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ckness 
Gauge 

 Specialized in the WEB quality control system.
웹(WEB)품질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MEK Gauging System
 

Film Thickness Measuring & Control System
 

 Sheet Thickness Measuring & Control System 



[ Scanner ] [ OP Panel ] 

프레임
(Frame) 

센서부
( Sensor unit)

확산판(Diffusion Plate),  

도광판(Light guide plate), 

코팅필름(Coated Film),  

보호필름(Protective Film) 

태양광(Solar Light),  

발포시트(Foam Sheet),  

PVC필름/시트(PVC Film/Sheet) 

EVA시트(EVA Sheet) 

타이어(Tire),  

내장재(Interior material), 

인조가죽(artificial leather) 

가전부품( Home Appliances Parts), 

MLCC, EMC,코팅(Coating)

동박(Copper Foil)

분리막(Separator)

전극코팅(Electrode Coating)  

식품포장(Food Packaging), 

연포장(      (Flexible Packaging) 

PE, PP, PET, Etc. 

   
  

 

MEK on - line gauging system measures the thickness of web during production a   n  d    c  o   n trol to get best  thickne s  s    

profiles with measured data. That enables to enhance the product quality and optimize the prod  u  c  t  i o   n    p  r  o  c  ess.
 

시스템적용효과               / Advantage of using on-line thickness gauging system  

MEK On-line Thickness Gauging System  

적용분야         / Application  

Improved product quality 

Product management   

System optimization 

Reduced raw material consumption 

www.mekeng.com  

전지 / Batteries 전자소재
Electronic materials 

디스플레이 / Display

자동차 / Automobiles 포장용           / Packaging 기타 / Etc. 

WEB 공정의 필수, 온라인 두께측정기 / On-Line Thickness Gauge for WEB manufacturing Process

MEK 온라인 두께측정기는 웹(WEB)형상의 제품두께를 측정하는 장비 입니다. 

제품 생산 중에 전폭의 두께를 실시간 측정 및 제어함으로써 품질향상과 공정최적화 및 원가절감에 도움을 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입니다.

두께편차관리로 인한 품질 향상  

측정데이터 보존을 통한 제품관리  

공정관리로 시스템 최적화  .

원료,원가 절감



센서의종류           / Type of Sensor  

Sensor  Description 
측정범위(Range) 

FILM SHEET PLATE 

X-RAY

β-RAY
  

MIR

Optical

spectrometry
 

X-R

(X-RAY+IR)

 

LASER 

Roll

 

  

LASER 

Dual

 

 
  

LASER 

 

Reflective

 

Optical

  

Dual Sensor

 

MEK Gauging System 

10㎛ ~ 1,000㎛

50㎛

 

~ 6,000 ㎛

1gsm ~ 
175 gsm

 

3gsm ~ 1,300 gsm
  

 

76gsm ~ 7,600 gsm
   

0gsm

  

~ 
200 gsm

 

0㎛ ~ 
100㎛

 

PM147
 

Kr85
 

50㎛~ 3,000 ㎛

Sr90
 

1gsm ~ 
200 gsm

 

0.2㎛~ 2,000㎛

0.5 mm ~ 10 mm

5 mm ~ 
60 mm

1gsm
  

~ 4,000 gsm
 

1gsm  ~ 
350gsm 

MEK X-ray sensor enables higher degree of stable and precise 
measurement  than any other types of sensors by the three-polar-
control for the output energy and quantity in X-ray tube. 

β-ray is popular for the application with two or mor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or much additives as the measurement is less affected 
by these  differences. 

MEK Mid-Infrared sensor is tuned to characterizing Infra-Red 
wavelength sensitive to a concentration of CH3 and CH2 groups. 
This wavelength is particularly optimal in measurement of PE, PP, 
PVC, PA, EVOH film. It has excellent streak resolution due to its 
window 2∮ in diameter.(Optimized for separator and PE,PP films) 

Optical Interference spectrometry sensor makes precise 
measurement.  /  Window in diameter : 1∮ 

Integrated X-Ray and MIR sensor enables to measure each layer 
of coated films (ex. ceramic coated LiBs).

LASER-Roll sensor makes precise measurement regardless of pore, 
additives and transparency and automatically compensate the 
mechanical errors such as roll eccentricity. 

