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 stainless Steel / Premium Metal

[ 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212 포스트빌 601호
T. 02-518-6044 E. coverglobal@nate.com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62번길 134 T. 031-985-6044

[ 기본소재 ] 스테인레스 304
* 기타 소재로도 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재 변경 가능 여부는 사전에 샘플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신 후에 사용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디자인]
기본적인 디자인과 컬러를 샘플북에서는 제공하고 있으나,
고객의 요청에 따른 주문 디자인 (패턴/소재/컬러/표면처리)도 가능합니다.
[ 두께 ]
Standard : 1.2T
* 그외 두께도 가능하지만 스테인리스 원자재 확보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두께는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이즈 ]
기본사이즈: 1219 x 2438mm / 1219 x 3000mm
(좌우 4.5mm의 프린트 되지 않는 여백이 있습니다.)
[ 무게 ]
7.93kg/m2 per mm thickness (STS 304)
* 그외 다른 금속에 대한 무게는 원자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불연등급 ]
- 당사의 제품은 Solid Stainless steel 제품입니다.
- 서로 다른 소재를 접착제 등으로 접합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연 소재 입니다.
- 당사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불연 및 가스유해성 시험항목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KS 테스트 적합판정. 성적서 첨부)
[옥외사용]
당사의 제품은 우수한 색상내구성, 내습성, 내스크래치성, 내오염성, 내염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컬러별로 자외선과
광택도에 대한 테스트 성능이 달라서 옥외사용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자외선 및 내습 등
테스트 항목별 관련 시험성적서를 고객이 판단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고 외부 설치 사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취급시 주의사항 ]
* 별도의 취급 설명서를 이메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표면의 반사를 줄이기 위한 특수 가공을 하였습니다. 유성매직을 사용해서 마킹 (설치장소를 표기하거나 사이즈를 기재하는 행위) 을
한 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유성매직이 경화되어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V-CUT 가공 ]
당사의 제품은 브이컷팅(V-CUT) 가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V-CUT하는 각도와 깊이가 회사마다 다르고, 기계의 성능과 칼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브이컷을 할 경우 마찰열로 인하여 변형이 발생될 수 있고 표면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제한적인 품질보증 (Limited warranty) ]
제품이 특별한 사용 목적과 시공방법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의를 위해서 기술적인 정보와 추천내용, 설치안내 그리고 기타 정보와 재료들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오직 당사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만 하며 다른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품질 보증은 또한 공급 가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납품가격은 충분한 보증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제품 가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금속 자체를 긁어내거나 갈아서 표면을 먼저 만들고, 다시 색을 입히고 코팅을 하는 여러 단계의 생산프로세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
시트들은 정확하게 똑같지 않을 수 있고 보이는 각도에 따라 컬러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생산 롯트가 달라질 경우에도 롯트 이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표면 불규칙성은 컬러만 아니라 패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인리스 제품 원판의 제조 공정의 특수성에 원인이
있어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품은 표면 경도가 2H여서 날카로운 물건에 긁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크래치는 미관상의 변형일 뿐 스테인리스 본연의
성질에 변화는 없습니다. 이러한 스크래치 발생은 금속 제품들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불량이거나 하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제품은 표면에 특수 가공된 프린트가 되어 있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학성분을 테스트할 수 없기에 제출한
공인테스트, 자체테스트, 외부 사용자 테스트 (대기업 연구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수와 데미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충격, 훼손, 오염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www.steelbe.co.kr
▶ 비대면 상담은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