support
ideas
products
solutions

Your ideas are put
in motion here

Y.E.S. is for all those who like to 
develop, research, work meticulous-
ly, create (and want to succeed) – 
whether you are a trainee, student, 
teacher or professor ...

young engineers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