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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창립! 
지속적인 연구개발  

회사 
우리는 25 년 동안 노력과 열정,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 왔습니

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FAE GROUP이 건설 및 토지 개간 분야에서 우수한 품

질의 기계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선도적 인 역할을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 우수한 품질, 신뢰할 수있는 제품, 판매 및 유통 네

트워크 확장 및 효율적인 기초 서비스를 통해 1989 년부터 고객과 함께 달성한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합니다. 귀하의 완전한 만족을 보장하기위한 
FAE GROUP 목적은 늘 한결같습니다..

당신의 실적에 혁신적인 장비

당사는 가장 혁신적인 컨텐츠, 지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의 결과 및 우수한 기

술자 및 디자이너로 구성된 강력한 팀의 작업을 통해 기술 및 건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품질이 귀하의 직업을 열정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험과 최첨단 생산 기술, 고도로 전문화 된 기술 인력, 엄격한 

품질 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제작 된 견고한 최고의 성능 기계를 보
장합니다.

우리의 젊고 역동적인 팀이 당신에게 최고가 될것입니다.

젊고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팀은 경험이 풍부하고 효율적인 영업 부서와 함께 

글로벌 지원을 보장하고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최고의 솔루션을 선택하도

록 안내하며 우수한 배송 시간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로 하나된 관계 

세계 각지역에 지사를두고 구조화 된 모세혈관처럼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시장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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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을위한 
첨단 기술 진화를위해 

FAE GROUP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실용성

장치는 빠르고 쉽게 3포인트 링크를 통해 트랙터

에 연결되며 트랙터 PTO에 장치가 작동됩니다.

기동성 
기계의 소형화로 인해 제한된 공간, 구석 및 접근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하이테크 혁신적인 컨텐츠와 함께 모든 소재는 

용도에 맞게 최상위 성능을 보장할 수있는 품질

의 소재를 사용하는 전문성르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

우리의 건설 기계는 최신 기술을 도로 작업에 적용하여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작업을보다 쉽게 해줍니다.
당사의 최첨단 엔지니어링 연구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광범위한 도로, 고
속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 건설 및 개발의 주요 작업을 가속화하고 단순화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기능적인 기계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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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tASK  (멀티테스크)

우리의 멀티태스크 장비는 단일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돌을 부수고, 토양을 안정시키고, 특정 조건에서 도로 건설 및 유지 보

수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파쇄 할 수 있습니다. FAE 멀티태스크 건설 기계는 심

지어 접근하기 어려운 농업 / 산림 지역에서조차 돌을 분쇄하고 나무뿌리를 연

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을 사용될때 다
목적 기계의 무한한 장점을 
발견하실것 입니다.

토양 안정화

도로, 고속도로, 부지 준비 등을위한  
지층의 지력을 강화하고, 하중부담 

능력을 높이며, 붕괴 위험을 줄입니다

암석,돌 토양안정화

석재 분쇄기와 안정기의 결합된 
동작을 사용하여 어려운 토양을 

정리합니다.

아스팔트 분쇄

오래된 도로의 표면을 제거하고 

빠르고 쉽게 현장에서 유지보수합니다. 

이 기계는 또한 아스팔트를 파쇄하고 그 

아래 돌을 한 번에 분쇄 할 수 있습니다.

돌, 넓은 암석 분쇄

암석 및 돌을 포함하는 암석 지대 개
간 또는 포장 도로 또는 비포장 도로

의 건축 /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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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안정화

아스팔트 분쇄

넓은 암반

돌,암반 안정화

빠르고 쉽게 어디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1

2

3

4

더욱 작고 기동성있는 FAE 멀티태스크 기계는 제

한 구역, 구부러진 2 차 도로 및 다른 기계로 접근

하기 어려운 코너 및 모퉁이를 마무리 할 때조차도 

매우 민첩하게 작업합니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이

나 넓은 표면, 개별 이동 가능한 암석 또는 석판의 

존재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

뛰어난 기동성

장애물이있는 곳도 사용이 쉽습니다.

모퉁이 및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완

벽한 성능

장점 

FAE 멀티 태스킹 건설 기계는 가장 혹독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견고한 솔루션은 도로, 고속도로, 공항, 현장 

준비, 철도 및 기타 주요 인프라 작업에 대한 지면 안정화 작업을 촉진하

고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 및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흙과 자갈 도로 및 스키 슬로프의 유지 보수 및 생성을 위해 만들어

진 장비입니다.

