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ialltte.com
(주)선진이노텍

Auto packing machine for umbrella
& Collection case

전국대표전화 1600-3120
우산비닐회수기
우산비닐회수기

우산비닐 포장회수기 특징
편리성

청결

비닐에 손대지 않고
우산비닐 제거

건물 입구
청결함 유지

안전
국내 유일 무 전원으로
감전사고 無
낙상사고 예방

재활용
분리배출이
용이해지므로
자원 재활용 가능

Characteristic of Umbrella Vinyl Cover Collector
• Not using hands for removing the vinyl cover.
• Keeping cleanliness of the entrance.
• Non-Powered Collector & We can keeping fall down accident.
• Simple collector for recycling and separating.

환경을 보호합니다.
분리 수거된 우산비닐을 투명비닐에 담아내놓으면 지자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합니다.
(종량제 봉투 비용절감 / 비닐류만 분리해도 폐기물 배출량의 20% 절감효과)
Protect the environment
separate vinyl covers, that is in transparent vinyl bag, is going to be collected and recycled by local government.
(Cost savings effect for buying a standard plastic garbage bag. / When you separated vinyls we will get saving of 20% emissions.)

• 우산자동포장기& 회수기 특허증
Auto Packing Machine for umbrella & Collection case of letters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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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백&기타 특허증
Shoppingbag & Etc of letters patent

우산비닐 포장회수기 Packing & Collection case
2구 회수기 (SB-MM-022)
Specification
재질

밀러스테인레스

규격

640x320x830mm

포장지 수용량 2,000장
중량

16kg

적재중량

20kg

Material

Stainless Steel

Surface

Mirror Finish

Size

640x320x830mm

Loading

2,000Vinyl bags

Gross W't

16kg

無전원
회수기

Measure W't 20kg

• 전 제품의 특징 Characteristic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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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산비닐 잔량확인 손잡이

1. you can check quantity.

2. 이동용이 손잡이 부착

2. The handle attached. So, easy movement.

3. 이동용이 바퀴 부착

3. The wheels attached. So, easy movement.

회수된 비닐은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됩니다.

• 우산비닐 회수방법 How to collect umbrella vinyl

1. 비닐이 씌워진 우산을
회수기에 넣는다.

2. 우산을 회수기에서 꺼낸다.

특허 : 제10-1234395호

3. 비닐만 쏙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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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비닐 포장회수기 Packing & Collection case
1구 회수기 (SB-MM-012)
Specification
재질

밀러스테인레스

규격

440x320x830mm

포장지 수용량 1,000장
중량

12kg

적재중량

15kg

Material

Stainless Steel

Surface

Mirror Finish

Size

440x320x830mm

Loading

1,000Vinyl bags

Gross W't

12kg

無전원
회수기

Measure W't 15kg

회수된 비닐은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됩니다.

• 우산비닐 회수방법 How to collect umbrella vi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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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제10-1234395호

1. 비닐이 씌워진 우산을
회수기에 넣는다.

2. 우산을 회수기에서 꺼낸다.

3. 비닐만 쏙 빠진다.

1. Put your umbrella into

2. Take out your umbrella from

3. Collection case take away

a collection case.

the collection case.

umbrella cover vinyl.

우산비닐 포장회수기 Packing & Collection case
NEW 출시!!

기존 제품과 사이즈가 다릅니다.│비닐 구매 시 타공 모델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2구 회수기 타공형 (SB-MP-024)
Specification
재질

밀러스테인레스

규격

640x320x760mm

포장지 수용량 2,000장
중량

14.8kg

적재중량

19.6kg

Material

Stainless Steel

Surface

Mirror Finish

Size

640x320x760mm

Loading

2,000Vinyl bags

Gross W't

14.8kg

Measure W't 19.6kg

無전원
회수기

회수된 비닐은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됩니다.

1구 회수기 타공형 (SB-MP-014)
Specification
재질

밀러스테인레스

규격

440x320x760mm

포장지 수용량 1,000장
중량

10.5kg

적재중량

13.2kg

Material

Stainless Steel

Surface

Mirror Finish

Size

440x320x760mm

Loading

1,000Vinyl bags

Gross W't

10.5kg

Measure W't 13.2kg

無전원
회수기

회수된 비닐은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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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비닐 회수기 & 포장기
회수기 소 (SB-MM-112)
Specification
재질

밀러스테인레스

규격

240x320x810mm

중량

7kg

Material

Stainless Steel

Surface

Mirror Finish

Size

240x320x810mm

Gross W't

7kg

Material

Stainless Steel

Surface

Mirror Finish

Size

440x320x810mm

Gross W't

11kg

Material

Stainless Steel

Surface

Mirror Finish

Size

240x320x830mm

Gross W't

7kg

無전원
회수기

회수된 비닐은 재활용 됩니다.

