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가능한  추가 사업영역

코팅된 플라스틱 부품

독일

코팅공정

1.  준비된 색상의 도료를 컨테이너에 채움

2.  코팅할 원재료 부품을  드럼에 대량 채움
 

3.  코팅프로그램의 시작

4.  IR-Beam을 이용한 부픔의 지속적인 예열 
    과 자동화된 코팅공정을 동시에 진행

5.  5.  래커의 건조와 코팅부품의 수거

소형 부품 코팅 

코팅전 코팅후

차이를 보세요

가구자동차(소형부품) 

화장품용기전자제품

보청기 (의료기기)건축용 창호 마감 덮게

가전제품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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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  유럽  -  아시아



독일

•  (초)소형부품의 기능적, 심미적 코팅 구현

•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 코팅 - ABS, ASA, HIPS, PA, 
    PBT, PC, PE, PET, PMMA, PS, PP, PPS, PVC, 
    SAN and Blends

•  원재료 사이즈 150mm 미만, 원재료 무게 20g 
    미만에 최적화

••  수용성 및 용제기반의 도료 시스템 

•  6가 크롬도금의  대체  무광 코팅 구현  

•  정확하고 동일 재현가능한(일률적인)  코팅 두께 

•  긁힘에 강한 표면처리

•   지문방지 효과

•  자외선에 강한  도료 시스템

•  다양한 인쇄가 가능한 표면처리

••   REACH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  
    RoHS(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이행 및 준수 

•  안전설계에 관한 국제 표준 지침 이행 및 준수 
    (DIN EN ISO 71-3)

기술적인 측면의  장점

아메리카  -  유럽   -  아시아

•  코팅 비용 절감

•  대량코팅 – 추가비용 (코팅용 랙과 조작) 불필요

•  스크랩이 거의 없슴

•  포장 및 운송비용 절감 (대량 운송)

•  빠른 납기

•  플라스틱 부품의 보다 고품격의  메탈릭,             
    무광 도금 효과    무광 도금 효과

•  독립적 형상의 다양한 컬러 효과 구현

•  균일한 표면 구현

•   원재료의 강조된 표면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킴
 

•  친환경이며 자원절감 기술

판매 및  비용적 측면의 장점

차이를 보세요

•  고객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고객 프로젝트의 완벽한 만족서비스 
    (첫 아이디어 부터 양산까지) 제공

•  개별 샘플링 작업

•  도료개발 및 조색

•  대량생산에 적합한 코팅 

••  균일한 제품 품질과 공정의 균일성을 위한 
    모든 작업조건의 문서화

•  지속적이고 일관된 제품 품질 보증

•  독일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세계 각국에 
    생산라인 구축

•  다양한 사업영역의 명성있는 고객을 대상으로한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코팅전                           코팅후

서비스측면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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