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stem BM 350 / BM 500

System AF 350 / AF 500

100년 진보된 영국            기술

한권의 책자라도 파본없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신속 · 정확 하게 중철&접지&재단이 가능합니다.

전세계 30개국. 인쇄관련업체, 국가공인기관에서 사용중인 중철시스템!

System AF 350/AF 500
                                  의 빠르고 전문적인 대용량 연결 중철 시스템!

System AF 350/AF 500  + System BM 350/BM 500 
+ Square Fold + Face Trimmer + Belt Stacker

놀라운 성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한 자동중철시스템!

대용량 에어 어시스트
2테이블 급지장치

수동 급지장치

책등 각접지기 (Square Fold)

배면 재단기 (Face Trimmer)

사용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급지 속도 A4용지 기준 시간당 최대 15,000장

책자가 끊김이 없이 장시간 작업 가능

표지+정합된 내지의 2테이블 대용량 적재가능

바코드 인식기능(옵션)

에어 어시스트 급지장치

이중급지, 급지에러, 용지없음, 용지걸림의 에러 표시기능

중철기(BM 350/BM 500), 책등각접지기(Square Fold), 

페이스 트리머(Face Trimmer), 벨트 스태커(Belt Stacker) 연결 가능

System AF 350 / AF 500

2개

2mm x 270mm

최대 - 350mm x 660mm / 최소 - 120mm x 210mm

최대 - 300gsm / 최소 - 60gsm

최대 15,000장 (A4용지 기준)

가능 (옵션)

가능

이중급지, 급지에러, 용지없음, 용지걸림

급지테이블의 개수

급지테이블의 용량

용지 사이즈

용지 중량

급지 속도

바코드 인식 등록

에어 어시스트 기능

에러표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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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BM 350/BM 500
선명하고 전문적인 마무리작업을 위한 대용량 중철시스템

표준용지 사이즈 사용자 지정사이즈 용지 규격 용지 길이

A4, A3, B4, SRA4, SRA3 가능 최대 - 320mm / 최소 - 206mm 최대 - 457mm / 최소 - 275mm

최대 - 457mm / 최소 - 275mm

사이즈 설정

중철 - 2~35장 (80gsm 기준) / 미중철 - 1~2장

중철 - 2~50장 (80gsm 기준) / 미중철 - 1~2장

오프라인 사용

가능

가능

소음

62 dB

62 dB

용지 중량

최소 - 일반용지 64 gsm, 코팅용지 300 gsm / 최대 - 300gsm

최소 - 일반용지 64 gsm, 코팅용지 300 gsm / 최대 - 300gsmA4, A3, B4, SRA4, SRA3 가능 최대 - 320mm / 최소 - 206mm

System BM 350

System BM 500

사용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80gms용지 140매(35장)의 수동 중철작업 가능

특허받은 책등 각접지 기계는 선명하고 전문적인 마무리 작업을 제공

용지의 두께를 측정하여 접지롤러를 자동 설정

5000개의 스테플 카트리지를 스태플러 헤드에 적재 가능

보다 쉽게 교체가 가능한 스태플러 카트리지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스테이플 헤드

작업자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모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수월한 작업가능

새로운 설계의 접지장치는 다양한 각진 접지를 제공하여 

깔끔한 책자 작업 가능

BM 350 + SquareFold + Face Trimmer

중철 + 책등 각접지 + 페이스 트리머의 놀라운 조합! 놀라운 성능의 중철시스템

새로운 그래픽 10인치 터치스크린
작업자가 단계별로 세부적인 그래픽에 따라 작업설정을 진행하여

전문적인 결과물을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대용량 벨트 스태커
대용량 벨트 스태커는 4페이지의 A4사이즈

책자 1000세트까지 적재가 가능

수동 급지 중철기 책등 각 접지기 (Square Fold) 페이스 트리머 (Face Trimmer)

옵션장치
SquareFold

각접지기는 무선제본기로 제본한 

작업물처럼 책등을 깔끔하게 정리가능

Face Trimmer

페이스 트리머는 책 전면에서의 울퉁불퉁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 16mm ~ 100mm 책자 재단 가능)

대용량 벨트 스태커

4페이지의 A4사이즈 책자를 100세트까지

적재가 가능

Morgana BM 350 / BM 500 중철시스템의 중요성!

상업인쇄 중철시스템 최상위 버전!

디지털 프린팅/옵셋프린팅 또는 코팅된 표지에 적합한 중철시스템!

작업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옵션!

놀라운 기술로 고품질 출력장비에 맞는 고품질의 책을 완성!

많은 기능들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인 중철 시스템!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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