2 LASER sensors are employed on both sides of measured object 
to stably measure relatively thick product from sheet to plate. 

Reflective LASER sensor can only measure transparent material 
by converting distance value between surface and rear reflectance 
to thickness value.

Specialized sensor in secondary battery enables stable measure-
ment for rough, inclined, and curved surfaces and even composite 
materials.    

타 선원에 비해 해상력과 재현성 우수하며 타사 제품과 달리 3극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X-ray 에너지를 제어

대상물성에 영향이 적고 품종변경 또는 첨가제 변화와 같은 불연속적인 
특성에 대해 별도의 Calibration 절차 없이 대응 가능

물질 내 CH3, CH2 Group만을 선택적으로 읽어내는 장치로 PE, PP, PVC, 
PA, EVOH 필름측정에 최적화된 파장을 이용, 측정부의 콜리메이터 
(Window) 직경이 2∮로 Streak분해도가 뛰어나 분리막과 PE,PP 박막 
측정에 매우 우수함.

빛의 분광 간섭법에 의한 Film 두께 측정 기술로 초박막에서 정밀 
측정 가능 / 측정 직경 : 1∮　　　

X-선과 MIR센서를 동시에 투과하여 각 층의 물성에 따라 달라지는 투과
량을 통해 층별 두께를 측정하는 방식. 세라믹 코팅된 2차 전지 배터리 분
리막 등 코팅된 필름의 각 층 두께 분리 측정 가능.

레이저, 와전류, 온도센서의 조합으로 Roll 편차와 같은 기계적 오차를 실
시간 자동 보정되며, 기포 첨가제, 색상, 투명도 등 물성에 영향 없이 정밀
하고 안정적으로 측정 

피 측정물의 상하에 2개의 레이저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시트에서 판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두꺼운 제품을 안정적으로 측정 

반사식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투명소재만 측정이 가능하며, 표면반사와 
배면 반사간의 거리차를 두께로 환산

2차 전지 특화상품으로 조면, 경사, 곡면, 재질혼재에서도 안정측량



프레임 / Scanner Frame 

C-Type 
 

LASER For Special Process 
300~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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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Large Type

 

8,500~12,000mm

 

LASER 

300~5,000mm 

Lage Type

 
 

Medium Type
2,500~5,500mm

Special for Battery Application 
300~1,400mm

100~1,500mm
Small Type

 
 

300~2,500mm

5,500~9,000mm



기본화면 / Main Screen  

3D 

High-resolution Text display  

2D History  Rollreport  

Singlepoint  Scan sigma 

Edge 

프로그램         / Software

MEK프로그램 특징                 / MEKSoftware Features  

MEK Gauging System

Easy access to measured and saved data   

Software in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Data comumication with user HMI 

Customized software 

Display the measurements such as SQC for easy monitoring which ensures optimal production condition. 

사용자의 이해와 최적의 공정조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SQC등 각종 통계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구성 - 직관적 인터페이스 

언어 선택가능 한, 영, 중, 일

User HMI와 측정데이터 통신(선택사양)  

사용자 요청에 맞춤 제작 가능



Attractive mill roll appearance  

 

APC (Automatic Profile Control)

 APC특징         / Features of APC  

Feedback control for the temperature of die bolt(Optional)

 
 

Optimized                        thickness control algorithm 

Automatic                         adjustment for control gain of a few microns

Auto Mapping : 센터볼트기준 

Auto-mapping : From center bolt 

 
 

Fast thickness control 

APC control begins
 

after the target thickness is changed to 60㎛
 

to 30 ㎛ 

Before

 

Regulates Control Gain of auto-die, reducing variation in thickness

 After 5 min

 

After         10 min

 

Steadily analyzes and controls the thickness profiles

 

Within 15min, produces the best result

 

After         15 min

 

 APC적용 후 프로파일 변화                         / Thickness profiles after AP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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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analyzes the thickness profiles measured by the gauging system and controls the auto-die to  
reduce thickness variations.

측정기와 연동하여 측정한 두께프로파일을 분석, 균일한 두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동 다이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장치.