정확성

완벽하게 압축되고 평평한 지면을 얻을수 있고   

지면위로 트랙터 바뀌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FAE 멀티 태스크 건설기계는 3 점 히치를 통해 빠르고 쉽게 트랙터에 부착 할 

수 있으며 트랙터의 PTO 동력을 사용하여 장비에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

다. 적은 투자로 다른 기계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 된 트랙터에 돌 분쇄기 / 안정

기가 신속하게 장착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 / 실용성

이 기계는 석재 분쇄기, 안정제 및 특정 조건에서 

아스팔트 분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농업 / 산림 지역

에서 석재 분쇄기 및 나무 뿌리 분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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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L은 넓은 암석을를 갈아서 돌을 부수고 토양을 

안정화하며 동시에 아스팔트를 파쇄하는 데 적합

한 다목적 기계입니다. 컴팩트 한 크기, 제한된 무

게 및 최소 작업 폭 100cm로 좁은 공간에서도 사

용하기에 완벽한 기계입니다. 기어 변속기는 로터

가 완벽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암석 또는 암석 슬라브를 많은 수의 치아

가 사용되어 우수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극한의  현장에서 다재 다능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도로 유지 보수시 아스팔트의 파쇄하는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유압 스키드는 작업 깊이의 정밀 조

정을 보장하여 아스팔트 층을 균등하게 파쇄합니
다. 분쇄 챔버는 HARDOX  커버링으로 내부를 보

호하여 가장 견고한 조건에서도 마모에 대한 저항

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로터를 제거하지 않고도 

쉽게 교체 할 수 있습니다

RSL

80 ~ 190 Hp 트랙터  최대 깊이 28CM

Max.1: rotor only     Max.2: max. depthThis information refers to the machine equipped as standard. 

rotor g/3 rotor r 

Model tractor 
(min/max)

PDF 
(rpm)

Working 
width  (mm)

total  
width (mm)

Weight 
(kg)

Working depth 
(mm)

No. teeth /type 
G/3 +H

Working depth  
(mm)

No. teeth /type 
r + r/HD

Max. 1 Max. 2 Max. 1 Max. 2

rSL 100 80–120 540 1000 1360 1600 150 280 32 +4 160 280 58 +16

rSL 125 90–120 540 1240 1600 1800 150 280 40 +4 160 280 82 +16

rSL 150 100–120 540 1480 1840 1960 150 280 48 +4 160 280 98 +16

rSL / Dt 175 120–190 1000 1720 2100 2350 150 280 58 +4 160 280 122 +16

rSL / Dt 200 130–190 1000 1960 2340 2500 150 280 66 +4 160 280 138 +16

rSL / Dt 225 140–190 1000 2200 2580 2650 150 280 76 +4 160 280 154 +16

• 암반 파쇄기능
• 안정기 

• 돌 파쇄기능
• 아스팔트 분쇄기능 

다양성과 유연성

손쉬운 취급

컴팩트 한 사이즈로, 가장 작은 공

간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제공합

니다.

정확성

유압식 스키드는 작업폭을 조정하

여 아스팔트 층을 균일하게 작업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함
WELDOX®  스틸 프레임과 가드는 

HARDOX® 스틸로 만들어져 제품의 조화와 

품질을 극대화 했습니다.

능률

모든 상황의 작업에서 로터의 기어

전달과 투스의 높은 성능이 우수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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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취급

컴팩트 한 사이즈로, 가장 작은 공

간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제공합

니다.

정확성

HARDOX  카운터 나이프 및 다시 

장착 된 그릴 시스템은 최종 제품

의 크기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혁신적인 솔루션

Max.1: : rotor only     Max.2: max. depthThis information refers to the machine equipped as standard. 

