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네이트 산업용 스틸 벨트

고품질의 질감을 구현하는 맞춤형

혁신적인 라미네이트 산업용 스틸벨트
실제 나무의 질감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써 라미네이트 애플리케이션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고 최종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데코레이션 패턴의 선정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스틸벨트의 질감 구현이 요구됩니다.
모양지와 질감 특성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제품의 품질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됩니다.
Berndorf Band Group은 다 년간 끊임없이 시장으로부터 요구되는 사항을 분석하여 설계 및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 해왔습니다.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목재 베이스 재료 산업분야를
리드하는 제조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Berndorf Band Group은 엔드리스 스틸벨트에 복잡한 질감의
레지스터드 엠보싱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n 최첨단 디지털 인쇄 기술을 통해 최적화된 재현성을 보장함으로서 일정한 엠보싱의 결과와 정교한

하이라이트

질감의 구현이 가능.
n

질감이 있고 부드러운 벨트에 다양한 효과를 생성

n

완벽한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질감 있는 프레스용 엔드리스 벨트 제작과 다양한 시각 및 촉각
효과 제공

n

숏 사이클의(SC) 플레이트 및 이형지와 비교되는 탁월한 경제성

n

개별화된 질감의 일관된 재현

n

레지스터 제품의 엠보싱을 위한 깊고 복잡한 고정밀 표면 질감의
폭넓은 선택 가능

n

벨트를 수리하거나 크롬 도금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긴 수명을 보장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자연스러움
최대한 실제 자연의 느낌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요구는 라미네이트 산업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나무 또는 석재의 외관을 라미네이트 바닥의 내구성과 함께 구현하는 것 외에도
레지스터드 엠보싱 공정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양을 제품의 실제 느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결과, 천연
재료와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목재 바닥 장식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정밀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동기식 표면 텍스처를 제공하는 연속 생산 공정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벨트를 제조합니다. 최첨단의 디지털 인쇄 및 에칭 기술은 반복성을 최적화하여 일관된 엠보싱 결과물과 고객
맞춤식 디자인을 통합하도록 해줍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벨트의 주요 장점은 긴 수명입니다. Berndorf Band Group은 벨트를 재생하고 크롬 도금을
복원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기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긴 수명을 실현시킵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이 장비는 벨트 광택을 부드럽게 재구성하여 벨트를 거의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연속 작업을
위해 벨트를 사용하여 정기적인 수리가 필요한 고객에게 Berndorf Band Group은 고객의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제공합니다.

질감 벨트 제조 공정

“Berndorf Band는 최신 제조 공정(주로 최신 디지털
인쇄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 가능성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고해상도의 놀라운 시각적, 촉각적 특성과
완벽한 위치 정확도를 지닌 혁신적인 텍스처의 생산을
보장합니다.”

Adrian Miller
Global Produ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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