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ier & michels
지속 가능한 연결 기술

#rethink
To protect the environment, 
download our brochures here
www.baier-michels.com/en/downloads

환경보호를 위한 자료는 저희  브로슈어
를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회사 소개

baier & michels, 또는 b&m이라고도 불립니다:
냉간 단조의 다양한 모습을 제공하는 여러분의 파트너.

1932년, 지방의 스크류 판매 딜러로 시작하여, 오늘날 500명
의 종업원이, 전세계의 9곳 에서, 글로벌 회사인 Würth 그룹
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버 람슈타트에 본사를 
둔 baier & michels (b&m)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
카에서  냉간 단조 분야의 혁신적인 파트너로서 여러분과 함
께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 자체에서 개발하고 제조한 패스너, 잠금 및 실링 시
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으로는 OEM 업체 및 자
동차 부품업체,, 전기전자 산업 및 의료기술 산업과 툴  및 설
비 제작 부문에 납품하는 공급업체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술 관련 상담과 함께 교육 및 온라인 포털인 
b&m-PORT®를 제공하여 산업체의 C-부품 표준화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높은 요구 사항을 항상 충족하는 솔루션을 개
발하고 고객에게 더 높은 품질, 생산성의 개선, 원자재를 절감
하는 제조 방식, 비용 절감과 위험 감소 등과 같은 실질적인 
유익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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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

b&m-KL PLUG®

압착 응력을 가하거나 가하
지 않는 구멍 잠금 및 실링 시
스템

b&m-TRIMNUT® 

나사산 생성 너트

b&m-TIGHT®

알루미늄 및 강철 하이브리
드 접합을 위해 실링 기능이 
통합된 직결합 시스템

b&m-REPTO® B

플라스틱 삽입용 나사산 볼
트



블라인드 리벳 시스템베어링 및 댐퍼

금속에 직결합플라스틱 및 CFK에 직결합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잠금 및 실링 시스템 나사산 인서트 및 볼트

기능이 통합된 연결 부품
회전 부품 제조를 위한 기계
가공 없는 대안



당사 제품의 특징

엔지니어링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파트너

프로토타이핑 4.0

C-부품 표준화를 위한 시스
템 솔루션

생산

 독일에서 만들어진 품질 최
고의  기술

품질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



연락해주십시오.

baier & michels 
GmbH & Co. KG

Carl-Schneider-Straße 1
64372 Ober-Ramstadt / Germany
Tel.: + 49 (0) 61 54 69 60 - 0
Fax: + 49 (0) 61 54 69 60 - 500
contact@baier-michels.com

www.baier-michels.com

SCAN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