매끈한 Mill Roll 외관

다이볼트 온도 피드백 제어(선택 사양)

최적화된 두께 제어 알고리즘

수 Micron 이내의  Control Gain 자동 조정신속한 두께 제어



2차전지2차전지 (Secondary Battery) Metal Film, Cu / Al Foil  

 측정대상 : 동박(Copper Foil)  

10회 중복, Profile 형상이해 불가
10 times measurement,  
No understand of graph  

  

[일본 타사 두께 측정 데이터 / Other Company’s]   [ MEK 두께 측정 데이터 / MEK’s Performance ]   

동박 기준 재현성 
(Copper foil reference repeatability )  

±0.0002㎛ 

 

                          MEK 온라인 두께 측정기 / MEK On- line Thickness Gauging System  

 
측정범위 

Measuring Range 
 

센 서
Sensor 

재현성
Repeatability  

적용공정 
Application Process 

품질관리 
Quality Management 

~80㎛ (Cu foil, 15kV)  
 ~200㎛(Cu foil, 40kV) 

~150㎛(Al foil, 15kV) 
~12,000㎛(Al foil, 30kV) 

X-ray 
±0.0002㎛

(Cu) 

제막 / 슬리터 / 오프라인

(Coating / Slitter / Offline)  

두께 관리한도 초과 시 Alarm 발생 
Alarm occurrence if thickness 
management limit is exceeded  
 
Roll data 저장             / Roll data storage 

Cu / Al Foil 생산라인 MEK 두께측정기 / In- line application  

  

MEK Gauging System

Comparison of measurement performance with Other company(Overlapped graph of 10 times measurements)

Different measurement positions cause different lines of non-overlapping 
colors in the graph to be drawn, sensor repeatability is poor. 

The measurement position is almost the same in 10 measurements. 10 lines in 
the graph overlap to show one distinct line, the sensor is very reproducible. 

동박 (Copper Foil) 두께 측정 / 일본 N사 제품과의 성능 비교 (동일 스케일, 10회 중복 측정)

측정위치가 각기 달라 그래프 내 여러 가지 색상의 겹치지 않는 선이 

그려짐, 센서의 재현성이 떨어짐. 

10번의 측정 시 측정위치가 거의 동일. 그래프 내 10개의 선이 겹쳐져 

하나의 뚜렷한 선을 보임, 센서의 재현성이 매우 높음.



Recommended Measurement Position  

2차전지(Secondary Battery)   
Slurry Coating & Roll Press Process / Calendering 

Press
 

Drying 1
 

3  

적용 센서          / Sensor

· 공정 내 측정대상 / Application  

: 양극(Anode)Al + 슬러리코팅 (Slurry Coatied)  

· 측정범위 / Measuring range  
1 ~175gsm ,3 ~ 1,300gsm,7 6 ~ 7,600gsm  

· 공정 내 측정 대상 / Application  

: 음극(Cathode)Cu + 슬러리코팅(Slurry Coatied)  

·측정범위 / Measuring range   

0gsm ~ 350gsm   
0gsm          ~ 4,000gsm   

MEK 동축변위센서 두께측정기  
MEK Coaxial displacement  

 
Sensor Gauge

 

·재현성 / Repeatability    

0.015㎛             (PET), 0.0002㎛(Cu)   

· 재현성 / Repeatability   

0.025% or ± 0.1gsm ( 2δ, 1250mCi)    

2  

MEK X - ray /β- ray 밀도 측정기
( Density Gauge )

 

·   

: Al코팅(Coatied),Nylon,PET   

CPP 전체두께(Overall Thickness) 

·  
0 ~ 1mm   

·   

±0.6㎛(3δ,±0.3㎛가능)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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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β-ray 1 1 

   

3     
Coaxial displacement  

2 2 
동축변위

Mor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or much additives as the 
measurement is less affected by these differences.

Thickness can be measured at once without being disturbed 
by the surface and reflected light.
Due to the fact that the light emitter and receiver on the same 
optical axis, the highest degree of precision is achievable at 
all positions in the range.

 MEK X-ray sensor enables higher degree of stable and 
precise measurement  than any other types of sensors 
by the three-polar-control for the output energy and 
quantity in X-ray tube.  

공정 내 측정 대상 / Application

측정범위 / Measuring range

재현성 / Repeatability  

타 선원/센서에 비해 해상력과 재현성이 우수
하며 타사 제품과 다르게 3극관을 사용 하여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X-ray에너지를 
제어함. 

