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적절한 모델의 사용이나 설치를 잊을 시의 위험성
• 부품이 깨져 튀거나 빠질 시 철도 노동자에게 위험함
• 휠 초크의 설치를 잊음에 의한 이탈 위험성
• 선로 전환 차단에 의한 큰 위험함
• 금속모델들의 부적절한 디자인
• 레일과 바퀴 표면이 파손될 위험

피모르는 테스트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모델 부품들의 균형과 무게
그리고 디자인, 다량의 이동성, 모든 바퀴에 대한 적합성등을 규제 기구의 규정과 안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안의 재발견

세릴러® 프로텍 부품의 특성

철도시설 정비 서비스를 위한 탄성 폴리우레탄 

www.fimor-polyurethane.com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가볍고 강력한 휠 초크

POLYURETHANE

• 차량 바퀴 보호
• 높은 화학저항력 (오일,용제,탄화수소…)
• 높은 기계저항력 (연마,추출,찢김…)
• 유연성과 접착성
• 반복적 하중에 대한 우수한 내성과 내후성
• 중공업 용으로도 탁월한 내구력
• 충격완화와 소음 감소
• 미끄럼 방지
• 쉬운 청소와 유지
• 냄새가 없고 더러워지지 않음

serilor® PROTEC
세릴러® 프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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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MOR 폴리우레탄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차량을 차단,정거 용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나 선로 갓길 
작업에도 쓰입니다.

노란 금속 지지대와 깃발이 달린 초크, 나무나 플라스틱 
초크보다 더욱 유용하고
깃발은 45°의 어떤 방향으로도 기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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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 (밸러스트)  
작업차 보호장비

FIMOR 가 철도시설  회사를 위해 권하는 것

• 초기 요건 평가, 제품 디자인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재질,경도,두께,형태,색 등등)

• 가격대비 최적의 물량과 설비 견적

• 최종 제작 전 저가 원형의 빠른 제작

FIMOR 의 철도시설 및 정비를 위한 서비스 

침목용 덮개침목 방지 패드

드리프트 방지 이중 휠 초크 그 밖의 보호장비 제품들

CAP105 구멍이 뚫린 
최대 80cm의 목제 손잡이 
직경 30mm ,15 도 경사
높이 105mm
길이 415mm

CAP70 구멍이 뚫린
최대 80 cm의 목제 
손잡이직경 30mm, 15도 
경사
높이 70mm 
길이 382mm

손잡이와 깃발은 저희에게 문의 하십시오.

아래의 저희 회사 제품은 프랑스의 SNCF ( 프랑스 국유철도) 테크닉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CAA400 (손잡이 달림)
스탠다드 초크 (손잡이  
400mm) 사면각 
높이 75mm
길이 315mm

세릴러® 프로텍 신형 휠 초크 (레일 지지대)

세릴러® 프로텍  드리프트 방지 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