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TOR 안전칼. 
귀하의 커팅 작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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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다시피: 베인 부위는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용주에게
는 비용 부담을 안기는 일입니다. 베임 사고는 대부분 안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커팅 공구로 인해 발생
합니다. 솔루션: 안전칼.

왜 안전칼일까요?

43,000

수치 및 사실 정보(독일 예시)

2019년 독일에서 발생한 칼 관련 ‘사업장 사고 신고’ 
건수(출처: 독일 사회재해보험, 2020)

수공구와 관련된 전체 사업장 사고의 절반 이상이 칼
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출처: 독일 사회재해보험, 
2020)

58
사고사례 %

칼에 관련된 각 사고는 최대 7.4일의 휴무를 초래
합니다.(출처: 독일 식품접객업 재해보험 및 예방, 
2016)

Euros일

업무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고용주는 평균 약 500유
로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50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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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ngen에 본사를 둔 가족 기업 MARTOR는 고품질 GS 인증 안전칼을 보유한 국제적 선도 제조업
체이자 공급업체입니다. “안전칼”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용
자뿐만 아니라 포장된 상품도 보호합니다.

왜 MARTOR의 안전칼일까요?

MARTOR 안전 기술

SECUNORM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안전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떼
세요. 컷팅을 시작하자마자 슬라이더에서 
엄지손가락을 떼십시오. 칼날은 자르는 
재료와 접촉이 떨어지는 순간 손잡이 속
으로 사라집니다.

칼날이 열려있지 않고 숨겨져 있어, 사용자
와 상품 모두 보호됩니다. 최고 수준의 안전
성을 제공합니다. 베임 사고 및 물건 손상으
로부터.

SECUPRO
완전 자동 칼날 복귀
= 매우 높은 안전성

“지능형” 커팅 공구. 칼날이 커팅 재료를 떠나
자마자, 그립으로 자동 복귀됩니다. 슬라이더 
또는 레버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
는 이를 “매우 높은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SECUMAX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안전성

MARTOR 안전칼은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다용도입니다. 아래에서 
가장 일반적인 커팅 작업의 예시와 이에 가장 적합한 MARTOR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커
팅 솔루션은 www.martor.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커팅 공구.

물류
필름 및 PP밴드
골판지
상품 보호
칼날 비교체식 안전칼

생산
두꺼운 재료
Bag 포장된 상품
호일 또는 종이 층
롤형 재료
슬래빙
식품 및 제약 산업

특수
판촉용 커터
특수 분야용

액세서리
안전한 커팅을 위한 모든 것

부가가치
MARTOR 서비스

제품군
모든 MARTOR 안전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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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류

필름 및 PP밴드용  
안전칼.
필름은 장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PP밴드는 45° 각도에서 가장 
잘 커팅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재료는 커팅 재료가 숨겨진 
칼날로 원활하게 가이드되어 SECUMAX 제품으로 처리할 수 있
습니다.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6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소프트 그립, 혁신적인 칼날 헤드 및 예비 칼날 포함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7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홀드 다운 클립 및 테이프 분리기 포함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4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소프트 그립 및 테이프 분리기 포함

SECUMAX 350

SECUMAX EASYSAFE

SECUMAX 320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MAX 320 32000110.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92043

SECUMAX 350 350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SECUMAX 칼날 NO. 3550

SECUMAX EASYSAFE 121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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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류

골판지용  
안전칼.
1, 2, 또는 3겹? 박스윗면 제거, 또는 부분 절단? 포장으로 쓰이
는 골판지 상자가 다양한 만큼, 당사의 제품 또한 원하는 모든 커
팅 유형에 있어서 유연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알루미늄 소재 
•   21 mm커팅 깊이
•  완전 자동 칼날 복귀
•   매우 높은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움직임이 매끄러운 레버 및 안전장치 포함
• 최대 3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 알루미늄 소재 
•   17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및 양면 슬라이더 포함
• 최대 3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15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움직임이 매끄러운 레버 및 안전장치 포함
• 최대 3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6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소프트 그립, 혁신적인 칼날 헤드 및 예비 칼날 포함
• 최대 2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PRO 625

SECUNORM 500

SECUMAX 350

SECUNORM MIZAR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MAX 350 350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SECUMAX 칼날 NO. 3550

SECUPRO 625 625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사다리꼴 칼날 NO. 60099

SECUNORM 500 50000110.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사다리꼴 칼날 NO. 65232

SECUNORM MIZAR 125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사다리꼴 칼날 NO.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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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MAX 350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6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소프트 그립, 혁신적인 칼날 헤드 및 예비 칼날 포함

