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식 및 침식 보호용 고무 라이닝

Polycorp은 가공 처리되지 않은 

천연 및 합성 고무를 사용해 최고 

품질의 보호 라이닝을 설계 및 

제조합니다. 또한 고객이 부식성 

물질 및 연마재와 관련이 있는 부식 

및 침식 위험을 관리하여 자산을 

확대하고 누출 사고에 대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olycorp 라이닝을 사용해 다양한 산, 알칼리 및 연마재에 대해 

궤도차 및 트럭, 지지 용기, 공정용 장비, 파이프를 보호합니다. 고객은 

Polycorp의 폭넓은 제품 카탈로그와 보호 라이닝 산업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성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식 및 마모 문제에 대한 대답은 당사에 문의하여 혁신, 품질,  

기술 지원 및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솔루션이라는 당사의 핵심  

장점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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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 품질 및 일관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최고의 라이닝 제품군. 표면 마감 및 성형이 중요한 궤도차, 트럭 및 

탱크 라이닝용 선택 재료.

T-시리즈 성형 요구 사항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당사의 

비용 효율적인 대안. 내마모성이 가장 중요한 채굴, 파이프 및 장비 

분야에서 자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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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Polycorp은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도입하여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카탈로그에 

적절한 재료가 없는 경우, 사내 기술부서에서는 특별히 

프로젝트에 적합한 제조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Polycorp은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100년이 넘는 

유산을 보유한 업계 선두업체입니다.  

 

품질
Polycorp 품질은 ISO 9001 인증에서 시작해 고객이 

재료 및 서비스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끝납니다.  

Polycorp에는 제품이 고객의 요구 수준을 뛰어넘고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할 수 있는 최신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Polycorp은 천연 고무 구성 요소를 여과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북미 지역 유일의 라이닝 제조업체입니다.

고품질 = 위험 감소

기술 지원
Polycorp는 가공 중합체 제품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고객의 장점입니다. 판매 및 기술 

담당 직원은 항상 고객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재료 및 설치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가공할 수 있습니다. Polycorp은 현장 

지원을 제공하며, 고객 팀을 대신하여 그러한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솔루션
Polycorp에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의 

사용 분야에 가장 적합한 고무 합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olycorp에서는 고객 자산이 부식 및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라이닝을 100가지 이상 제공합니다. 

Polycorp에는 고객이 필요한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시설, 제조법, 장비 및 검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든 고객이 원하는 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lycorp은 오랫동안 고객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www.polycorp.comPOLYCORP LTD. 33 York Street West, Elora ON N0B 1S0 Canada 
전화 +1-519-846-2075 / 팩스 +1-519-846-2372 / 수신자 부담 +1-800-265-2710 / info@polycorp.com Version 4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