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s
... what you essentially need

뛰어난 비용 절감 효과을 기대하는
모든 고객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코팅 솔루션 essentials
올리콘발저스는 금속 및 플라스틱 산업 분야의 공구 및 정밀 부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증가시키는 표면 처리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급 업체입니다.

essentials는 경쟁력 있는 단가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코팅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올리콘발저스가
새롭게 준비한 코팅 서비스입니다.
essentials는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essentials 코팅 솔루션이
제공하는 혜택
■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꼭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성능
■ 다양한 제품군
■ 광범위한 적용분야의 코팅 솔루션
■ 간단한 주문 프로세스
■ 경쟁력 있는 단가와 우수한 성능
■ 글로벌 선도 업체의 전문화된 솔루션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코팅 솔루션
e.TiN

e.TiAlN

e.CrN

코팅 재질

TiN

TiAlN

CrN

코팅 색상

황금색

보라빛 회색

은회색

최대 적용 온도 [°C]

600

900

700

코팅 경도 HIT [GPa]

30 +/-3

33 +/-3

18 +/-3

다목적
저속~보통의 절삭 속도

다목적
보통~고속의 절삭 속도

메탈 포밍 및
플라스틱 사출 금형

적용 분야

주어진 모든 데이터는 대략적인 값이며, 적용 분야, 환경 및 테스트 조건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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