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for U. This is TU

First Experience

of Premium Abrasive Technology

First Experience
of Premium Abrasive Technology

Technology for U. This is TU

2013년 주식회사 티유 글로벌이
프리미엄 연마제품 사업을 시작합니다 !
▶ 작업자를 위한 기술, 사람을 위한 기술
바로 당신을 위한 TU만의 기술력입니다!

TECHNOLOGY

TU

YOU
(HUMAN)

▶ 연마제품 50년, TU만의 노하우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들이 바로 당신과 환경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혁신
적으로 진화합니다.

Technology for You. TU
그래픽의 형태와 의미
C.I의 기본적인 형태는 강도가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의 형태에서 출발한 육각을 기본 모티브로
하였고, 시대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입체적인 형태의 큐비즘 기법을 활용. 세분화된 삼각의
면 분할 패턴으로 날카로운 느낌의 제품 이미지를 전문적이면서 세련되게 표현.

TU Ceramic
세상에 없던 세라믹 레지노이드 기술!
세라믹 미네랄 가공 공정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이 없이는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TU는 특수한 입체 코팅과 독자적 하이엔드
프레스 기술로 세계 최고의 세라믹 연마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

TU for Perfectel
TU는 어느것 하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제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명, 속도, 안전성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킨 최초의 프리미엄 컷오프휠. 이제, TU의 획기적인
기술력을 경험하세요.

속도

Maximum
(최대)
수명

Ceramic Cut-off wheel

안전

TU for Green
오직 당신을 위한 기술, 작업자를 위한 배려TU의 혁신적인 제품들은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작업시 발생
하는 먼지, 냄새, 그리고 진동을 최소화하여 그동안 성능 때문에 포기했던
작업환경의 세심한 부분까지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해드립니다.

진동

분진

Minimum
(최소)

냄새

Ceramic Cut-off wheel

Perfomance Reporting
비교 할수록 손끝으로 느껴지는 TU의 놀라운 성능,
당신만을 위한 TU의 테크놀러지입니다.

TU연구진의 오랜 고민 끝에 탄생한 세라믹 연마제품으로
당신의 작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TU - 041(흰색라벨)
수명
절단속도
충격강도

TU - 042(보라색라벨)
수명
절단속도
충격강도

TU Product Line-up

M사 - 1
I 규격표기 정보 I

수명
절단속도

Shape 1
H

충격강도

M사 - 2
수명

D (제품의 외경) : out Diameter
T (제품의 두께) : overall Thickness
H (중심 홀) : Diameter of wheel bore

D Shape 41
TU Type 30

TU Ceramic Cut-off wheel
T

구분

절단속도

Order P/N

라벨

규격 (mm)

스펙

100 041

White

105 x 1.3 x 9.8

SZ46--BF

P사

101 041

White

105 x 1.3 x 16

SZ46--BF

100 042

Purple

105 x 1.3 x 9.8

SZ46--BF

권장작업
- 다양하고 터프한 작업스타일에 대응

27,000

충격강도

수명

Max PPM

-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작업감으로 보다
향상된 성능과 안전성이 필요할 때

4"

절단속도

- 부드럽지만 파워풀한 성능
27,000

충격강도

101 042

Purple

105 x 1.3 x 16

SZ46--BF

125 041

White

125 x 1.3 x 16

SZ46--BF

- 탁월한 사용수명과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한 작업 결과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

R사
수명
절단속도
충격강도

- 혁신적으로 향상된 사용수명과 안정성
5"

25,000

- 기존 4인치 제품 대비 최저 3배 이상의
작업효율 향상효과

*상기제품 외 기타 규격제품은 별도문의 바랍니다.

(4인치 제품 기준)

Ceramic Cut-off wheel

2014.09.03

▶ 한국 세일즈 네트워크
I 수도권 / 충청 / 전라 / 경상도 20개 채널

서울 SEOUL
경기도 GYEONGGI-DO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경상북도 KYNGSANGBOK-DO

경상남도 KYNGSANGNAM-DO

전라북도 JEOLLABUK-DO

전라남도 JEOLLANAM-DO

I 제품문의 I
: 031- 684-5451
: 031- 684-5452
: sales @ tuglobal.kr /
sales .1@ tuglobal.kr

경기도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 평택항만길 267
www.tugloba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