RotoR G/3 RotoR R

MODEL tractor 
(min/max)

PDF 
(rpm)

Working 
width  (mm)

total width 
(mm)

Weight 
(kg)

Working depth 
(mm)

No. teeth/type 
G/3 + StC/3/FP 

+ StC/FP

Working depth  
(mm)

No. teeth/type 
R + R/HD + StC/3/FP 

+ StC/FP

Max. 1 Max. 2 Max. 1 Max. 2

MTM 200 240-360 1000 2053 2495 5700 240 400 92+4+4 230 400 126+20+4+4

MTM 225 240-360 1000 2293 2735 6100 240 400 104+4+4 230 400 144+20+4+4

 240 ~ 360 Hp 트랙터            최대 깊이40CM

MTM은 대형 MTH 모델과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지닌 중형 고출력 트랙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 및 

제작 된 다목적 기계로서 토양을 안정화시키고 넓은암반 분쇄 및 아스팔트를 분쇄하는데 최대 작업 깊이 

40cm로 안정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 컴팩트 한 크기와 극한의 기동성으로 인해 자기 추진 장치가 도

달하기 어려운 표면을 작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작업 사이트에서 다른 작업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변 형상 분쇄 챔버는 탁월한 분쇄 결과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설계 솔루션입니다. 트랙터 

운전실에서 유압식으로 조정할 수있는 로터는 작업 깊이에 따라 분쇄 챔버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트랙

션 스트레스가 적으면 연료 소비가 줄고 작동 속도가 빨라 지므로 시간과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HARDOX  카운터 나이프 및 다시 장착 된 그릴 시스템은 최종 제품의 크기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MtM

• 돌 파쇄기능
• 암반 파쇄기능 

• 토양 안정기
• 아스팔트 분쇄기능 

013012

강력함
WELDOX®  스틸 프레임과 가드는 

HARDOX® 스틸로 만들어져 제품의 조화와 

품질을 극대화 했습니다.

능률

모든 상황의 작업에서 로터의 기어

전달과 투스의 높은 성능이 우수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300 ~ 400 Hp 트랙터                     최대깊이 50CM

MTH는 최대 작업 깊이가 50cm 인 암석 슬래브를 갈아서 돌을 파쇄하고 아스팔트를 분쇄하고 토양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다목적 기계 최고라인 입니다. 특별히 설계된 기어 변속기를 통해 로터는는 최적

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상의 분쇄 챔버는 최적의 분쇄 결과를 보장하기위

한 선구자 디자인 솔루션입니다. 트랙터 운전실에서 유압식으로 조정할 수있는 로터는 작업 깊이에 따라 

분쇄 챔버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트랙션 스트레스가 적 으면 연료 소비가 줄고 작동 속도가 빨라 지므
로 시간과 운영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HARDOX® 카운터 나이프 및 다시 장착 된 그릴 시스템은 

최종 제품의 크기가 올바른지 확인할수있습니다.

Max.1: with rotor only    Max.2: maximum depthThis information refers to the machine equipped as standard. 

RotoR G/3 RotoR R

MODEL tractor 
(min/max)

PDF 
(rpm)

Working 
width  (mm)

total width  
(mm)

Weight 
(kg)

Working depth 
(mm)

No. teeth/type 
G/3 + StC/3/FP 

+ StC/FP

Working depth  
(mm)

No. teeth/type 
R + R/HD + StC/3/FP 

+ StC/FP

Max. 1 Max. 2 Max. 1 Max. 2

MTH 200 300-400 1000 2080 2600 6900 315 500 104+4+4 290 500 138+24+6+6

MTH 225 300-400 1000 2320 2840 7200 315 500 116+4+4 290 500 160+24+6+6

완벽한 우수성

MtH

정확성

HARDOX  카운터 나이프 및 다

시 장착 된 그릴 시스템은 최종 제

품의 크기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함

WELDOX   스틸 프레임과 가드는 

HARDOX  스틸로 만들어져 제품

의 조화와 품질을 극대화 했습니

다.

능률

HARDOX® 커버링으로 보호되는 

가변 형상 분쇄 챔버는 우수한 연

삭 결과를 보장합니다.

작업 생산력
뛰어난 기술력으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015014

• 돌 파쇄기능
• 암반 파쇄기능 

• 토양 안정기
• 아스팔트 분쇄기능 



구분 설명
아래는 FAE 기계의 주요 구성 요소의 위치를 보여주는지도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인 가이드 역할을합니다.

워터 시스템

내부 및 측면 보호 가드

댐핑 블레이드

로터 덮게 

카운터 나이프 조정 
시스템  
해치 내부 검사

주철로된 주름진 헤리
컬 기어박스

HARDOX® 카운터 나
이프

스키드 지지 플레이트

DEtAILS
Each mechanical component is protected and easily ac-
cessible. All internal parts subject to wear and tear are 
easy to reach and may be replaced from the outside. 
Furthermore, all adjustments required for work are also 
accessible from outside.