SECUPRO MARTEGO • 알루미늄 소재 
•   9 mm커팅 깊이
•  완전 자동 칼날 복귀
•   매우 높은 작업 안전성 및 높은 상품 보호
• 소프트 그립, 움직임이 매끄러운 레버 및 안전장치 포함

SECUNORM 500 (5 mm) • 알루미늄 소재
•   5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및 매우 높은 상품 보호
•  소프트 그립 및 양면 슬라이더 포함

상품 보호에 중점을 둔  
안전칼.
상품 손상은 항상 짜증을 유발하고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안전하
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도록 칼날이 숨겨진 안전칼을 권장합니다. 
또는 커팅 깊이가 매우 얕은 안전칼을 권장합니다.

물
류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MAX 350 350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SECUMAX 칼날 NO. 3550

SECUPRO MARTEGO 122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92

SECUNORM 500 (5 mm) 50000310.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사다리꼴 칼날 NO. 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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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MAX 145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4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두 개의 칼날 모서리 포함
• 1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6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두 개의 칼날 모서리, 분리기 및 스크레이퍼 포함
•  최대 2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NORM SMARTCUT • 플라스틱 소재  
•   12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양면 슬라이더 포함
•  최대 2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MAX 150

물
류

칼날 비교체식  
안전칼.
칼날 비교체식 안전칼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작고, 가벼
우며 경제적입니다. 칼날 교체가 불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칼은 
예컨대 SECUMAX 150처럼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MAX 145 145001.12 10개씩 포장(낱개 주문시 비포장) 비교체식, 두께: 0.50 mm

SECUMAX 150 150001.12 10개씩 포장(낱개 주문시 비포장) 비교체식, 두께: 0.30 mm

SECUNORM SMARTCUT 110000.02 개별 포장 (또는 20개 패키지) 비교체식, 두께: 0.6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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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고무 매트 또는 카펫류의 경우 SECUPRO 625와 같은 파
워 패키지를 사용하십시오. 폼, 스티로폼 또는 건축용 폼의 경우
에는 특히 칼날 길이가 XL 또는 XXL이어야 합니다. 

생
산

두꺼운 재료를 커팅하기 위한  
안전칼.

SECUPRO 625 • 알루미늄 소재 
•   21 mm커팅 깊이
•  완전 자동 칼날 복귀
• 매우 높은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움직임이 매끄러운 레버 및 안전장치 포함
•  두꺼운 재료(고무, 카펫류 등)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73 mm 커팅 깊이, 톱니 모양 칼날 장착 가능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면적이 넓은 슬라이더 및 안전장치 포함
•  두꺼운 재료(폼, 스티로폼 등)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NORM 380

SECUNORM 540 •  알루미늄 소재 
•   36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면적이 넓은 슬라이더 포함
•  두꺼운 재료(폼, 스티로폼 등)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스티로폴 칼날 No. 379 (톱니 모양 칼날)

스티로폴 칼날 No. 79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PRO 625 625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사다리꼴 칼날 NO. 60099

SECUNORM 540 54000410.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스티로폴 칼날 NO. 7940

SECUNORM 380 380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스티로폴 칼날 NO. 79

SECUNORM 380 380005.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스티로폴 칼날 No. 379 (톱니 모양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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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지대용  
안전칼 / 가위.
종이, 비닐 등으로 제작된 포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도한 대로 
찔러 넣을 수 있는 공구가 필요합니다. 먼지 또는 액체가 있는 내
용물이 있어도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생
산

SECUMAX 564 • 스테인리스 스틸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80 mm 커팅 길이
• 앞부분이 둥글게 특수 연마된 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및 엄지손가락 오프닝 포함

SECUMAX 350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6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소프트 그립, 혁신적인 칼날 헤드 및 예비 칼날 포함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7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홀드 다운 클립 및 테이프 분리기 포함

SECUMAX EASYSAFE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MAX EASYSAFE 121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45

SECUMAX 564 564001.00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SECUMAX 350 350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SECUMAX 칼날 NO.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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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및 페이퍼 롤 커팅을 위한   
안전칼.
종종 발생하는 까다로운 상황: 커팅 시 걸리거나 예기치 않게 찢어
지는 재료. 그래서 이 전문 공구에는 홀드 다운 클립이 장착되어 있
습니다. 칼 노우즈와 슬라이딩 베이스가 있어서 정확한 접촉에 도움
이 됩니다.

생
산

필름 및 페이퍼 롤을 커팅하기 위한  
안전칼.
페이퍼 롤의 전면부 덮개를 분리하시겠습니까? 또는 롤이 찢어진 이
후에 종이를 다시 일정 길이로 커팅하시겠습니까? 이 경우 길고 안
정적인 칼날이 있는 SECUNORM 380이 최선입니다.

