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능. 안전성.
어제. 오늘. 내일.
www.textar.com

타협없이 모든것을 책임집니다.
프리미엄 수준의 브레이크 기술력을 원하신다면 Textar가 여러분의 안전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혁신적
인 해결책,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최적의 브레이크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
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00년이 넘는 저희의 기업 철학입니다. 저희가 세계 유명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납품업체이자 개발 파트너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브레이크 패드. 최고의 기업들에 제공합니다.
Alfa Romeo
Aston Martin
Audi
BAIC
Bentley
BMW
Brilliance
Bugatti
Buick
BYD
Cadillac

Changan
Chery
Chevrolet
Chrysler
Citroën
Dacia
Daewoo
Dodge
Dongfeng
FAW
Ferrari

Fiat
Ford
GAC
Geely
Greatwall
Haima
Honda
Hyundai
JAC
Jaguar
Jeep

JMC
Kia
Lamborghini
Lancia
Land Rover
Lexus
Lincoln
Lotus
Maserati
Maybach
Mazda

Mercedes-Benz
Mitsubishi
Nissan
Opel / Vauxhall
Peugeot
Porsche
Proton
Renault
Rolls-Royce
SAIC
Seat

Škoda
Smart
SsangYong
Suzuki
Tesla
Toyota
Volkswagen
Volvo

TEXTAR와 함께 미래를 약속하십시오.
타사가 현재의 니즈만을 충족시킨다면, Textar는 미래를 한쪽 눈으로 계속 주시하며 신기원을 열어갑니다.
당사는 항상 한 걸음 앞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제동 솔루션 혁신부터 환경을 위하는 지속가능
제품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Textar 브레이크 패드는 수년 동안 이미 대부분 구리 무함유 상태로 제작되어 왔으
며, 이는 어떠한 입법 요건의 제정보다도 훨씬 앞서간 것입니다. 또한 TMD Friction 부서를 통해 당사는 마찰재에
대한 ECO 분류 기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TMD Friction Lightweight Technology 프로그램에서는 가볍고 친환경적인 마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
다. 이 기술로 TMD Friction은 차세대 애프터마켓 제품의 길을 닦았습니다.
타사는 표준을 따라가지만, 저희는 표준을 정합니다. 이 "프리미엄“으로 한 단계 올라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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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그 자체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키울때 저희는 오직 최고의 품질에만
집중합니다. TMD Friction 고유의 신제품을 개발, 테스트하고 시장
에 내놓기까지 최대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부품 시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제품 시장과 마찬
가지로 이곳에도 개발과 생산에 있어 동일한 노하우가 유입되기 때
문입니다. 오리지널이 여러분의 신뢰를 책임집니다!

··
··

저희는 다음 사항들을 보장해 드립니다:
최대 1,000시간의 벤치 테스트
심도있는 편안함 관련 테스트
컴퓨터로 조종되는 제동 및 마모 관련 테스트
실제 조건들을 적용한 매우 엄격한 테스트

하이테크. 엄격한 요구사항을 위한 조건입니다.
디테일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희의 브레이크 솔루션은 각 차량에 정확히 맞게 조율됩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25가지 이상의 원료를 사용한 250여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며, 이것은 각 차량의 엔진 성능, 차량 하중, 제동 장치
및 제동 성격에 최적화됩니다. 이렇게 최고 수준의 브레이크 편안함이 완성됩니다.
저희의 기준은 TMD Friction 설명서입니다. 저희 측량값은 유럽 대체 부품 시장에 브레이크 패드 허가 기준인 유
럽 시험 규격 ECE R90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저희의 경쟁사들을 명확히 구분짓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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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모두를 위해.
1,500가지 이상의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1,600가지 이상의 브레이크 디스크, 400가지의 브레이크 슈 그리고
300가지의 키트와 200가지의 브레이크 드럼...이와 같이 Textar는 현재 생산중인 차량에 가장 광범위한 제품들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품질, 장기 사용 수명 그리고 높은 브레이크 컴포트에 있어 타협없는 추구를
통해 Q+ 심과 같은 60가지 이상의 소음 감쇄 솔루션을 개발해냈습니다. Textar Box
에는 물론 내장 설치를 위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최신 epad 브레이크 패
드는 특유의 소재 혼합을 통해 매우 편안한 주행감과 깨끗한 휠 림을 유지하도록 합니
다.
브레이크 디스크에 있어서도 Textar는 시장 대비 최고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고급 주조와 전면 코팅:
이것은 높은 성능과 수명 그리고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내장 설치를 위해 Textar 프로그램은 브레
이크 슈 외에도
*지역에 따라 제공

브레이크 슈 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내장 설비 부품들이 한 곳에 보관되어 필요시 빠른 시간 내에 접
근하여 설비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마모 표시계, 부속품, 제동액, 브레이크 세정액과 윤활제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공구*가 Textar 품목
을 보충해줍니다.

미세한 디테일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차량 및 브레이크 특성에 맞는 마찰 소재, 패드 테이퍼링, 소음 방지 조치와 스프링은 저희 브레이크 패드를
오리지널 부품과 에프터 마켓 부품 시장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여러 특징 중 일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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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각 표시는 브레이크 패드를 항상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해 줍니다.

