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판매원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생산성과 최상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인쇄 후가공장비  코팅기 부분 1위!

전 세계 18개국에서 동시 사용하고 있는 “고품질 라미네이터”
놀라운 성능과 완벽한 작업 완성도로 전세계 판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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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0B
8 Bit Microprocessor 통제기능에 의한 단면·양면·무열 라미네이팅

자동급지 센서 장착과 크롬메탈로라

온도, 속도 단계별 조절기능 및 독립적인 코어채택

상·하 독립적 Perforator(미싱날)장착

강력냉각시스템

8-Bit Microprocessor 통제기능 장치 설계

LCD 판넬장착 에러방지 최소화

양·단면 라미네이팅 가능

에러방지용 LCD 판넬 채택

사용자 편의를 위한 필름말림 방지기능

텐션 조절장치내장 및 5단계 압력조절 레버 장착

표지내용물 스크래치 방지형 디컬링장치 채택

원고의 재질에 관계없이 단면 라미네이팅이 가능한

18단계 디컬링장치

F-350CF-350B

F-350D

모델명

최대라미네이팅 폭

최대라미네이팅 속도

사용가능한코팅필름

원고두께

온도/속도 조절가능

수동재단날

롤러수

자동커팅기능(특허)

디컬링장치

필름코어

자동급지센서기능

미싱커터날(상·하)적용

롤러두께

옵션

F-350B

350mm

5m/min

18mic~250mic

80g~400g

O

O

4ROLL

X

±9단계(총18단계)

58mm&25mm

○

○

55mm

스텐드

미싱커터날

상·하 독립 Perforator
상·하 롤러 독립적 온도제어 시스템

양·단면 코팅가능
코팅 후 코팅내용물을 

자동으로 감아주는 장치

크롬메탈롤러리와인더 자동장치

수동급지 리와인더 장치
                          라미네이터

2017. 히트상품



F-350C
POD출력센터, 기획사, 관공서, 카피센터에 이상적인 모델!

자동급지 센서 장착과 고광택 크롬메탈로라 장착

온도, 속도 단계별 조절기능 및 독립적인 코어채택

상·하 독립적 Perforator(미싱날)장착

강력냉각시스템

8-Bit Microprocessor 통제기능 장치 설계

LCD 판넬장착 에러방지 최소화

양·단면 라미네이팅 가능

텐션 조절장치내장 및 5단계 압력조절 레버 장착

컬방지형 디컬링장치 채택

원고의 재질에 관계없이 단면 라미네이팅이 가능한 

18단계 디컬링장치

 커팅간격 설정기능 및 자동커팅기능 

자동급지장치와 고광택 크롬메탈로라 장착

온도, 속도 단계별 조절기능 및 독립적인 코어채택

상·하 독립적 Perforator(미싱날) 장착

강력냉각시스템

8-Bit Microprocessor 통제기능 장치 설계

LCD 판넬장착 에러방지 최소화

양·단면 라미네이팅 가능

텐션 조절장치내장 및 5단계 압력조절 레버 장착

컬방지형 디컬링장치 채택

원고의 재질에 관계없이 단면 라미네이팅이 가능한 

18단계 디컬링장치

커팅간격 설정기능 및 자동커팅기능

자동종이간격 제어장치

인라인 퍼포레이팅 장착

친환경 써멀필름 사용

경제적인 가격의 효율성이 뛰어난 반자동 라미네이터

소량 다품종 작업이 가능한 POD 라미네이터

F-350D
자동급지+자동커팅으로 효율적인 라미네이팅 가능!! 

모델명

최대라미네이팅 폭

최대라미네이팅 속도

사용가능한코팅필름

원고두께

온도/속도 조절가능

수동 재단날

롤러 수

자동커팅기능(특허)

디컬링장치

필름코어

자동급지센서기능

미싱커터날(상·하)적용

롤러두께

옵션

F-350C

350mm

5m/min

18mic~250mic

80g~400g

○

○

6롤 (접착2롤+이송2롤+커팅2롤)

○

±9단계 (총 18단계)

58mm&25mm

○

○

55mm

스텐드

모델명

최대라미네이팅 폭

최대라미네이팅 속도

사용가능한코팅필름

원고두께

온도/속도 조절가능

수동 재단날

롤러 수

자동커팅기능(특허)

디컬링장치

필름코어

자동급지센서기능

미싱커터날(상·하)적용

롤러두께

옵션

F-350D

350mm

5m/min

18mic~250mic

80g~400g

○

○

6롤 (접착2롤+이송2롤+커팅2롤)

○

±9단계 (총 18단계)

58mm&25mm

○

○

55mm

스텐드

5단계 압력조절레버 18단계 ±디컬링 장치 코팅 후 정렬 적재대미싱칼과 가이드롤러 자동급지장치 테이블 수평조절다이얼

자동급지+자동커팅 라미네이터

수동급지+자동커팅 라미네이터

2017. 히트상품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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