생
산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73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면적이 넓은 슬라이더 및 안전장치 포함

SECUMAX OPTICUT

SECUMAX EASYSAFE

SECUNORM 380

•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   7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홀드 다운 클립 및 테이프 분리기 포함

• 플라스틱 소재  
•   7 mm커팅 깊이
• 숨겨진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금속 소재의 슬라이딩 베이스 및 홀드 다운 클립 포함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MAX EASYSAFE 121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45

SECUMAX OPTICUT 437.00 개별 포장 (또는 5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37040

SECUNORM 380 380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스티로폴 칼날 NO.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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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및 페이퍼 롤 커팅을 위한   
안전칼.

슬래빙을 위한  
안전칼.
롤을 컷팅하려면 종이 및 필름 잔여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슬래빙해야 합니다. 이는 “강력한 커팅” 섹션에 포함됩니다. 또
한, 가장 높은 무게 등급의 칼이 필요합니다.

생
산

필름 및 페이퍼 롤을 커팅하기 위한  
안전칼.

SECUPRO MEGASAFE

SECUPRO 625

SECUPRO MARTEGO

• 알루미늄 소재 
•   21 mm커팅 깊이
•  완전 자동 칼날 복귀
•   매우 높은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움직임이 매끄러운 레버 및 안전장치 포함

• 알루미늄 소재 
•   17 mm커팅 깊이
•  완전 자동 칼날 복귀 
•   매우 높은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및 양면 슬라이더 포함

• 알루미늄 소재 
•   9 mm커팅 깊이
•  완전 자동 칼날 복귀
•   매우 높은 작업 안전성
• 소프트 그립, 움직임이 매끄러운 레버 및 안전장치 포함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PRO 625 625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사다리꼴 칼날 NO. 60099

SECUPRO MEGASAFE 116006.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사다리꼴 칼날 NO. 60099

SECUPRO MARTEGO 12200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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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제약 산업용  
안전칼.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대단히 위험합니다. 
합리적 인 대책: 매우 작은 조각이라도 탐지되는 금속탐지 
가능 안전칼. 

생
산

SECUMAX 320 MDP •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4 mm커팅 깊이
• 숨겨진 내부식성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소프트 그립 및 테이프 분리기 포함
• 필름, 플라스틱 테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4 mm커팅 깊이
• 숨겨진 내부식성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두 개의 칼날 모서리 포함
• 1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MAX POLYCUT MDP •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3 mm커팅 깊이
• 숨겨진 내부식성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커팅 재료에 삽입하기 위한, 길고 뾰족한 노우즈 포함
• 필름, 종이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MAX 링나이프 MDP •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6 mm커팅 깊이
• 숨겨진 내부식성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손가락 오프닝 포함
• 필름 및 끈에 가장 적합

SECUMAX 145 MDP

•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6 mm커팅 깊이
• 숨겨진 내부식성 칼날
• 최고의 작업 안전성과 최대의 상품 보호
• 두 개의 칼날 모서리, 분리기 및 스크레이퍼 포함
• 1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MAX 150 M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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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 비도장 알루미늄 및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21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단면 슬라이더 및 내부식성 칼날 포함
•  최대 3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 스테인리스 스틸 및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9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양면 슬라이더 및 내부식성 칼날 포함
•  최대 2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12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양면 슬라이더 및 내부식성 칼날 포함
• 최대 2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NORM PROFI25 MDP

SECUNORM HANDY MDP

SECUNORM SMARTCUT MDP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MAX 320 MDP 3200077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192043

SECUMAX 150 MDP 150007.12 0개씩 포장(낱개 주문시 비포장)  비교체식, 두께: 0.30 mm

SECUMAX 145 MDP 145007.12 0개씩 포장(낱개 주문시 비포장)  비교체식, 두께: 0.50 mm

SECUMAX POLYCUT MDP 8500772.12 10개씩 포장(낱개 주문시 비포장)  비교체식, 두께: 0.30 mm

SECUMAX 링나이프 MDP 307.08 50개 패키지(낱개 주문시 비포장)   비교체식, 두께: 0.30 mm

SECUNORM PROFI40 MDP 11900771.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스티로폴 칼날 NO. 17940

SECUNORM PROFI25 MDP 120700.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사다리꼴 칼날 NO. 199

SECUNORM HANDY MDP 447.02 개별 포장 (또는 2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145

