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E3 PLUS LA-F1

수입판매원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생산성과 최상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세계최대                                       에어완충포장재 제조시스템

            은 전세계 23개국. 포장관련업체, 국가공인기관, 대기업에서

사용중인 고품질 에어쿠션제조 메이커입니다.

본사 및 전시장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5 와이피엘B/D  T:1544-8737

전국영업소    경기 1544-9434       광주 062)226-8777  대구 053)253-7677
서비스센터 대전 042)625-3877

천안 041)572-8086 강원 033)253-1234
부산 051)462-2214  창원 055)266-7054

스텐드, 폴딩다운 시스템을 이용한 비용절감! 빠른작업가능! 다양한 활용도!

이동식 스텐드 EC2005

스텐드에 에어팩제조기를 올려놓고 
이동시킬수 있어 좁은 공간이나 
장비 한대를 여러곳에서 사용할 경우 
효율적입니다.

폴딩다운 시스템 ET1003

폴딩 다운 시스템은 좁은 작업장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포장작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와인더 FR8001

생산되는 에어쿠션을 자동으로 감을수 있고,
이동식 스탠드와 결합하여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에어쿠션제조기 옵션제품



LA-E3 PLUS
안전한 제품 포장! 에어쿠션으로 고민해결!

탁상용 에어쿠션 제조시스템

LA-F1
깨지기쉬운제품! 민감한 제품포장! 3가지 종류의 에어쿠션으로 한방에 해결!

탁상용 에어쿠션 제조시스템

LA-E3 PLUS

분당 18 m

기본블록형 (에어팔로우)

220V

280W

폴딩다운 시스템(ET1003)

450 mm x 285 mm x 420 mm

18 kg

물류센타, 도서배송, 화장품, 악세사리,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업체

작업 속도

쿠션 종류

전 원

파워

옵 션

제품 크기

제품 무게

적용 분야 

LA-F1

분당 18 m

기본블록형 / 막대기형 / 시트형

220V

550W

스텐드(EC2005), 와인더 (FR8001)

460 mm x 310 mm x 490 mm

22 kg

물류센타, 도서배송, 화장품, 악세사리,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업체

작업 속도

쿠션 종류

전 원

파워

옵 션

제품 크기

제품 무게

적용 분야

제품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며 

제품표면의 스크래치와 파손을 방지하는데 탁월한 효과

강력하고 깔끔한 실링으로 재료의 낭비를 절감시키는 특허기술

탄력성과 충격흡수성이 좋아 뛰어난 완충효과

기본블록형 / 시트형 / 막대기형 세가지 작업 가능

빠른 작업속도로 분당 쿠션 18m 까지 생산

우수한 안전성과 낮은 불량률

테이블에서 작동하기 쉽게 설계하여 작고 휴대하기 편리

고급포장재 사용으로 제품의 품격을 높임

파손이 염려되는 민감한 제품들을 완벽하게 밀봉포장 가능

강력하고 깔끔한 실링 -  재료의 낭비를 절감시키는 특허기술

탄력성과 충격흡수성이 좋아 뛰어난 완충효과

이중포장이 필요 없어 경제적이고 비용절감효과

빠른 작업속도로 분당 쿠션 18m 까지 생산

우수한 안전성과 낮은 불량률

테이블에서 작동하기 쉽게 설계하여 작고 휴대하기 편리

고급포장재 사용으로 제품의 품격을 높임

★ 기본블록형/팔로우쿠션

★ 과일포장용/씨트형/버블쿠션

★ 와인포장용/막대기형

에어쿠션 3가지선택 작업가능!

에어쿠션 - 기본블록형(에어팔로우)


	에어캡(완충재)_카다로그_011
	에어캡(완충재)_카다로그_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