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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술은 COVID-19 극복을 위한 HJ PNC의 노력에 도움을 줍니다
HJ PNC는 매월 70대의 완전 자동화된 기계를 제조합니다

브론쉬호픈(스위스), 2020년 6월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얼굴용 마스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국의 HJ PNC 는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 완전 자동화 기계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마스크가 그 효력을 가지려면 최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요 충족을 위해 생산 기계가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신뢰성과 높은 내구성으로 인정 받고 있는 
텔소닉의 초음파 기술은 이러한 기계 장비의 바탕이며 마스크 생상 공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HJ PNC는 매월 70대의 완전 자동화 기계를 생산해 
한국 및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숀 윤 HJ PNC 공동 대표 및 장타이 코리아(Zhongtai Korea) 대표는 말합니다: 
"이 작은 마스크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HJ PNC와 텔소닉은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마스크 생산용 기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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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은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이 마스크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은 간호사와 의사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일어나 버스나 기차를 운행하고, 식품을 배달하고, 
전기 공급을 위해 일하는 필수 인력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마스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 줍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매일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가 단결해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수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로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 확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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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skmachine.kr/en/product/HJ-KF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