주철로된 헬리컬 
기어박스

토양에 침투하기위한 방해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기어 박스는 쉽게 분리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지지되므로 프레임에서 응력을받지 않아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017016



워터 시스템  
자가 프라이이밍 

펌프 장착

이 시스템은 기계의 기울기에 

관계없이 수압회로 전체에 동

일한 유량을 제공합니다.

가치의 차이는   
세부내용이 다르다.

스키드 지지대 (침몰방지) 

지지 스키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쉽게 깊은 작

업을 위해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 기능은 

기계가 최대 깊이까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

습니다 (스키드 조립).

테프론 장착

 두 개의 프레임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하여 교체

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댐핑 

블레이드

이 모델이 장착 된 모델에

서 댐핑 된 계량 블레이드

는 분쇄 된 물질을 평평하

게하여 토양을 만듭니다.

후방 악세사리 판넬

유압 조정으로 출력되는 양을 조절합니다.

구조 판

고탄력(Weldox®) 높은 강동와 취급 용이성.

최고의 성능을 지킬수있는건 끝임
없는 연구개발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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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패널 그릴

후면 액세스 패널의 그릴은 출력 재료의 입자 크기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조정 슬롯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기계적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표면 암석이있는 찰흙 같은 토양에서 작업 할 

때는 그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릴을 사용하면 후면 액세스 패널을 열어 두어 토양의 평균 크기를 조절

하지 않고 토양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로터의 
측면에 보호
장치 부착

측면 가드

프레임 안쪽의 사이드 보호대는 로터를 제거하지 

않고 쉽게 교체 할 수 있으며 마모에 대한 우수한 

내구성을 보장하고 교체 간격이 길다.

인사이드 가드

내부의 HARDOX  보호대는 마모에 대한 탁월한 내

구성을 보장합니다. 가드는 로터를 제거하지 않고 

교체하기 쉽기 때문에 교체 간격이 길다.

HARDOX® 카운터 블레이드

HARDOX  카운터 블레이드는 원하는 그레인 크기

를 보장합니다. 나사가 장착되어있어 쉽게 교체 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쉬운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카운터 블레이드 조정 시스템

현장 요구 사항에 따라 HARDOX  카운터 블레이

드의 위치를 빠르게 변경할 수있는 조정 시스템.

021020



기어 비율 시스템

단일 및 이중 기어 감속 시스템은 모델에 따라 

어떠한 작업 조건에서도 강제 유압 유체 냉각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성 요소의 높은 내열성은 오일 쿨러 및

펌프와 같은 높은 유지 보수 부품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방 액세스 패널

전면 액세스 패널에는 트

랙터의 방향으로 암석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압 조정 장치가 있습니

다.

키 폐쇄가있는 검사 해치

해치의 특별한 디자인은 쉬운 유지 보수 작업을 보장합니다. 

통합 된 먼지 스크린으로 특별히 설계된 키 잠금 장치는 어

떤 상황에서도 두 해치를 빠르게 열 수 있습니다.

듀얼기어박스 후방 변속기

듀얼 기어 박스 측면 트랜스미션 (RSL 100, 125, 1500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음)은 엔진 동력을 연삭에 

사용되는 동력으로 완벽하게 변환합니다. 벨트 구동 변속기에 비해 이 변속기는 1) 더 큰 전달 토크, 2) 더 

낮은 로터 회전 속도로 인한 공구 마모 감소, 3) 더 작은 크기로 인것보다 효과적인 지면 침투와 같은 중요

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체크 패널

이것은 모든 기계에 표준으로 장착

되어 있습니다 (RSL 제외). 

Failure-Res 신호를 나타내는 4 

개의 표시등으로 Check Panel은 

더 안전한 기계 작동을 위해 로터, 

실린더의 정렬과 함께 오일 압력과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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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업환경이 어려운 토양의 경
우에도 혼합과 정리가 잘 되는 구조
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파트는 기계의 바깥 쪽에서 
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 합니다.

