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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목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의미: 모든 하이머제품은 독일에서 생산된
다. 품질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자신을 믿는
다. 모든 제품을 우리 스스로 생산하며, 기계 
가공에 필요한 지그 및 바이스도 자체제작하
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품질승리만이 롱런할 수 있기때문
이다.  

High targets leave no space for com-
promises. This means: When you buy 
HAIMER you really get HAIMER. When 
quality is concerned we first of all trust 
in ourselves. Not only that we produce 
all our products by ourselves. Also the 
fixtures and vices on our machines are 
made by HAIMER. Because we know 
that on the long run only Quality wins.

100% 독일에서 제작 n  100% 자체 품질관리로 높은 품질
n  생산중 가장 높은 공정 신뢰성

모든 기능부위가 가공됨 n   HSK의 형상적 동력 전달  
n   HSK의 정밀한 드라이버 슬롯  
n  DiN보다 더 정밀함  

초정밀 풀스투드볼트 
고경도 특수강으로 제작

n   파손의 위험이 없음  
n   사고에 대한 높은 안전성  
n  정밀한 툴클램핑  

스티프 테이퍼 AT3: 
(1,5 μm 형상공차) 

n   기계와 공구사이의 최적의 결합  
n  생산중 가장 높은 공정 신뢰성  
n  중절삭에서 안전한 클램핑  

툴홀더 발란스량 
(G2,5 25.000 min-1)

n  스핀들에 낮은 진동   
n   보다 나은 표면 조도  
n   최대의 공구 수명  
n  스핀들의 긴 수명  

100 % Made in Germany n  Constant high quality due to 100 % 
control in own factory

n  Highest process reliability during 
machining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n  Symmetric force transmission to 
clamping shoulder of HSK

n  Precise drive slots on the HSK
n  More accurate than DiN

High precision pullstuds 
made of special steel with 
high toughness

n  No danger of breakage
n  Highest security against accidents
n  Precise tool clamping

Steep taper really aT3: 
(1,5 µm shape tolerance)

n  Optimum connection between  
machine and tool

n  Highest process reliability during fine 
machining

n  Secure clamping during heavy milling

Tool holders fine balanced 
(G2,5 at 25.000 rpm)

n  Low vibration on spindle
n  Better surfaces
n  Maximum tool life
n  Long lifetime of spindle





















정밀은 완벽함을 요구한다 
P r E C I s I o n  r E q u I r E s  P E r F E C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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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싱기계
Balancing Machines 페이지/ P a g e  12 9 – 14 6

열박음기계
Shrink Fit Machines 페이지/ P a g e  10 9 – 12 8

툴홀더
Tooling Technology 페이지/ P a g e  4 – 10 8

목차/C o n T e n T S

액세서리
Accessories  페이지/ P a g e  14 7 – 16 8

3D 센서
Sensors 페이지/ P a g e  16 9 – 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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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홀더 기술의 전체보기

하이머 툴홀더 종류

프로그램 종류
SK BT HSK HAIMeR

CAPToTM

C6

HAIMeR 
KM4XTM

10030 40 50 30 40 50 A32 A40 A50 A63 A80 A100 A125 e25 e32 e40 e50 F63

표준열박음척 • • • • • • • • • • • • • • • • • •

파워열박음척 • • • • • • • • • •

헤비듀티 열박음척 • • • • • •

파워미니 열박음척 • • • • •

미니 열박음척 • • • •

ER콜렛척 • • • • • • • • • • • • • • • • • •

파워콜렛척 • • • • • • • • • • • • • • • •

헤비듀티 콜렛척 • • • • •

HG척 • • • • • •

웰던척 • • • • • • • • • • • • •

휘슬로치척 • • • •

페이스밀 아바 • • • • • • • • • • • • • •

콤비네이션 쉘 엔드밀 아바 • • • • • • • •

적용 영역 열박음기술 기계식 툴홀더

표표준 열박음척 파워열박음척 헤비듀티
열박음척

파워미니
열박음척

미니
열박음척

ER
콜렛척

파워
콜렛척

헤비듀티
콜렛척

HG척 웰던척 휘슬로치척 유압척** 밀링척**

적용분야
드릴링 • • • • • • • •
정삭 • • • • • • • •
고속가공 • • • •
황삭 • • • • • • •
클램핑범위[mm] 3 - 32 6 - 32 16 - 50 3 - 16 3 - 12 0,5 - 25 2 - 20 16 - 50 2 - 20 6 - 40 6 - 40 3 - 25 6 - 50

