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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FRAME  
으로 생산효율성을  
높이세요  

행잉 밀도는 코팅 라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큰 요소이며, 따라서 코팅 공정에서 수익성과 에
너지 소비입니다. 코팅 라인을 채우려면 스마트 교
수형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종종 저장 공간, 비용 및 
유연성의 문제입니다.

이 백서에서는 분할 가능한 Flexi- 프레임을 사용
하여 코팅 공정을 용이하게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해시
   조립



우리는보다 전문적인 테이블과 효율적인 코팅 공정
을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수형은 교수형 밀도를 높이기위한 핵심입
니다.

산업용 코팅 공정은 때때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코팅 
작업을하는 회사는 여러 번 걸려 문제를 겪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을 용이하게하는 방식으로 매달리는 방법?

작업을 용이하게하는 방식으로 매달리는 방법?

제한된 공간?

일반적인 문제



A flexible frame 
매달린 시스템의 경우 프레임 자체가 다루기 불편하고 많은 공
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저장 공간이 제한된 경우 분할 가능하
고 유연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옵션입니다. 제품의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만 분할 가능한 프레임은 기존 제
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exi-frame과 같이 쓸 수 있는 것

H11B
H2B
HQL 
HCL levels 
HQS는 상단 행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작업에는 스마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적시에 올바른 행잉 시스템과 상황에 따라 올바른 제품을 갖추
는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짧은 리드 타임과 소량의 배치는 코팅 작업의 일반적인 상황이
며 미리 계획하고 올바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때때로 에너지 및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할 수있는 후크 및 불안정한 매달린 시스템을 사용합니
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연한 프레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 코팅 라인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aving space equals economic benefits 
비싼 운송 비용은 기업이 코팅 산업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한 가지 주요 솔루션은 분할 가능한 프레
임입니다. Flexi 프레임은 제품을보다 효율적이고 공간 절약적인 
방식으로 포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저렴합니다.

즉, 배송 및 현장 보관 모두에서 대용량 스토리지 이점이 있으며, 
이는 기업이 운송 및 보관에서 최대 75 %를 절약 할 수있는 기
회를 제공합니다.

산업용 코팅 공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라인을 채우는 솔
루션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스마트 교수형입니다. 
Flexi 프레임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 할 시간과 가능성의 부족은 작은 세부 사항을 잊게 
할 수 있으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체 도장 작업을 용이하게하고 교수형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
해 프레임은 자동 잠금 구조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매달 
기 관리가 간단 해집니다.



BY USING THE FLEXI-FRAME
IN THE COATING PROCESS YOU:

배송 및 현장 저장 공간 절약

배송비 절약

작업을 용이하게합니다 – 기존의 매달린 시스
템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 수있는 기회

안정적이고 다양한 제품

시간 절약

생산 비용 절감

세 가지 너비로 제공되는 상
단 행거 : 

1 100 mm

900 mm

800 mm

1000 폭

800 폭

700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