최고의 효율성과 기능성. 
로터는 모든 용도에 가장 합
리적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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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StABILIZING

type tool G/3

type tool R/44

type tool 
G/3

(optional)

type tool  
STC/FP

(side scraper)

StABILIZING 
IN pRESENCE 

oF RoCKS

type tool G/3

StoNE 
CRUSHING

type tool G/3

ASpHALt 
GRINDING

type tool G/3

type tool R/44

StUMp  
GRINDING

type tool G/3

type tool  
R/44

(optional)

type tool  
STC/3/FP

(side scraper)

RotoR G/3

GRoUND  
StABILIZING

type tool R/65

type tool R/HD 65

type tool R/44

Utensile 
STC/3/FP

(side scraper)

StABILIZING 
IN pRESENCE 

oF RoCKS

type tool R/65

type tool R/HD 65

StoNE 
CRUSHING

type tool R/65

type tool R/HD 65

ASpHALt 
GRINDING

type tool R/HD 65 

type tool R/44

SLAB
GRINDING

type tool R/HD 65

type tool  
R/65

Utensile 
R/HD 65
(optional)

Utensile 
R/44

(optional)

Utensile 
STC/FP

(side scraper)

Roto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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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l MTM MTH

R/65 std std std

R/HD 65 opt opt opt

R/44 opt opt opt

G/3 opt opt opt

sTC/3/FP (side scraper) std std

sTC/FP (side scraper) std std

H (side scraper) std

Rsl MTM MTH

stabilization X X X

stabilization with rocks in the ground X X X

stone crushing X X X

*Rock grinding X X X

*Asphalt and asphalt concrete stripping and re-use in situ X X X

stump grinding X X X

(*in specific conditions)

Rsl MTM MTH

Metering strip std std std

shaft with torque limiter std std std

Front hood with hydraulic adjustment std std

HARDOX® counter blade std std std

HARDOX® interchangeable, screwed counter blades std std

larger bearings std std std

Double gear transmission ** std std

Rear access panel std std std

Dampened metering strip std std

Forged steel rotor hubs std std std

Tool holder in heat-treated forged steel std std std

Rotor with “G/3” tool opt opt opt

Rotor with “R” tool std std std

Interchangeable HARDOX® steel protection inside the frame std std std

Wss Water spray system opt opt opt

FCs Full Control system opt opt

Hydraulically adjustable slides std

Completely closed, dustproof WElDOX® frame std std std

Hydraulic top link opt opt std

(**for models RSL/DT 175, RSL/DT 200, RSL/DT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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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BRANCHES

pRIMEtECH 
CANADA
Edmonton

FAE FRANCE
Lyon

FAE USA
Atlanta

FAE GRoUp ItALY
Fondo-Vipiteno

pRIMEtECH ItALY
Sarnonico

FAE CENtRAL 
EASt EURopE
Berlin

FAE RUSSIA
Moscow

FAE AUStRALIA
pACIFIC
Melbo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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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by

FAE GRoUp WorLDWiDE

FAE GRoUp SpA
Zona Produttiva, 18 | 38013 Fondo (TN) - Italy
Ph. +39 0463 840000 | Fax +39 0463 840099 
info@fae-group.com | www.fae-group.com

FAE USA INC.
Oakwood Industrial Park | 5321 Rafe Banks Dr. | Flowery Branch, GA 30542 - United States
Ph. +1 770 407 2014 | +1 877-FAEUSA-1 | Fax. +1 770 338 4508
info@faeusa.com | www.faeusa.com

FAE AUStRALIA pACIFIC ptY LtD
485 Hammond Rd | Dandenong South | 3175 VIC - Australia
Ph. +61 3 9706 4088 | Fax +61 3 9706 5126
info@fae-ap.com.au | www.fae-ap.com.au

FAE CENtRAL EASt EURopE AG
Poststraße 2 | 14542 Werder/OT Glindow - Germany
Ph. +49 (0) 3327 565700 | Fax +49 (0) 3327 565700
info@faecee.com | www.faecee.com

FAE FRANCE SAS
84, rue du Montmurier | 38540 Grenay - France
Ph. +33 04 74 95 9000 | Fax +33 04 74 95 9005
info@fae-france.com | www.fae-france.com

FAE RUSSIA | ООО ООО ОООООA
101 Pogodina Str. | 143302 Naro-Fominsk, Moscow region - Russian Federation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 143302,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 г. Наро-Фоминск | ул. Погодина, 101
Ph. +7 495 763 9331 | info@fae-russia.com | www.fae-russia.com

pRIMEtECH SHREDDING EQUIpMENt LtD.
Branch Office | PO Box 4265, 110 Saskatchewan Ave | Spruce Grove, AB, T7X 3B4 - Canada
Ph. +1 780-948-8882 | Fax +1 780-948-8886
info@prime-tech.com | www.prime-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