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France, November 2011

NOF 메탈코팅스 그룹은 아연 분말 방청 기술을 위한 첫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NOF 메탈코팅스 그룹은 얇은 판막의 아연 코팅을
선도하였으며, 최근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감소를
위한 혁신적인 활동으로 인해 상을 받았습니다. 아연
분말 코팅을 이용한 부식 방지를 위한 유럽센터를
열면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유럽센터는 이상적인
위치와 규모의 산업 장비들을 갖춤으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주 목적인 GEOMET 코팅과 연계된
도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맞춤 교육 과정
NOF 메탈코팅스 그룹 Training Center

NOF 메탈코팅스가 30 년 이상 개발하고 있는 아연 분말
기술 기반의 방청 솔루션은 전세계적으로 공급하고

-

마찰 과정 (마찰 계수 측정, 원리, 영향)

있습니다. 화학적인 관점에서 NOF 메탈코팅스 아연
분말 기술은 수성 방청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제시된 과정들은 아연 분말 방청 산업의 모든

유기용제가 포함된 기타 경쟁 제품과의 주요

구성원들을 위핚 것입니다. 위 과정들은 기술제휴

차별점입니다.

처리업체들의 목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GEOMET, DACROMET 코팅은 전세계적 기술제휴업체

자동차, 트럭, fastener 산업체 및 배급업체들로부터의

갂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요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매일 3,500 톤 이상의

이들은 재생에너지, 철도산업과 같은 다른 분야에

fastner(체결제품: 볼트, 너트, 나사, 와셔 등)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각 시장의

코팅되고 있습니다. 싞뢰, 품질, 요구사항의 측면에서

특수함에 따라 맞춰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청 기술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핛입니다.

NOF 메탈코팅스 유럽(MCEU)의 교육센터 설립은
세계적으로 제품 사용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용성, 기술, 생산성, 비용 절감 등의 목적과 관련된

하는 전략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고객들의 광범위핚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우리는 정보 전달, 교육, 설명, 커뮤니케이션을

같은 교육 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약속합니다.

-

부식 메커니즘 과정 (부식 요소의 이해)

-

아연 분말 기술을 이용핚 방청 과정 (방청 원리,

경우, 연수생(참가자)들은 우리의 연구적, 공학적 일상

처리 과정 등)

생활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자싞의 업무에

품질 부서장이자 교육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Isabelle
Perche 는 “유럽 교육센터의 세션(프로그램)에 참여핛

대핚 열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에
-

품질 관리 과정 (코팅된 부품의 관리, 부품 감사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표준, 결함 원인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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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교육센터는 노하우의 전달과 산업 장비에의 실질적
구현 모두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은 파리 부근의 NOF 메탈코팅스 유럽

이롞적/ 현실적 교육은 NOF 메탈코팅스 그룹에 오래

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파리 샤골드골 공항에서

근무하고 지식을 진심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20 분 거리)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GEOMET 코팅이 전세계적으로 쓰임에 따라 교육은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된 설비들은 그들의 회사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설비와 완벽하게 대응됩니다. 교육기갂

불어, 영어, 독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동안 참가자들은 특정핚 실험실에서 혼합물들을 다루고,
염수 분무기를 사용하며, 물리적 측정, 전기화학이나
마찰 테스트 등을 시행핛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일핛 수 있도록
새로이 마련된 화학/전기화학 장비들

About NOF METAL COATINGS EUROPE
NOF METAL COATINGS EUROPE(MCEU)는 35년의 경험을 가지고 아연 분말 기술의 GEOMET와 DACROMET을 개발,
생산,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에 의핚 판매를 합니다. 우리의 코팅기술은 얇은 두께와 방청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자동차, 트럭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양핚 산업 분야의 표준(기준)입니다.

MCEU는 일본의 화학그룹 NOF CORPORATION의 방청 부문에 해당되며, 아연 분말 기술을 발명핚 NOF METAL
COATINGS GROUP의 유럽 지사입니다. 인터내셔널 기술제휴업체 네트워크는 전세계 450개 이상의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핚 내용은 www.nofmetalcoatings.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ess contact for Europe
Franck Raynaud (Communication)
franck-raynaud@nofmetalcoatings.com
Tel.: + 33 (0)3 44 64 6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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