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대리석 연속 생산 시스템

인조대리석 생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다양한 산업을 위한 스틸 벨트 시스템

인조 대리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Berndorf Steel Belt Systems Ltd., Co. (BSBS)는 한국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도르프 코리아는

인조대리석 생산 시스템은 최적의 맞춤형 연속 생산 공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부엌(싱크대 상판), 데스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이 가능한 연속 스틸 벨트 장비의 설계 및 제조 전문업체입니다. Berndorf

탑, 거실 및 상업 공간용 장식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인조대리석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대리

Band Group의 구성원으로써, 화학, 목재 및 식품 분야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를 위한 모든 종류의

석은 건물용 프리미엄 자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틸벨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1990년부터 인조대리석 생산 설비 제조를 시작으로, Berndorf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조대리석 제조사들에게 인조대리석 생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스트림

스틸벨트 캐스팅 시스템
스틸벨트 캐스터를 통한 중합

폭 및 길이 절단

크로스 커팅 머신에 의한 시트

제품 양면 샌딩

Slurry 형성
(Pre-polymer, ATH,
Chips, Others)

절단
자동 스텍킹 머신에 의한 적재

n

100% 불포와 폴리에스터 수지 시트

n

모디파이드: 아크릴 수지와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를 합성시킨 하이브리드 제품

번도르프는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n

화학 레시피

턴오버 - 시트 뒤집기

n

생산 노하우

(Turnover)

n

인조대리석 제조 설비

제품면 건식 및 습식 샌딩

믹싱및 공급
(Slurry 및 개시제)

2

100% 아크릴 수지 시트

다운스트림

Pre-polymer 형성
(MMA 및 PMMA)

1

n

검사 및 포장

3

4

1 인라인 믹서
2 상,하부 PVA 필름용 언와인더
3 텐션 터미널

5

4 두께 컨트롤러
5 캐스팅 (중합) 챔버
6 드라이브 터미널

6

7

8

9

7 상부 및 하부 PVA 필름용 리와인더
8 제품 냉각 터널
9 제품 냉각용 롤러 컨베이어
			

11

10

10 크로스 커팅 머신
11 자동 적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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