SECUNORM SMARTCUT MDP 110700.02 개별 포장 (또는 20개 패키지) 비교체식, 두께: 0.63 mm

• 비도장 알루미늄 및 금속 탐지 플라스틱 소재 
•   36 mm커팅 깊이
•  자동 칼날 복귀
•   높은 작업 안전성
• 단면 슬라이더 및 내부식성 칼날 포함
•  최대 3겹 골판지 상자 등 다양한 재료에 가장 적합 

SECUNORM PROFI40 M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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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판촉 용도의  
안전칼.
당사의 많은 안전칼에는 개별 인쇄가 가능하므로, 귀하의 기업, 브
랜드 또는 관심사를 친근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
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커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SECUPRO MARTEGO

SECUNORM HANDY

SECUNORM 175

5가지 이유: 

혁신 
Solingen에서 만든 혁신적인 커팅 공구, 시장 리더가 제작한 공구, 
홍보 메시지가 포함된 공구.  

유용성 
당사의 프로모션 칼은 매일 사용됩니다. 포장을 개봉하고 다양한 재
료를 커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전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의 안전칼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긴 수명 
당사의 프로모션 칼에는 트릭이 없습니다. 고객과 직원들이 오랫동안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입니다.

만족감 
모든 면에서! 이 제품을 선물함으로써 귀하가 돋보이게 됩니다. 선물
을 받는 사람은 이 제품으로 진정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SECUPRO MARTEGO 122001.9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92

SECUNORM 175 175001.92 개별 포장 (또는 2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45

SECUNORM HANDY 445.92 개별 포장 (또는 20개 패키지) 공업용 칼날 NO. 45

SECUNORM SMARTCUT 110000.92 개별 포장 (또는 20개 패키지) 비교체식, 두께: 0.63 mm

SECUNORM SMART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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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ARGENTAX RAPID •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커터칼 
• 실리콘 카트리지 처리용
• 두 개의 칼날과 보호캡 포함
• 스레드 개방 및 그로밋 조정에 가장 적합

SCRAPEX ARGENTAX • 플라스틱 소재의 스크레이퍼 
• 39 mm 스크레이핑 영역
• 보호캡 포함
• 라벨, 접착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합

특수 분야용  
커팅 공구.
MARTOR에는 아래의 제품도 있습니다. 각각 특정 사용 분야에 
활용되는 커터칼, 디버링 칼, 메스 또는 스크레이퍼. 다음은 그 중
의 일부입니다.

TRIMMEX CERACUT • 플라스틱 소재의 디버링 칼
• 세라믹 칼날 포함
• 플라스틱, 고무 및 금속으로 된 거친 표면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합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장착된 칼날

ARGENTAX RAPID 594.03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비교체식, 두께: 0.30 / 0.50 mm

SCRAPEX ARGENTAX 46144.02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면도날 NO. 44

TRIMMEX CERACUT 170170.00 개별 포장 (또는 10개 패키지) 세라믹 칼날 NO.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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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성과 내구성을 지닌 나일론 소재의 벨트 홀스터(S, M, L)
• MARTOR 커팅 공구를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
• 칼날 포장, 펜 등을 넣기 위한 추가 포켓
• 클립 또는 벨크로로 고정

• 견고한 자가 복원 플라스틱 소재의 커팅 매트
• 수동 커팅 작업 시 밑판으로 사용
• 사이즈가 큰 4가지의 매트에 그리드(cm / Inch)가 있음

•  사용한 강철 및 세라믹 소재 칼날을 모아두기 위한, 크고 견고한 플
라스틱 상자

• 꽉 찬 상자를 최종 밀봉하고, 이후 일반쓰레기로 폐기하기 위한 덮개
•  벽, 파이프 및 로드에 고정하기 위한 월 마운트(구성품에 포함되지 
않음)

합리적인 추가 제품:
안전한 커팅을 위한 제품.
액세서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당사의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커팅 공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공구의 표면을 
보호합니다. 사용한 칼날을 최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벨트 홀스터 S, M, L

커팅 매트

폐 칼날 용기

제품 주문 번호 포장 단위

클립이 있는 벨트 주머니 S 9920.08 비포장(1) (벨트 주머니 10개 패키지로)

클립이 있는 벨트 주머니 M 9921.08 비포장(1) (벨트 주머니 10개 패키지로)

클립이 있는 벨트 주머니 L 9922.08 비포장(1) (벨트 주머니 10개 패키지로)

커팅 폴더 870 x 620 mm 3001.06 비닐봉투에 1개 

커팅 폴더 620 x 440 mm 3002.06 비닐봉투에 1개 

커팅 폴더 440 x 320 mm 3003.06 비닐봉투에 1개 

커팅 폴더 320 x 230 mm 3004.06 비닐봉투에 1개 

커팅 폴더 210 x 148 mm 3005.06  비닐봉투에 1개 

폐 칼날 용기 9810.08 비포장(1) 

액
세

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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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MARTOR 서비스.
이 카탈로그는 귀하에게 가치 있는 초기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꼭 들어맞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커팅을 위한 
당사의 고유한 개별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귀하를 초
대합니다. 