대상물성에 영향이 적고 품종변경 또는 첨가
제 변화와 같은 불연속적인 특성에 대해 별도
의 Calibration 절차 없이 대응 가능.

표면 및 반사광의 영향을 받지 않고 두께를 한번
에 측정 가능하며 반사방향과 반사광이 대상물에 
대해 동축하여 설치방향에 관계없이 미세한 필름 
두께 측정 가능.



MEK분리막 시트용  
접촉식 / X - ray 두께측정기 

MEK         gauging system for 
separator sheet 

* Contact type-no scratch  

* 표면에 영향을 주지않음  

2차전지(Secondary Battery)  
BIAX Battery Separator Film Manufacturing Process 

· 

연신 후(After stretching)
Separator Sheet

 

· 공정 내 측정대상 / Application

연신 전(Before stretching)

Separator Sheet 

·

 0mm ~ 3mm, 0mm ~ 5mm           

·  

0gsm      ~ 200gsm   

·

1-175gsm, 3~1,300gsm 

7 ~ 7,600gsm 

1 

2 

3 

*X-ray/β-ray/MIR 

MEK X - ray β - ray / MIR  
온라인 두께(중량)측정기 

On-line               Thickness(weight)Gauge 

·분해능 / Resolution

0.1㎛  

·  

±0.01㎛or ± 0.05%(PE/PP)
 

·   

Recommended Measurement Position  

· 측정범위 / Measuring range

0gsm          ~ 350gsm  
0gsm          ~ 4,000gsm  

· 재현성 / Repeatability   

0.015㎛             (PET), 0.0002㎛(Cu)

적용센서 / Sensor

· 

Separator Sheet 

·   

Separator Sheet 

MEK Gauging System 

X-ray MIR  

          MEK X - ray sensor enables higher degree of 

stable and precise measurement than any 

other types of sensors by the three-polar-

control for the output energy and quantity in

         X- ray tube.
  

 

Th ckn mea ii ess surement s not 

urbe b mea e e val e fdist d y sur m nt u o  

i r su l een o e  mpu ities ch as oi  betw  bj ct

an send sor.  

 
MEKMi -I f s  d n rared sensor i tuned to 

ar ct r zing I a ed w gt  ch a e i nfr -R avelen h
si ve concentration o C 3 and sen ti to a f H

H2 ps. i w vel gth s part a ly C grou Th s a en i icul r
t mal n m asurement f E, P, VC,op i i e o P P P  

P E H ilA, VO f m
p imized sep o  nd P  lms.O t for arat r a E,PP fi 

 

β- r y s the o a i popular for applicati n 

ith tw mor  i ferent n of w o or e d f ki ds 

r ucts r u di ves s p od o  m ch ad ti a the 

measu emen  i l ss f  her t s e a fected by t se 

i ferencd f es.

 
 

β-  ray  1 3 2 1 3 3 

   

접촉시/Contact

0.025% or ± 0.1gsm(2δ  ,1250mCi)

공정 내 측정대상 / Application

연신 전(Before stretching)

측정범위 / Measuring range

재현성 / Repeatability  

공정 내 측정대상 / Application

측정범위 / Measuring range

연신 후(After stretching)

재현성 / Repeatability  

공정 내 측정대상 / Application

측정범위 / Measuring range

  타 선원/센서에 비해 해상력과 재현
  성이 우수하며 타사 제품과 다르게 3 
  극관을 사용 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X-ray 에너지를 제어함.

두께 측정 시 측정 대상과 센서 사이, 
오일 등의 불순물에 의한 측정값에 방
해를 받지 않음.

 물질 내 CH3, CH2 Group만을 선택
 적으로 읽어내는 장치, PE, PP, PVC, 
 PA, EVOH 필름 측정에 최적화된 파
 장을 이용, 분해도가 뛰어나 분리막
 / PE,PP 박막 측정에 우수함.

대상물성에 영향이 적고 품종변경 
또는 첨가제 변화와 같은 불연속적
인 특성에 대해 별도의 Calibration 
절차 없이 대응 가능.



