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RE Acoustic Vents
®

GAW337 & GAW338 동시 출시

초소형 벤트 사이즈로 구현하는
압도적 음향 성능
글로벌 벤팅 기술 선두 주자 고어가 신제품 GAW337와 GAW338를 동시 출시하며 새로운
차원의 벤팅 기술을 선보입니다. 신제품 GORE® 어쿠스틱 벤트는 벤트 크기는 최소화하면서도
음향 성능은 더욱 높이며 모바일 제품 디자인에 탁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2m 기준 1시간 까지 높은 수준의 방수 성능을 제공합니다.

ACOUSTICS

WATERPROOF

초소형 (1.0mm) 사이즈,
더욱 강력해진 음향 성능

강력한 방수 성능
기기 신뢰성 향상

GAW333 보다 더욱 높은 성능

모바일 기기내
음향 손실 최소화

혁신적 방수 성능
음향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업계를 선도하는
세계적 음향 전문성

기술적 진보
IP68 : 최대 2m 깊이 1시간 방수

더욱 자세한 기술 정보는 침수 방수용
어쿠스틱 벤트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Contact Us
더욱 자세한 제품 정보는 각국 고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호주
베네룩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61 2 9473 6800
+49 89 4612 2211
+86 21 5172 8299
+33 1 5695 6565
+49 89 4612 2211
+91 22 6768 7000
+39 045 6209 240
+81 3 6746 2570
+82 2 393 3411

멕시코
스칸디나비아
싱가포르
남미
스페인
대만
영국
미국

+52 81 8288 1283
+46 31 706 7800
+65 6733 2882
+55 11 5502 7800
+34 93 480 6900
+886 2 2173 7799
+44 1506 460123
+1 410 506 7812

(주) 고어 코리아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일 AIA Tower 17층
전화 : 02-3149-7634 팩스 : 02-393-1285
E-mail : kr_pev@wlgore.com

gore.com/koreapev

산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식품, 약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 처리, 또는 포장 공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모든 기술 정보 및 권고 사항은 고어의 경험 및 테스트 결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어가 보유한 지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본 자료에 대해 고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성능은
모든 필요 데이터가 있을시에만 판단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분야에서의 제품의 적합성 및 유용성은 개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상기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양서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어의 판매 조건은 고어사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 적용됩니다.
GORE 및 디자인은 W. L. Gore & Associates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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