3xD에서의 런아웃[mm] 0,003 mm 0,003 mm 0,003 mm 0,003 mm 0,003 mm 0,02 mm 0,003 mm 0,003 mm 0,003 mm 0,03 mm 0,03 mm 0,003 mm 0,01 mm

최대RPM 50,000 까지 50,000 까지 50,000 까지 80,000 까지 80,000 까지 15,000 까지 25,000 까지 15,000 까지 50,000 까지 15,000 까지 15,000 까지 40,000 까지 15,000 까지

발란싱등급G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2.000 U/min *6,3 @ 8.000 U/min 2,5 @ 25.000 U/min 부분적인 파인 발란스

외부모양 슬림 생크보강 클램핑부위
및 생크보강

매우슬림함,
생크보강 매우슬림함 보통 생크보강 클램핑부위

및 생크보강 보통 보통 보통 매우무거움 간섭이 많음

툴교환시간 60 s 60 s 120 s 60 s 60 s 180 s 180 s 180 s 60 s 60 s 120 s 60 s 120 s

빠짐방지 Safe-λock® Safe-λock® Safe-λock® Safe-λock® Safe-λock® • •

유지보수 및 관리 불필요/기름제거 불필요/기름제거 불필요/기름제거 불필요/기름제거 불필요/기름제거 콜렛확인/청소 콜렛확인/청소 콜렛확인/청소 콜렛확인/청소 클램핑 스크류 확인 /
기름제거

클램핑 스크류 확인 /
기름제거

연간 유막점검/ 
매일 누유 테스트

정확하고 세심한
청소가 필요

원통형 컷팅툴의 홀딩 방식들 

* HAIMER표준 • 적용   제한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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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홀더 기술의 전체보기

하이머 툴홀더 종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종류
SK BT HSK HAIMeR

CAPToTM

C6

HAIMeR 
KM4XTM

10030 40 50 30 40 50 A32 A40 A50 A63 A80 A100 A125 e25 e32 e40 e50 F63

표준열박음척 • • • • • • • • • • • • • • • • • •

파워열박음척 • • • • • • • • • •

헤비듀티 열박음척 • • • • • •

파워미니 열박음척 • • • • •

미니 열박음척 • • • •

ER콜렛척 • • • • • • • • • • • • • • • • • •

파워콜렛척 • • • • • • • • • • • • • • • •

헤비듀티 콜렛척 • • • • •

HG척 • • • • • •

웰던척 • • • • • • • • • • • • •

휘슬로치척 • • • •

페이스밀 아바 • • • • • • • • • • • • • •

콤비네이션 쉘 엔드밀 아바 • • • • • • • •

적용 영역 열박음기술 기계식 툴홀더

표표준 열박음척 파워열박음척 헤비듀티
열박음척

파워미니
열박음척

미니
열박음척

ER
콜렛척

파워
콜렛척

헤비듀티
콜렛척

HG척 웰던척 휘슬로치척 유압척** 밀링척**

적용분야
드릴링 • • • • • • • •
정삭 • • • • • • • •
고속가공 • • • •
황삭 • • • • • • •
클램핑범위[mm] 3 - 32 6 - 32 16 - 50 3 - 16 3 - 12 0,5 - 25 2 - 20 16 - 50 2 - 20 6 - 40 6 - 40 3 - 25 6 - 50

3xD에서의 런아웃[mm] 0,003 mm 0,003 mm 0,003 mm 0,003 mm 0,003 mm 0,02 mm 0,003 mm 0,003 mm 0,003 mm 0,03 mm 0,03 mm 0,003 mm 0,01 mm

최대RPM 50,000 까지 50,000 까지 50,000 까지 80,000 까지 80,000 까지 15,000 까지 25,000 까지 15,000 까지 50,000 까지 15,000 까지 15,000 까지 40,000 까지 15,000 까지

