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quare Fold 104

BM 61

Square Fold 104 + BM 61

무선제본기로 제본한듯 완벽한 완성도의
중철 + 책등 각접지 시스템!

Square Fold 104 + BM 61
                               의 혁신적인 중철 · 책등 각접지 시스템

작업용량

작업속도

용지규격

용지중량

지철모드

스테플 해드

에러감지기능

급지방식

책등 각접지 작업모드

22장(80gsm)

시간당 1800권

최대 305 x 440mm   최소 200 x 270mm

최대 250gsm / 최소 60gsm

중철 / 상철 / 코너철

2개

스테플심 부족, 용지걸림

수동급지

3단계/단순통과기능

Square Fold 104 + BM 61
책등 각접지기 + 중철기

중철시스템과 책등각접지 시스템 한꺼번에 여러 부수 책자의 정밀한 재단이 가능

완벽한 결합 시스템으로 중철제본의 가치 상승효과

시간당 최대 1,800세트 완성으로 시간의 단축효과

Square Fold 104의 책등각접지 작업으로 책등 위치에

제목 등 인쇄가 가능하며 여러부수 책자의 정밀 재단이 가능

무선제본기로 제본한듯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

초보자도 쉽게 사용가능한 간편한 컨트롤 방식

중철 · 상철 · 코너철의 다양한 지철모드가 가능한 중철시스템

무선제본기로 제본한듯 완벽한 완성도의 중철 + 책등 각접지 시스템!

작은 크기의 사용자 친화적인

연결형 중철 & 책등 각접지기

Bookletmaker System!

작은 크기의 사용자 친화적인

연결형 중철 & 책등 각접지기

Bookletmak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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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100년 진보된 영국            기술

한권의 책자라도 파본없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신속 · 정확 하게 중철&접지&재단이 가능합니다.

전세계 30개국. 인쇄관련업체, 국가공인기관에서 사용중인 중철시스템!



Square Fold 104
피니셔 장치에서 선택한 세계최고 품질의 책등 각접지기 등 세계적인 디지털 프린터 장비에 

장착된 Finisher!

작업용량

작업속도

작업모드

최대 책 사이즈

최소 책 사이즈

22장/80gsm

1800권/시간

3단계/단순통과기능

240Ⅹ325mm

100Ⅹ120mm

Square Fold 104 책등각접지기

책등 각조절버튼 / 에러표시창 내부 이송벨트 컨베이어 배지정렬장치 상부 급지 가이드 및 측면 급지 가이드 간단하고 쉽게 조절 가능한 컨트롤 패널 스테플러 건

간편한 사용법과 안정된 품질

시간당 1,800권의 빠른 작업속도

중철기의 제조사와 상관없이 연결하여 사용가능

중철된 책의 부피를 최소화

중철하는 책등에도 제목인쇄 가능

여러권의 중철된 책을 한꺼번에 재단가능

무선제본으로 완성된 책처럼 책장에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

기존 중철제본책의 부피를 확! 줄인 신개념 책등각접지기

Before After

무선 제본기로 제본한 듯 깔끔한 책등 각접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 

Square Folding!

무선 제본기로 제본한 듯 깔끔한 책등 각접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 

Square Folding!

BM 61

작업용량

작업속도

용지규격

용지중량

지철모드

스테플 해드

에러감지기능

급지방식

22장(80gsm)

시간당 1800권

최대 305 x 440mm   최소 200 x 270mm

최대 250gsm / 최소 60gsm

중철 / 상철 / 코너철

2개

스테플심 부족, 용지걸림

수동급지

BM 61 중철기

시간당 80gsm용지 88페이지 (22장)까지 중철가능

종이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는 상부 급지 가이드

측면 또는 코너 지철 문서에 사용가능

지철 헤드를 바꿔주면 루프 지철가능

수동모드·자동모드·지철OFF·접지단독·접지OFF의

다양한 기능들을 컨드롤패널에서 ON/OFF가능

자동벨트 스태커 기능으로 제본작업이 편리하며, 많은 양의 작업 가능

사이드 자동 추림장치 내장 및  C510 & AC510정합기와 연결가능

(자동 중철작업 수행)

중·소규모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

작은크기의 사용자 친화적 자동급지 or 정합기 연결형 중철기!!

작은 크기의 친화적인 자동급지 & 정합기

연결형 중철기

Bookletmakers!

작은 크기의 친화적인 자동급지 & 정합기

연결형 중철기

Bookletmakers!


	몰가나중철책등각접지_011
	몰가나중철책등각접지_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