2차전지(Secondary Battery)  
Battery         Separator Film Ceramic Coating Process 

MEK X-        R Sensor  
Thickness Gauge 

* 코팅 & Base동시 측정  

Recommended Measureme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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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63 

ORIGIN 
TOTAL 

Ceramic ↑ 

Base Film↓ 

12㎛ 
1.6㎛ 

1.0㎛ 

12㎛ 12㎛ 

16㎛ 16㎛ 16㎛ 

3 

1 2 

1 = 2-(5*K) 

4 = 3-(1*K) 

 

  TOTAL (Base Film+Ceramic) Base Film  1 2 Ceramic Coating 3 

10%

90% 

43% 

57% 

92%  

8% 

For IR sensor, LiBS layer is more sensitive than ceramic one. For X-ray sensor, Ceramic layer is more sensitive than LiBS.

  � �

분리막 필름 두께/Thickness of LiBS(16㎛） 분리막(LiBS)16 + Ceramic12 = 28㎛    세라믹 코팅 두께 Thickness of ceramic layer(12㎛)  

Test Sample Width 320mm, Total Thickness : 28 ㎛

Individual measurements for the coating and substrate layers of 
ceramic coated separator film for secondary battery.

분리막 두께LiBS (MIR Sensor) 코팅/Coating Thickness(X-ray Sensor)

Measure the thickness of coating 
and substrate layers, respectively

2차 전지 Base(분리막) 및 Coating(Ceramic) 두께 동시, 분리 측정 

적외선은 Ceramic에서 반응이 아주 적고 Base에서 크게 반응 X-ray는 Ceramic에 반응이 크고 Base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음



Non-Contact Web Cleaner  

블로워  : 고압력 생성 
High- pressure generation at Blower 

HEPA 필터 : Clean - air    
HEPA filtering : Clean - air 

Slit hole : 초음파발생 / 초고속 에어나이프 

Slit hole : Ultra - sonic  generation 

            High- speedair - knife  

웹 크리너 / Non- Contact Web Cleaner  

시스템 개요 / Systems    

 
 

 작동원리 / How it works 

On-line, non-contact cleaner removes the foreign particles on the web surface.

Web 표면공기 경계층파괴 
Breakthrough WEB surface air barrier

Web 표면 미세 분진 박리 

Detaching micro - particle from WEB surface

진공 헤드부：박리된 분진 흡입

Vacuum Head : detached particle suctio

생산공정상(On-line)에서 비 접촉식으로 WEB 형상(Sheet/film)의 제품 표면의 이물을 제거하는 장치. 

VACUUM HEAD UNIT

PRESSURE 
HEAD UNIT

AIR KNIFE

기재이동 / Moving Sheet/Film

V

P P

PRESSURE 
HEAD UNIT



Impeller

Trust Bearing 

   적용사례 / Application 

3. 헤드 열변형 방지 설계 : 제품 손상 방지

테이크-오프 Take -up 코팅프로세스 Coating Process 슬리터 Slitter 

Journal 
Bearing

제품특징 / Features

2. 프로그램에 의한 풍압 및 풍량 자동제어 가능                                                                       : 20~50kPa(품종에 따라 가변적용)

1. 강력한 초음파 발생 : 138dB이상

4. 모터 및 임페라 동축구조 공중부양 구동으로 그리스-Free구조이며, 초고속 에너지 혁신성 제품
소음85dB이하, RPM : 15,000~50,000)

5. 지지대 및 공기배관 일체형으로 호스가 블필요하므로 심플하고 스마트한 설계로 슬리터와 같은 협소한 설치공간 대응 가능

PMSM 

직접연결방식
Direct Connection

MEK터보 블로워 / Turbo Blower 

 구조 / Structure

www.mekeng.com  

6. 유지보수에 유리 : 제품 내LM가이드, 블로워 베어링, 벨트등이 없어 유지비용 감소와 Duct 내부 오염 원인 제거 � 

Ultrasonic wave generation : 138dB or above.

Automatic control of pressure & volume : 20~50kPa (according to application)

Design for no thermal deformation : Prevent the scratch on the product  due to irregular thermal expansion.

Motor & Impeller co-axial structure with air foil bearing employed.  
Energy saved & Noise reduced(Below 80dB, Rpm : 15,000~50,000)

Simple and smart design of integrated support frame and air duct need no air hose. That overcome space 
constraint at slitter.