발란싱등급G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5.000 U/min *2,5 @ 22.000 U/min *6,3 @ 8.000 U/min 2,5 @ 25.000 U/min 부분적인 파인 발란스

외부모양 슬림 생크보강 클램핑부위
및 생크보강

매우슬림함,
생크보강 매우슬림함 보통 생크보강 클램핑부위

및 생크보강 보통 보통 보통 매우무거움 간섭이 많음

툴교환시간 60 s 60 s 120 s 60 s 60 s 180 s 180 s 180 s 60 s 60 s 120 s 60 s 120 s

빠짐방지 Safe-λock® Safe-λock® Safe-λock® Safe-λock® Safe-λock® • •

유지보수 및 관리 불필요/기름제거 불필요/기름제거 불필요/기름제거 불필요/기름제거 불필요/기름제거 콜렛확인/청소 콜렛확인/청소 콜렛확인/청소 콜렛확인/청소 클램핑 스크류 확인 /
기름제거

클램핑 스크류 확인 /
기름제거

연간 유막점검/ 
매일 누유 테스트

정확하고 세심한
청소가 필요

원통형 컷팅툴의 홀딩 방식들 

스팁테이퍼 SK, BT, CAT HSK-A/e HAIMeR CAPToTM HAIMeR KM4XTM

표준 DIN 69871, JIS B6339, ASME B5.50 DIN 69893-1, DIN 69893-5 ISO 26623

도면

정보 밀링 스핀들의 전통적인 방식.
매우 강력함. 헤비듀티 머시닝에
적합. 항상 풀스터드볼트와 함께 클램
핑. 비단면접촉식으로 테이퍼 표면을 
통해서만 센터링.
정밀도는 제한적임

HSK-A: 새로운 머시닝을 위한 표
준. 테이퍼와 단면접촉에 의한 고
정밀센터링 및 포지셔닝. 테이퍼 
드라이브키에 의한 토크 전달.
35,000RPM 까지 적용.
HSK-E: 드라이브키가 없음

멀티태스크 머신들에서 광범위하
게 사용(밀-턴 센터). 다각형 테이
퍼로 인해 토크 전달 및 센터링.
단면접촉으로 정확한 포지셔닝.

테이퍼와 단면접촉을 통한 고정밀 
포지셔닝. 대칭적인 클랭핑과 4개
의 볼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 매우 
강함 그로인해 높은 강성을 가지며
휘어짐을 감소시켜 많은 양의
절삭이 가능함.(예.티타늄 가공)

품질 HAIMER: 3.000번의 측정으로 AT3
의 가장 높은 테이퍼 공차를 보증함,
예를 들어 모든 표면의 공차는
1.5μm이내(SK40일때).
HAIMER 풀스터드는 충격강화 강철로
특별하게 경화시켜 만들어짐.

HAIMER: 테이퍼 내부 및 외부의
기능적인 표면들은 열처리후에 높
은 품질로 마무리 됨(클램핑숄더,
드라이브키의 윙). 동일한 축방향 
삽입을 위한 가장 높은 런아웃 정
밀도 및 최대강도.

HAIMER는 샌드빅 코로만트의 공
식 라이센스 업체임.
최상의 클램핑과 센터링 정밀도를
위한 테이퍼 안쪽 전체를 연마함.

HAIMER는 케나메탈의 공식
라이센스 업체임. 동일한 축 삽입 
및 최대강성을 위하여 모든 기능적 
표면은 연마됨(단면접촉 부위).

**HAIMER 제품 없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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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MER 툴 홀더로 안전 보장

Win safety with tool holders 
from HAIMeR.