개인 고객 관리
MARTOR 고객 서비스 부서에는 개인 고객 담당 파트너가 있습니다. 담당 파트너가 
고객의 주문을 받거나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믿
을 수 있는 MARTOR 품질과 함께 MARTOR의 전형적인 고객 중심 사고에 따라 이루
어집니다.

현장 자문
전화 자문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의 기술 전문가가 디지털로 또는 현장에서 지
원합니다. 사소한 “커팅 기술”부터 대형 작업장 검사까지, 복잡한 커팅 솔루션에 있어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서비스 매체
카탈로그와 소책자는 표준 제공사항입니다. 하지만 MARTOR 안전 포스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당사의 개별화된 Knife Plant을 알고 계십니까? MARTOR 교육 영상은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원 조치와 함께 제공되는 이 안내자료를 통해 당사에서 공
동으로 제작한 커팅 솔루션이 고객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이것이 MARTOR식 
서비스입니다.

교육 및 트레이닝
작업 안정성 향상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당사의 기술 전문가가 사용자에게 교육 및 트레이
닝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안전의 날 행사, 인하우스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또한, 고객의 동
료가 당사의 서비스 매체(예: 교육 영상) 덕택에 안전칼의 적절한 취급법을 익히고, 새로운 
공구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배달 서비스
MARTOR는 Solingen 소재 창고에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또는 배송지역에 
따라 전 세계에 분포한 당사의 판매 담당자가 배송을 처리합니다. 안전칼은 고급 개별 포장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다국어 사용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이 또한 MARTOR의 전문성을 보
여줍니다.

*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인이 다름

부
가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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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모든 MARTOR 안전칼을 한눈에.
권장 제품 외에도 다양한 만능 공구와 전문 공구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핵심 역량은 안전한 커팅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모든 안전칼 및 가
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
품

군

SECUMAX (숨겨진 칼날)

SECUMAX 320 SECUMAX 350 SECUMAX 150 SECUMAX 145

SECUMAX EASYSAFE SECUMAX OPTICUT SECUMAX OPTICUT SECUMAX SNITTY

SECUMAX MOBILEX SECUMAX COUPPY SECUMAX POLYCUT SECUMAX PLASTICUT

SECUMAX CARDYCUT SECUMAX CARDYCUT SECUMAX TRENNEX SECUMAX VISICUT

SECUMAX 565 SECUMAX 564 SECUMAX 363

SECUPRO (완전 자동 칼날 복귀)

SECUPRO 625 SECUPRO MARTEGO SECUPRO MERAK SECUPRO MEGASAFE

SECUPRO MAXISAFE SECUPRO MAXI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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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커팅 결과를 얻으려면 고품질 MARTOR 순정 칼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안전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제품(예: 내부
식성 또는 세라믹 소재도 가능)이 있습니다.

제
품

군

SECUNORM (자동 칼날 복귀)

SOS CUTTERS (숨겨진 칼날)

SECUMAX SALVEX SOS SECUMAX SOS-CUTTER

MDP SAFETY KNIVES (숨겨진 칼날 | 자동 칼날 복귀)

SECUMAX POLYCUT MDPSECUMAX 320 MDP SECUMAX 150 MDP SECUMAX 145 MDP

SECUMAX 링나이프 MDP

SECUNORM SMARTCUT MDP

SECUNORM PROFI40 MDP SECUNORM PROFI25 MDP SECUNORM HANDY MDP

SECUNORM 500 SECUNORM 300 SECUNORM 525 SECUNORM 540

SECUNORM 380 SECUNORM MIZAR SECUNORM 175

SECUNORM MULTISAFE

SECUNORM 185

SECUNORM HANDY SECUNORM SMART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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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22 | Printed in Germany.
기술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또는 요청:
당사의 개별 지원 서비스.

귀하의 특수한 커팅 작업은 이곳에서 찾지 못하셨
습니까? 문제없습니다. 해당 작업에 대한 최적의 
MARTOR 솔루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에 문
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트 참조:  
www.martor.com

MARTOR KG | Lindgesfeld 28 | 42653 Solingen | Germany
T +49 212 73870-0 | info@martor.de | www.mart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