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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감지 제품 X-ray 추적 가능 내마모성이 매우 좋음 내마모성

전체 메탈소재 하우징 매우 인체공학적임 인체공학적 이동을 위한 안전잠금장치

C
S

세라믹 칼날 사용 가능 부드러운 그립 오른손 및 왼손잡이용 칼 오른손 사용자용 칼

왼손 사용자용 칼 랜야드 홀 클립 벨크로 파스너

중작업용 정밀 컷팅 접어서 보관 가능 보호캡

미끄럼방지 그립 손잡이 길이 조절가능 그립 치수 및 형태 아세톤에 강함

내열성 홍보물에 적합  

MARTOR 그림 범례

모든 MARTOR-그림을 한눈에.
새로운 그림 시스템은 최고의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아이콘은 내장된 
안전 기술, 선호하는 커팅 재료 또는 그립의 성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립에 관한 모든 것

칼날에 관한 모든 것

기술적 특징
안전 기술

숨겨진 칼날 완전자동 칼날 복귀 완전자동 칼날 복귀 안전성을 높이는 옵션

더 안전한 칼날교체(자석 이용) 도구 이용 칼날교체 도구 없이 칼날 교체 칼날 비교체식 칼

2회 이용가능한 칼날 4회 이용가능한 칼날 칼 몸체 안쪽에 있는 여분 칼날 컷팅 깊이

컷팅 깊이 조절가능 스크래퍼 폭 테이프 분리기 칼날 복귀

회전형 칼날 칼날 부착 적용 비부식성 주석 도금

내산성 세라믹 둥근 후크 칼날 둥근 산업용 칼날

둥근 메스 칼날 둥근 사다리꼴 칼날 단면 엣지 양면 엣지

넓은 엣지 물결 모양 칼날 컷팅 엣지 길이 비자성

비전도성 화학적 비활성 무도유 비부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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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컷팅 물질

악세서리

서비스

SAFEBOX 폐 칼날 용기  다 쓴 칼날 용기 월 마운트  클립이 있는 벨트 주머니 M

 대형 칼집  MDP-테스트 카드 세트 U-안전장치  안전 나사 렌치 EASYSAFE

커팅 폴더  

안전 포스터 교육 영상 기술 데이터시트 자문 서비스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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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판지: 1겹 골판지: 2겹까지 골판지: 3겹까지 골판지: 4겹까지

랩핑, 스트레치, 수축 호일 테이프 플라스틱 스트랩 끈 Bag 포장된 상품

호일 또는 종이 층 롤에서 컷팅하기 폴리스틸렌 폼 봉투

고무 PVC 카펫 직물

양모 펠트 가죽 실, 코드

코팅필름 라미네이티드 필름 유리 중간층 분사노즐

안전벨트 발사목 플라스틱 버 고무 버

메탈 버 접착식 라벨 전기레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