회수기 대 (SB-MM-113)
Specification
재질

밀러스테인레스

규격

440x320x810mm

중량

11kg

회수된 비닐은 재활용 됩니다.

1구 (SB-MM-011)
Specification
재질

밀러스테인레스

규격

240x320x830mm

중량

7kg

적재중량

10kg

Measure W't 10kg

2구 (SB-MM-021)
Specification
재질

밀러스테인레스

규격

440x320x830mm

중량

11kg

적재중량

1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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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tainless Steel

Surface

Mirror Finish

Size

440x320x830mm

Gross W't

11kg

Measure W't 17kg

無전원
회수기

Color Selection

본 카다로그에 있는 제품 색상은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GLOBAL COLORS 분체도장

│노랑 1구 (SB-MCY-011)

│파랑 1구 (SB-MCB-011)

│검정 1구 (SB-MCD-011)

│빨강 1구 (SB-MCR-011)

│하양 1구 (SB-MCW-011)

│노랑 2구 (SB-MCY-021)

│파랑 2구 (SB-MCB-021)

│검정 2구 (SB-MCD-021)

│빨강 2구 (SB-MCR-021)

│하양 2구 (SB-MCW-021)

친환경 친인간 GLOBAL COLORS 의 파우더코팅은 유기용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인 VOC(휘발성 유
기화합물)의 방출이 없고 안전하며 세계적 수준의 도장입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규격, 색상 등의 변경된 주문제작의 경우
주문일로부터 7일정도의 제작기간이 소요됩니다.
Paint with powder of Global do not consist of organic solvent. Our painting without emission of VOC Which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is safe and international level. In custom-made case that change sizes, colors etc by your
asking, it takes about 7days to make from your order.

Special Order
귀사 광고 문구나 상호를
인쇄 제작 가능합니다.
(인쇄비용 별도)

It is able to print catchline or brand of
you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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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우산비닐 (Umbrella vinyl)
재질

HDPE

Material HDPE

표면

EMBOSSING처리

Surface EMBOSSING

• 긴 우산 비닐 SB-VL-01
Umbrella vinyl cover only for a long-umbrella
규격 140x730mm
Size 140x730mm

• 긴 우산 비닐 (타공전용 비닐) SB-VL-02
규격 140x690mm
Size 140x690mm

• 접는 우산 비닐 SB-VS-01
Umbrella vinyl cover only for a folding-umbrella
규격 140x400mm
Size 140x400mm

• 접는 우산 비닐 (타공전용 비닐)SB-VS-02
규격 140x360mm
Size 140x360mm

회사 홍보를 위하여 우산비닐에 로고 및 상호 인쇄 가능합니다. (인쇄 비용 별도)
포장단위: 1,000장┃4,000장┃6,000장
It is able to print logo or brand on umbrella cover for your company
advertising. (extra charge for print)
Packing Unit: 1,000pieces, 4,000pieces, 6,000pieces

• 호텔/백화점/영화관/보험회사/증권회사/서점/병원/학교/은행/지하철/식당/매장/마트/도서관/관공서/레스토랑/
상가건물 등
Hotel, Department store, Theater, Insurance company, Stock company, Book store, Hospital, School, Bank, Mart,
Subway, Library, Government office, Restaura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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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Befor

현관 앞이 지저분함

│빌딩입구

After

│빌딩입구

│전시장

현관 앞이 깔끔함

│식당

│은행

│전시장

│허쉬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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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손잡이백

링백

비료백·포장지

HD

지퍼백

기타링백

• 주문제작 생산으로 어떠한 사이즈 인쇄 모두 가능합니다.
We can produce any design of the good that you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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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Security Bag)투

Producing Center
비닐쇼핑백 생산과정

압출

인쇄

오픈실링기

밴드실링기

우산자동포장기 생산과정

레이저 가공

조립

절곡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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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진이노텍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132번길 73 (시화공단 3라 326호)
Tel. 1600-3120┃Fax. 031-434-8894
E-mail: bialltte@hanmail.net┃www.bialltte.com
(326,3Ra, Sihwa Industrial) 73, Mayu-Ro 132-beon-Gil, SiheungSi, Gyeonggi-Do, KOREA
Tel. 1600-3120┃Fax. 82-31-434-8894
E-mail: bialltte@hanmail.net┃www.bialltte.com

(주)선진이노텍의 우산자동포장기와 우산비닐회수기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