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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하지 않고 계속 진화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가장큰 덕목으로 삼겠습니다. 

가장 신속한 사후관리를 약속합니다.

품질혁명, 가격 혁명,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최고 기술과 최대의 노력으로 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www.fmbkorea.com

www.fmbkorea.com

FMB KOREA

FMB - 1000TY

·휴징프레스의 모든 것 꼭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FMB KOREA의 제품은 전 자동으로 컨트롤 됩니다. 

·더블 타입(FMB-250CD. 325CD)
·히팅과 쿨링 가압을 자동으로 연속 진행가능. 
·선택 스위치로 히팅 작업만 진행 가능. 

·라벨전사, 모자 및 일반 전사작업용.
·베이스의 스프링은 히터판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최적의 전사품질을 제공.

·발판을 클릭 한번으로 자동으로 프레스의 헤드가 이동.
·보다 편리하고 빠른 작업을 할수 있다.

FMB - 347 (전사프레스)
히터 판싸이즈 : 385×485

FMB - 250 (라벨전사프레스)
히터 판싸이즈 : 150×200

FMB - 420 (라벨전사프레스)
히터 판싸이즈 : 200×400

FMB - 542 (전사프레스)
히터 판싸이즈 : 520×420

FMB - 550H 
(작업판 이동식 전사프레스)
히터 판싸이즈 : 500×500

히터 판싸이즈 : 500×500

히터 판싸이즈 : 200×150(FMB-250CD)
히터 판싸이즈 : 300×250(FMB-325CD)

FMB-1600G 라미네이팅기

FMB-1600, 1200, 1000, 700(TY) 휴징프레스

FMB - 500, 500A(자동)
휴징프레스

FMB - 202
잡사 털이기

FMB - 72
밸트크리너

FMB - 1500V
대형 전사프레스

FMB - 500AC
히팅, 냉각겸용 전 자동 전사프레스

FMB - 250. 347. 420. 542. 550H
전사프레스

FMB - 347A(자동)
전사프레스

FMB-250CD. 325CD
냉각 겸용 라벨 전사 프레스

·봉제산업은 물론 신발산업의 핫멜트, 합포작업, 자동차시트 등의 라미네이팅 작업 전용으로 합포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 라미네이팅기는 세계최초로 상하 히터는물론 벨트 표면온도를 좌측,중앙,우측으로 컨트롤할수있어 온도 편차관리를 완벽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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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B - 201
오염 제거기

FMB - 1600 
(컨트롤박스)

합포 현장▶
나이키 협력업체의 

FULL SET 작업 현장
FMB - 1600G
(컨트롤박스)

Click! 하면

자동으로 헤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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