DIn 69893 HSK-A
 HSK-e
 HSK-F 페이지/ P a g e  41– 8 3

JIS B 6339
BT30/BT40/BT50
(MAS 403) 페이지/ P a g e  7 – 3 9

목차  툴홀더
C o n T e n T S  T o o l H o l D e R

ISo 26623
HAIMeR
CAPToTM C6  페이지/ P a g e  8 5 –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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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목차/ C o n T e n T S

JIS B 6339
(MAS 403)
BT30/BT40/
BT50

항목/Article 페이지/Page

기술자료
Technical details 8

열박음척
Shrink Fit Chuck 12

파워 열박음척 
Power Shrink Chuck 15

파워 미니 열박음척 
Power Mini Shrink Chuck 17

헤비 듀티척 
Heavy Duty Shrink Chuck 19

콜렛 척 ER
Collet chuck ER 20

파워 콜렛척
Power Collet Chuck 23

HG척
High-precision chuck 26

웰던 툴 홀더
Weldon tool holder 28

페이스 밀 아바
Face mill arbor 30

콤비네이션 셀 엔드밀 아바
Combination shell end mill adaptor 33

나사를 가진 모스테이퍼용 아답터
Adapter for Morse taper with thread 35

탱이 있는 모스테이퍼용 아답터
Adapter for Morse taper with tang 37

블랭크 아답터
Blank adapter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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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스티프 테이퍼/ S T e e P  TA P e R
J I S  B  6 3 3 9  ·  B T 3 0 / B T 4 0

디자인:
 – 툴홀더 표면 경도 60 – 2 HRC
 – 인장강도  최소  950 N/mm2

 – 테이퍼 정밀도 AT3
 – 폼 ADB : 센터로 절삭유 공급(폼 AD) 및 칼라를 통한 절삭유 공급(폼 B), 
11페이지 참조

 – 데이터칩 보아 미포함

Design:
 – Tool holders case-hardened 60 – 2 HRC
 – Tensile strength in the core at least 950 N/mm2

 – Taper in tolerance quality AT3
 – Form ADB: interior coolant supply through centre (form AD)  
and through the collar (form B), see page 11

 – Without bore for data chip

D4
 m

ax
.

D4
 m

ax
.

D3

BT30

[mm]   D1 D2 D3 D4 L1 L2 L3 L4 T B1 B2

BT30   31,75 12,5 46 42 48,4 22 13,6 34,5 M12 16,1 16,3

[mm]   D1 D2 D3 D4 L1 L2 L3 L4 T B1 B2

BT40   44,45 17 63 59 65,4 27 16,6 45 M16 16,1 22,6

BT40

 – 콘각도/Angle of cone: 8° 17'50''+ 5''

 – 콘각도/Angle of cone: 8° 17'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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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스티프 테이퍼/ S T e e P  TA P e R
J I S  B  6 3 3 9  ·  B T 5 0

디자인:
 – 툴홀더 표면 경도  60 – 2 HRC
 – 인장강도  최소  950 N/mm2

 – 테이퍼 정밀도 AT3
 – 폼 ADB : 센터로 절삭유 공급(폼 AD) 및 칼라를 통한 절삭유 공급(폼 B), 
11페이지 참조

 – 데이터칩 보아 미포함

Design:
 – Tool holders case-hardened 60 – 2 HRC
 – Tensile strength in the core at least 950 N/mm2

 – Taper in tolerance quality AT3
 – Form ADB: interior coolant supply through centre (form AD)  
and through the collar (form B), see page 11

 – Without bore for data chip

D4
 m

ax
.

D3

BT50

[mm]   D1 D2 D3 D4 L1 L2 L3 L4 T B1 B2

BT50   69,85 25 100 95,5 101,8 38 23,2 51 M24 25,7 35,4

 – 콘각도/Angle of cone: 8° 17'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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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런아웃 정밀도/ R u n o u T  A C C u R A C y
J I S  B  6 3 3 9

게이지 범위/Gage length A < 160 A >− 160

최대 런아웃 공차 mm/max. runout tolerance in mm

열박음척/Shrink fit chuck 0.003 0.004

콜렛 척 ER/Collet chuck ER 0.003 0.004

파워콜렛척/Power Collet Chuck 0.003 0.004

HG 척/High precision chuck 26 페이지참조 according catalog page 26

웰던 툴 홀더/Weldon tool holder 0.003 0.004

페이스 밀 아바/Face mill arbor 0.006 0.006

콤비네이션 셀 엔드밀 아바/Combination shell end mill arbor 0.006 0.006

휘슬 로치 툴 홀더/Whistle Notch tool holder 0.003 0.004

모스 테이퍼용 아답터/Adapter for Morse taper 0.008 —

A

AAT3

런아웃 
정밀도
Runou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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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유/ C o o l A n T
J I S  B  6 3 3 9