Maintenance-easy : There are no parts that require frequent maintenance such as blower bearing and belt.



MEK Pinning System 

 피닝시스템 / Pinning System  

  시스템 개요 / Systems  

 작동원리 / Principle 

CAST DRUM
 

(+) 

ELECTRODE 

HV 

(-) 

EXTRUSION  
DIE 

방전에 의한 분자 이온화
Air Molecule Ionization  By discharge

  

분극현상 / Polarization

 

Pinning system push the extruded polymer to the cast roll electrically. System components are the winder, 
unwinder, X-Y frame, HV P/S in OP panel. 

High voltage is applied on the wire or band electrode. Electrical corona discharged to the surrounding air. 
Film or sheet of positive polarity moves move into the cast roll of negative polarity. 

압출 다이에서 나오는 액상의 플라스틱수지를 정전응력으로 냉각롤에 밀착시키는 장치. 피닝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으로는 와인
더/언와인더 장치, 로컬조정용 스위치 박스, X-Y프레임, 고압 파워서플라이, 제어PC가 포함된 오퍼레이팅 판넬이 있습니다.

와이어는 (+), C/R에는 (-)일 때 유전체인 시트는 와이어 쪽에(-)전하, C/R쪽에 (+)로 분극.  방전에 의해 와이어 주변 대기에 
생성된 (+)전하들에 의해 필름의 분극 현상이 해소.  시트전반에 (+)를 띄게 되어 와이어 반대쪽으로 밀리고 C/R 방향으로 당
겨주는 힘이 생성,  시트 C/R에 밀착합니다.



 High voltage is applied on the wire or band electrode.

Band Band PinningSystem Wire Wire PinningSystem

Size：8mm(W) ×40㎛(T)×300(L)

4mm + Tube  

8mm or 12mm Ω

Ω + T

Ω + T + I

Ω + T + A

Operration tension :  8~25kg
Maximum tension : 75kg Primary electrode : 

Φ0.1 / Φ0.15 /Φ0.2
Single wire

Auxiliary electrode :Φ0.3
Tension : 0~4kg  

Type  of pinning system

Dual wire
Triple wire

T L W

40㎛ 100/300m 3/4/8/12mm

50㎛ 90/250m 3/4/8/12mm

적용분야 / Applications 

적용효과  /Advantages of pinning system

 피닝전극 / Pinning Electrode  

 시스템구성 / System Components  

피닝시스템(와이어/밴드)

(Pinning system(Wire/Band)  

BOPET, A PET SHEET, G PET SHEET, PE FILM/SHEET, PP FILM/SHEET, PS FILM / SHEET, BOPA, PA FILM/SHEET, 

PLA FILM/SHEET, PTFE FILM / SHEET, ETC.

www.mekeng.com  

Electrical pinning show uniform and superior performance comparing with air knife and vacuum box.   
Enables clear and enhanced surface, better CD thickness profile, enlarged product width from less neck-in and 
less breakage of TDO. 

Precise grinding on edge Other size

:

에어나이프나 배큐움 박스와 달리 고압전원의 인가로 발생하는 정전기력을 이용하므로 성능이 균일하며  밀착력 우수합니다.

표면성 및 투명도가 대폭 향상되며, 폭 방향 두께 프로파일 개선 및 변부 수출 개선으로 제품 폭 증가,  TDO파단 감소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판넬
Operating panel 



Your Technical Partner  
for Web Application  

MEK 제 2 공장. 2019. 05. 완공  

   (주)엠이케이 / 맥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nc /  MEK ngineering Corporation.MEK I . E  

# 32, Bupyeong-daero 313 beon-gil, Bupye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 +82-32-516-1301 / Fax. +82-32-516-1069  

Website. www.mekeng.com / E-mail. sales@mekeng.com 

-    Chinese Office (In Tianjin) : Mr. Zhang Wei / +86-130-4324-4488 / zw@mekeng.com  
- Chinese Agency (In Shanghai) : WintrissInspection Solution. Ltd / +86-21-6128-3990   
- Japanese Agency(In Osaka) : Nikko Shoji Co.,Ltd / +81-06-6446-9030 / naoto_miyazaki@jsw.co.jp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10
	페이지 11
	페이지 12
	페이지 13
	페이지 14
	페이지 15
	페이지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