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혁신적인차량코팅용안료개발을위한BASF와 Landa의파트너제휴


이제휴는BASF의혁신적기술을 Landa의 나노안료기술과 접목시킨다

2017년4월4일, 독일뉘른베르크- BASF와Landa 연구소는독일뉘른베르크의유럽코팅쇼(ECS)에서
전략적장기 파트너십을발표했습니다. 이독점 계약에따라 BASF는 Colors & Effects 브랜드로판매되는
쉽게 분쇄가능한 초 고투명 안료 포트폴리오에 개발에 Landa의 혁신적인 나노 안료기술을 채택 할 것입니다.
이획기적인개발은자동차코팅 생산 과정을매우 단순화시키면서 동시에전례없는 색상심도를 제공합니다.
“주의깊은 평가와 테스트 후 첨단 벤처 기업인 Land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되어 매우 흥분됩니다.”,
BASF 안료부문 수석 부사장 Alexander Haunschild. “현재 인쇄 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Benny Landa와 그의 회사가 가진 엄청난 기술력을 자동차 코팅 시장의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이파트너십은까다로운이업계에새로운기술을도입함으로써차별화된고객서비스를
제공하려는우리의의지를 보여줍니다.”
원래인쇄산업용으로개발된Landa의나노안료기술을통해BASF는자동차최종코팅에있어최고의질적
일관성을 가진 차세대 Colors & Effects 안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입자의 분포가 좁을수록
코팅채도가높고얇아집니다.
“BASF 그리고Colors & Effects 팀과의글로벌파트너십을맺게된것을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Landa
그룹의 Benny Landa 회장. “기술력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우리는 자동차 코팅 시장에 환상적인 신제품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이 제휴가 가지는시너지 효과는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계 최초입니다,”,BASF 안료부문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 부사장 Stefan Suetterlin. “우리의
고객들은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이와 같은 발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차 코팅의 새로운
제품을개발할수 있을 것이며, 유럽코팅쇼에서오늘 이를 발표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BASF는 ECS의 7A홀 724번 부스에서 더 많은 혁신적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ECS에서 BASF에
대한더자세한정보는the Colors & Effects 웹사이트에서찾을 수있습니다.

Colors & Effects 브랜드 소개
Colors & Effects 브랜드는 BASF의 코팅, 플라스틱, 인쇄, 화장품 및 농업 시장을 위한 착색제 및 이펙트 안료 전문 지식을
포괄합니다. 기업가적 정신을 원동력으로 BASF의 전문가들은 혁신과 성장을 일궈냅니다. 고객과 기업을 위해: 우리는
색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강화된 이펙트 Colors & Effects 브랜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www.colorseffects.basf.com을방
문
하십
시오.

BASF 소개
BASF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당사는 경제적인 성장과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결합합니다. BASF
그룹의약114,000명의사원들은전세계의거의모든산업부문및거의모든국가에서고객성공에기여하기위해애쓰고있습니다.
당사제품군은화학, 고성능제품, 기능성소재와솔루션, 농업관련솔루션, 그리고오일가스의다섯가지부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BASF는 2016년에 약 580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BASF 주식은 프랑크푸르트(BAS), 런던(BFA), 쮜리히(BAS) 등의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더자세한 내용은 www.basf.com에있
습니다.

Landa에 대하여
Indigo 창업자 Benny Landa가 이끄는 Landa 그룹은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 산업 코팅, 화장품, 포장,
약물 전달 및 기타 분야에서 사용되는 나노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그룹의 혁신 부서인 Landa Labs, Nanographic Printing®
프레스가업계의‘수익성차이’를연결하고, 디지털의다양성과오프셋속도를비용효율적으로결합하여디지털인쇄페이지당비용이
가장 낮은 단거리에서 중간까지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Landa Digital Printing, 보완적 파괴 기술을 보유한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Landa Ventures 그리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Landa Fund가 이들입니다. Benny
Landa는 전 세계적으로 800건이 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탄탄한 지적 재산권 기반을 갖춘 회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landalabs.com, www.landanano.com, www.landaventures.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edia 관련:
BASF
리사 젠타일
Mobile: +1 248 378-3171
lisa.gentile@basf.com
타냐 몰리터
Mobile: +49 1520 9374752
tanja.molitor@basf.com

Landa
EMEA & APJ:
벤다슨
Incus
Tel: +44 (0)1737 215200
pr@landa-corp.com
미주지역:
헨렌 코엔 스미스
HSPR
Tel: +1 321 388 6511
smith@helenesmith.com
이스라엘:
라니 로젤

Allmedia-Doran PR Israel
Tel: +972 3 9235383
rani@doran.co.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