6 파우더 코팅은 깨끗한 마감과 부식 방지를 가능케
합니다.

2 브레이크 특성에 맞는 스프링은 캘리퍼 브레이크
에서 브레이크 패드의 최적화된 사용을 가능케 합
니다.

7 중간면은 전단 강도를 높여주고,열전달을 막아주
며, 브레이크 편안함을 최적화시켜 줍니다.

3 차량 특성에 맞는 댐핑 철판
4 차량 특성에 맞는 마찰 소재
5 패드 테이퍼링은 작동성을최적화 시키고 최고의
브레이크 편안함을 향상시킵니다.

8 접착제는 패드와 브레이크 스터럽을 안전하게 서
로 연결시킵니다.
9 브레이크 스터럽은 높은 재료 강도를 통해 완벽한
안전성을 가능케 합니다.

두배 더 안전합니다.
최상의 제동 결과는 오직 브레이크 패드에 정확히
맞춰진 브레이크 디스크와 함께만 가능해집니다. 이
러한 철학으로 인해 저희는 저희 제품들에 맞는 "마
찰 파트너"를 찾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Textar 브
레이크 디스크 프로그램은 오리지널 제품 허용 오차
수치에 엄격히 따라 만들어지며 미래에 적용될 ECE
R90 요구사항에 이미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급 주철로 만든 텍스타의 코팅
되지 않은 브레이크 디스크는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인 브레이크 수리에 적합한 솔루션입
니다.
완전 코팅된 Textar Pro 브레이크 디스크는 부
식을 방지하고 성능을 개선된 미적 요소와 결
합시킵니다.
까다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Textar Pro+
하이 카본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OE 솔루션을 애프터마켓에 공급하는 Textar
는 투피스 복합 브레이크 디스크를 시장에 내
놓은 최초의 기업입니다.
Textar 브레이크 디스크 포트폴리오의 또 다
른 하이라이트 - 휠 베어링과 ABS 센서 링이
장착된 브레이크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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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
www.brak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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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북. 온라인 카탈로그.
TMD Friction을 위해 특별 제작된 카탈로그 시스템은 전체 품목들의 최신 카탈로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Textar 제품 번호, OE-번호, 모델 번호 또는 비교 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목적에 맞는 검색을 하십시오. 또한
마모 표시계의 넓이, 길이, 두께, 수량 등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전문가 검색도 브레이크 부품의 식별을 간편하
게 해줍니다.
신제품은 매주 업데이트 후 항상 새롭게 목록에 추가됩니다.
저희 신제품을 정기적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북은 등록된 사용자들이 개인 PDF 카탈로그를 자신의 요구사항에 맞게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이것은 전체 품목, 일부 품목, 특정 업체의 제품 또는 심지어 특정 모델에도 해당됩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

전체 서비스: 24/7/365.
저희의 인터액티브 작업실은 기술 또는 마케팅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www.textar-profi.de에서 서비스 상품을 Textar와 함께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같은 Textar에 관한 일반 정보 외에도 관련된 모
든 기술적 정보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ww.textar.com에서 Textar에 관한 모든것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
고 언제나 귀하와 함께 합니다. 최신 제품 카탈로그 또는 소책자.

딜러 또는 부품 시장 지원.
귀하는 고객에게 Textar의 최고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Textar – 광고, 제품 및 기술
관련 소책자 그리고 부품 시장 또는 딜러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함께 귀하를 지원합니다.
저희의 뉴스레터로 항상 새로운 정보를 얻으십시오. Textar에 관한 모든 최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제대로 된 교육. 최적 사용.
재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발전에도 항산 최신 정보를 접하십시오. 저희 트레이너 팀이 글로벌 교육
을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업장과 딜러 형태에 개별적으로 맞춰집니다. 더 많은 노
하우와 고객 만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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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테크놀로지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브레이크 마찰 솔루션 부문의 글로벌 리더로써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브레이크 응용 장치를 제공하여 자동차 산업 분
야의 거대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TMD Friction은 세계를 선도하는 자동차 브랜드 및 상용차 제조사들이 선호
하는 공급 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의 높은 품질은 TMD Friction이 거의 모든 승용차 및 영업용 차량 생산업체로부터 선호받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저
희는 철도 레일 부문에 있어서도 선두에 위치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저희의 브레이크 패드는 르망 24시 경주와 같은 세계 유명
레이싱 경주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내일을 위한 해결책 -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은 저희에게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탄생되는 브레이크 패드는
소음이 적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저희 제품들이 미래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30백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TMD Friction Services GmbH
Schlebuscher Str. 99, 51381 Leverkusen
Germany
전화: +49 (0) 2171 - 703-0
E-Mail: info@tmdfriction.com
팩스: +49 (0) 2171 - 23 88
www.tmdfri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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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개발 영역에서의 100년이 넘는 경험으로인해 저희는 브레이크 패드 분야에서 최고의 납품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
공은 저희의 연구 개발 투자에 의해 구현되는 기술적인 우월함,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멈추지 않는 혁신에 기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