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성

Patodia

Patodia Group of Industries에서는 양질의 방사에
대한 필요성을 유일한 우선 사항으로 삼는다.

고객의 관심이 가치 보고서가 아닌 삶의 방식에 있는
경우, 회사의 임무와 비전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세계 최고에 필적하는 수준의 서비스로 고품질의
면사와 직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당연히
들어맞는다.
통찰력 있었던 고 B L Patodia가 1938년에 설립한 면사
견사 무역 회사인 Patodia Group of Industries는 인도
최대의 면사 유통업자가 되었다. 오늘날, Patodia
Group은 최고 등급 면사 코마사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PBM Polytex Limited, BLP Sup
pinners, Eurotex Industries Unit 1과 Unit 2 등 4개
방적회사와 Patodia Syntex Limited라고 불리는 수출
무역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의 회사들은 여러 가
특정 코마사를 전문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다양하게 하여 세심한 관심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atodia Group은 전세계에 56개 이상의 나라의
부러워할만한 고객에게 면사를 수출하는 것을 긍지로
삼고 있다. 2억 5000달러 이상의 연간 수출 총매상고를
올리는 Patodia Group은 새로운 영역과 기회들을 탐구
준비가 되어 있다.

원료
대단한 것은 강력한 토대와 함
시작한다. 고품질의 면사 또한
고급 원료로 시작된다.
Maharashtra, Madhya Pradesh와

생산

ujarat의 고수확 원면 생산
지역에 공장이 위치하여, Pato
roup이 최상의 원료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증하였다.

품질

고품질의 상품 생산은 원면

최초 투입 원면의 혼타면

구매에서 시작되며

공정부터 최종 공정까지 우리

방적공장에서도 계속되어야
각각의 베일의 원면이 엄격한

한다. 우리의 최상급 면사는

품질 관리 요구 조건을

다음과 같은 세계 유수의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하기

기업으로부터 제공된 최신의

위해서 구매에 앞서 전문가들

설비로 만들어진다.

모든 원면를 테스트하고
승인한다.
다음은 테스팅 요소들이다.
섬유장
균일성
마이크로네어
G/Tex
단섬유 비율
단섬유

우리로부터 최상의 것만을
기대하며, 이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전

아니다. 이는 Patodia Group에서

¾

Schlarforst

주요 자산인 사람들에 적용하

¾

Murata

지도 철학이다.

¾

SSM

산업 리더로서 명성을 보유하

¾

Trulzchler

있는 Patodia Group은 배경을

¾

Vijay Laxmi

수많은 자격이 있는 개개인들

약속이다. 작업 문화에 간직하

¾

Lakshmi Rieter.

끌어들이고 있다. 다양성과

깊이 새겨둔 우수성만을 위해

재능을 통해서 활기찬 작업

노력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등으로부터 면사를 구매한다.

것이다. 이제 고객들은

Rieter,

습도

아프리카, 호주와 미국

품질에 대한 의무는 고객을

품질만을 받을 것을 보증하는

¾

우리는 새로운 발전에

목적으로 이집트, 서부

사람
위해서만 보유하는 가치는

오염도

제품 판매의 범위를 다양화시

약속은 고객들이 최상의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탐색하고, 결론은 생산 과정에
즉시 도입되고 있다.

다양화하여 다행스럽게도

환경을 보증하며, 이는 창조성
전문성, 고객에 대한 강한
의무감 등을 진작시킨다.
고용인들을 위한 다양한 훈련
기회들과 관련이 있다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가운데 하나로 실증된 사실이
또한 ISO 9001 인증은 이미
증명된 고객 승인을 당연히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atodia Group에 있어서 품질은

제품 프로필
Patodia Group에서는, 25 가지의 다양한 원료 조합으로 NE 24’s 에서 NE 140’s 까지의 단사,
합사, Gassed 제품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DCH 32, MCU 5, Shankar 6 , MECH
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입한 원면으로 Egyptian Giza, USA Pima, USA SJV, Israel Pima, Peruvian
PIMA, Sudan VS, Californian Acala SJV, Colombia, Acala, Australian, Central American SJV, West
African과 Turkish등이 포함된다.

제품 설명

고품질 회색 100% 코마사

이용 가능 번수

편직

Ne 20's로부터 Ne 80's까지 모든 번수

제직

Ne 20's로부터 Ne 140's까지 모든 번수

TFO

Ne 20/2로부터 Ne 140/2까지 모든 번수

OE사

Ne 6's로부터 Ne 16's까지 모든 번수

방적 시스템

Ring 방적, Compact 방적, OE사

포장

45.36 KGS / 100 lbs Box

유용성

Ex- stock, 주문형

Patodia
8th Floor, Rama Krishna Chambers,
Productivity Road,
Alkapuri Baroda - 300 007.
Gujarat, India.
Phone - 91-265-333586
Fax - 91-265-338979
E mail -pbm@patodiagroup.com
Web : www.patodia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