3가지의 내부 절삭유 공급이 가능함

 − 폼 A: 내부 절삭유 공급 불가

 − 폼 AD: 풀스튜드볼트를 통한 센터로 절삭유 공급
   센타보아를 갖춘 정체 나브가 요구됨

 − 폼 B: 컬라를 통한 옆에서 절삭유 공급
   봉인된 정체 나브가 요구됨

JIS B 6339에 따른 HAIMER 클램핑 기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폼 ADB로 되어 있음.  
폼 ADB : 클램핑 기기는 폼 AD 및 폼 B을 위한 보아를 갖추고 있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툴홀더는 폼 AD로 공급됨.  
폼 B에 있는 칼라의 보아는 플라스틱 도웰로 밀봉되어 있으며,  
록 스크류가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음.  
폼 B로 변경하기 위하여 칼라에 있는 보아는 록 스크류를 풀어  
오픈되어야 한다.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록 스크류와 도웰을 제거함.  
보아는 다시 밀봉될 수 있다. 도웰과 록 스크류로 구성된 교환키트는
액세서리 카타로그를 참조하세요

 −  스페어 부품
도웰
주문번호 85.600.40(BT40)
주문번호 85.600.50(BT50)
(50개 포함)

3 possibilities of inner coolant supply are available:

 − Form A: no inner coolant supply

 − Form AD: central coolant supply through retention knob.  
A retention knob with centralized bore is required.

 − Form B: lateral coolant supply via the collar.  
A sealed retention knob is required.

HAIMER clamping devices with taper according to JIS B 6339 are performed 
in form ADB unless otherwise noted.
Form ADB means: the clamping devices are equipped with bores for form  
AD as well as for form B.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 tool holders are  
delivered in form AD. The bores at the collar for form B are then sealed with 
plastic-dowels and secured with lock screws.
For changing to form B, the bores at the collar must be opened by un-
screwing the lock screw halfway. Extraction of screws together with the  
dowels by using pliers.
The bores also can be sealed again. A conversion kit consisting of dowels 
and lock screws is available (please refer to accessories).

 − Spare part  
Dowel  
Order No. 85.600.40 (BT40) 
Order No. 85.600.50 (BT50) 
(incl. 50 pcs)

주의: 도웰은 분해후 다시 사용 못 함.
Attention: each dowel for single use only!

록스크류
Lock screw

도웰
D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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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척 / S H R I n K  F I T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3 0

사용:
모든 유도전류식 열박음 기계, 접촉식 열박음 기계 및 핫에어 열박음 기계에 
사용 가능함

JIS B 6339 BT30
 – 내열강
 – 경도 54-2 HRC
 – 하이스 및 초경공구 사용
 – 생크공차 h6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공급: 백업스크류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8페이지 참조)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Use:
Suitable for all inductive, contact and hotair shrink fit units.

JIS B 6339 BT30
 – Heat resistant hot-working steel
 – Hardened 54 – 2 HRC
 – For HSS and solid carbide tools
 – Shank tolerance h6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Included in delivery: with backup screw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See page 168)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스탠다드 버전, DIN 69882-8과 유사/Standard version, similar to DIN 69882-8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Ø D2 [mm] 10 10 10 21 21 24 24 27 27 33 33

 Ø D3 [mm] — — — 27 27 32 32 34 34 40,5 40,5

 L [mm] 09 12 15 36 36 42 47 47 50 50 52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1) 801) 801) 80 80 80 80 80 80 90 90
주문 번호/Order No. 30.640…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울트라 숏 버전/Ultra short version

1)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 외부 냉각용 슬릿이 보아를 따라 파여 있음      
   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with slits along the clamping bore for cooling from outside
2)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액세서리 /Accessorie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발란스 스크류/Balance screws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리덕션 슬리브/Reduction sleeves

