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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원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생산성과 최상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세계최대                        TRIM 재단 시스템

전세계 55개국에서 동시 사용하고 있는 우수한 명품재단기로
정밀하고 정확한 재단이 가능한 트리머재단기 입니다.

본사 및 전시장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5 와이피엘B/D  T:1544-8737

전국영업소    경기 1544-9434       광주 062)226-8777  대구 053)253-7677
서비스센터 대전 042)625-3877

천안 041)572-8086 강원 033)253-1234
부산 051)462-2214  창원 055)266-7054

Desk Trim Plus
스퀘어(사각)레일 장착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재단이 가능!

스크롤 바에 내장된 칼날 장치

용지의 작업면 표면을 에폭시파우더로 코팅하여 

작업시 파손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내성

격자형으로 실크인쇄된 밀리미터 눈금 가이드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재질을 정교하게 재단 가능

0.8mm 두께 재단 가능 (카드재질, 가벼운 플라스틱 or  PVC배너등)

오차없는 재단가능 (10년, 20년을 사용해도 재단간격이 일정)

부드러운 재단감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재단이 가능)

스퀘어 레일 장착 ▶

모델명

재단두께

재단 길이

제품 치수

제품 중량

스탠드 (옵션)

Desk Trim Plus-100

0.8mm

1000mm

1160 x 385 x 100mm

6.5kg

X

Desk Trim Plus-130

0.8mm

1300mm

1460 x 385 x 100mm

7kg

X

Desk Trim Plus-150

0.8mm

1500mm

1660 x 385 x 100mm

7.5kg

○

강화스틸 로타리 칼날 방식의 수동 실사재단기

작은 부속 하나에도 살아있는 이태리 NEOLT社의 앞선 기술력

스텐리스 스틸의 견고하고 변형없는 칼날 이송장치

오차없는 재단가능 (10년, 20년을 사용해도 재단간격이 일정)

부드러운 재단감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재단이 가능)

이동 가이드를 사용한 편리한 재단작업

스탠드와 재단물 받침천 기본사양에 포함

모델명

최대 재단 두께

최대 재단폭

제품 사이즈

제품 중량

Light Power Trim-145

1.5mm

1450mm

1640 x 440 x 970mm

32kg

75年 기술 ITARY 名品재단기

Light Power Trim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재단이 가능한 부드럽고 오차없는 수동실사재단기!

최대 1.5mm

최대 0.8mm



슬라이딩 튜브 위에 장치된 초경합금 소재의 강력한 회전식 로타리칼날

금속 부품들의 에폭시 파우더코팅으로 파손및 스크래치에 최강의 내구성 구현

수평 밸런스 조절 가능한 스텐드 장치포함

이동이 편리한 스텐드와 파지함·이동가능한 가이드·형광성와이어

재단선과 재단위치 조명램프장치 포함

부드러운 재단감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재단이 가능)

오차없는 재단가능 (10년, 20년을 사용해도 재단간격 일정)

모델명

최대 재단두께

재단 길이

제품 치수

제품 중량

재단속도

옵션

Electro Trim-200

2000mm

2470 x 480 x 1010mm

72kg

0.8mm

2m/sec

롤거치대 (롤봉)

Electro Trim-250

2500mm

2970 x 480 x 1010mm

79kg

E.P.Trim Plus
다양한 소재 광폭 자동재단기

Electro Trim
실용·안전·편의성을 두루 갖춘 실속형 자동재단기

초경합금 소재의 강력한 회전식 로타리칼날 해드·스퀘어 슬라이딩바·

스틸로 된 고정블레이드와 강화 재단테이블 장착

장기간 사용에도 변형없는 견고함과 안정성이 뛰어난 스퀘어 이송레일장치

다른 트리머재단기에 비해 후면에서 수평출력이 가능하고 파지함에 배출가능

금속부품들의 에폭시 파우더 코팅으로 파손및 스크래치에 최강의 내구성 구현

수평 밸런스 조절 가능한 스텐드장치

부드러운 재단감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재단이 가능)

이동이 편리한 스텐드와 파지함·조절가능한 가이드·형광색 와이어 재단선과

재단위치 조명램프장치

최대폭 3600mm(옵션) 까지 다양한 제품라인업으로 초광폭 잉크젯
출력장비에 완벽하게 연동 사용가능한 실사재단기

최대두께 2.2mm까지 재단 가능하여  판지·플라스틱시트·얇은 패널
·PVC·PP·두꺼운재질도 쉽게 재단이 가능한 수동실사재단기!

Strong Trim Pro
재단 프로업소용 초강력 수동실사재단기

초경합금 소재의 이중 회전식 로타리칼날을 가진 커팅해드

장기간 사용에도 변형없는 견고함과 안정성이 뛰어난 스퀘어 이송레일장치

물 흐르듯 부드러운 베어링이 내장된 견고한 칼날 이송 캐리어장치 

금속부품들의 에폭시 파우더 코팅으로 파손및 스크래치에 최강의 내구성 구현

양방향 재단칼날 장치로 재단능력 및 응용의 다양성 극대화

수평 밸런스 조절 가능한 스텐드 장치 포함

조절가이드 장치와 재단물 받침 천(파지함) 포함

골판지·플라스틱시트·폼보드·샌드위치패널등 경질·연질의 다양한

재질 재단가능

모델명

최대 재단두께

재단 길이

제품 치수

제품 중량

옵션

Strong Trim Pro-180

1800mm

2240 x 500 x 1050mm

49kg

4.5mm

롤 거치대 (롤 봉), 재단램프

Strong Trim Pro-230

2300mm

2740 x 500 x 1050mm

55kg

견고성과 작업성에 있어 최강의 성능을 발휘하며 두께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고 다양한 소재의 재단작업에 적용가능한 재단기!

인쇄지·코팅지·PVC·배너·후렉스등·기타 재질의 재단을 희망하는
디지털실사 출력점과 디자인전문 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

모델명

최대 재단두께

재단 길이

제품 치수

제품 중량

재단속도

옵션

E.P. Trim Plus-210

2100mm

2590 x 500 x 1010mm

83kg

2mm

1m/sec

롤거치대 (롤봉)

E.P. Trim Plus-250

2500mm

2990 x 500 x 1010mm

103kg

Power Trim Plus
디지털프린팅샵·포토랩·광고기획 전문업체에서 많이 쓰는 재단기!  

강화재단테이블과 초경합금으로 된 로타리칼날 해드와 튼튼한 볼베어링

셔틀이 탑재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고정칼날 장착

작은 부속 하나에도 살아있는 이태리 NEOLT社의 앞선 기술력

스텐리스 스틸의 견고하고 변형없는 칼날 이송장치

힘들이지 않고 부드러운 작업 가능

판지·플라스틱·얇은 패널·두꺼운 PVC재질의 배너도 쉽게 재단가능

오차없는 재단가능(10년, 20년을 사용해도 재단간격 일정)

부드러운 재단감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재단이 가능)

이동 가이드를 사용한 편리한 재단작업

스탠드와 재단물 받침 천(파지함) 포함

모델명

재단두께

재단 길이

제품 치수

제품 중량

옵션

Power Trim Plus-165

1650mm

1900 x 480 x 950mm

46.5kg

Power Trim Plus-210

2.2mm

2100mm

2340 x 480 x 950mm

52.5kg

롤 거치대 (롤봉)

Power Trim Plus-250

2500mm

2740x 480 x 950mm

58.5kg

최대 2.2mm

최대 0.8mm 최대 4.5mm

최대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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