백업 스크류 /Back-up screw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쿨플래쉬 업그레이드 포함 /Cool Flash Upgrade  incl. Cool Jet  주문 번호/Order No. 91.100.41 166 페이지 참조/ See page 166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Ø D2 [mm] 10 10 10 23 23 27 27 30 30 35,5 35,5

 Ø D3 [mm] — — — — — — — — — 40,5 40,5

 L [mm] 09 12 15 36 36 42 47 47 50 50 52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1) 601) 601) 602) 602) 602) 602) 652) 652) 702) 702)

주문 번호/Order No. 30.645…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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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척 / S H R I n K  F I T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4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모든 유도전류식 열박음 기계, 접촉식 열박음 기계 및 핫에어 열박음 기계에 
사용 가능함.

JIS B 6339 BT40 Form ADB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플랜지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내열강
 – 경도 54-2 HRC
 – 하이스 및 초경공구 사용
 – 생크공차 h6
 – 공급: 백업스크류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8페이지 참조)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Use:
Suitable for all shrinking units.

JIS B 6339 BT4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through the 
flange which can be sealed again.
 – Heat resistant hot-working steel
 – Hardened 54 – 2 HRC
 – For HSS and solid carbide tools
 – Shank tolerance h6
 – Included in delivery: Shrink fit chuck with back-up screw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See page 168)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스탠다드 버전, DIN 69882-8과 유사/Standard version, similar to DIN 69882-8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10 10 10 21 21 24 24 27 27 33 33 44 44

 Ø D3 [mm] — — — 27 27 32 32 34 34 42 42 53 53

 L [mm] — — — 36 36 42 47 47 50 50 52 58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901) 901) 901) 90 90 90 90 90 90 90 9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40.640…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ZG130 — — —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
주문 번호/Order No. 40.644…    …06 …08 …10 …12 …14 …16 …18 …20 …25 

길이/Length A [mm] 엑스트라롱/extralong — — —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주문 번호/Order No. 40.642…    …06 …08 …10 …12 …14 …16 …18 …20 …25 

길이/Length A [mm] ZG200 —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주문 번호/Order No. 40.646…    …06 …08 …10 …12 …14 …16 …18 …20 …25 

스탠다드 버전, 쿨젯 포함/Standard version, with Cool Jet

1)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 외부 냉각용 슬릿이 보아를 따라 파여 있음 
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with slits along the clamping bore for cooling from outside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Ø D2 [mm]  21 21 24 24 27 27 33 33 44

 Ø D3 [mm]  27 27 32 32 34 34 42 42 53

 L [mm]  36 36 42 47 47 50 50 52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90 90 90 90 90 90 — 90 100
주문 번호/Order No. 40.640…  …06.2 …08.2 …10.2 …12.2 …14.2 …16.2  …20.2 …25.2

액세서리 /Accessorie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발란스 스크류/Balance screws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리덕션 슬리브/Reduction sleeves

백업 스크류 /Back-up screw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쿨플래쉬/ Cool Flash  주문 번호/Order No. 91.100.40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쿨플래쉬 업그레이드 포함 /Cool Flash Upgrade  incl. Cool Jet  주문 번호/Order No. 91.100.41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
Thread for Balance Screws

절삭유 공급이 가능한
조절 가능한 백업스크류
Adjustable Back-up Screw  
for coolant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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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Accessorie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발란스 스크류/Balance screws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리덕션 슬리브/Reduction sleeves

백업 스크류 /Back-up screw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쿨플래쉬 업그레이드 포함 /Cool Flash Upgrade  incl. Cool Jet  주문 번호/Order No. 91.100.41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열박음척 / S H R I n K  F I T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5 0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모든 유도전류식 열박음 기계, 접촉식 열박음 기계 및 핫에어 열박음 기계에 
사용 가능함

JIS B 6339 BT50 Form ADB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플랜지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내열강
 – 경도 54-2 HRC
 – 하이스 및 초경공구 사용
 – 생크공차 h6
 – 공급: 백업스크류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8페이지 참조)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Use:
Suitable for all shrinking units.

JIS B 6339 BT5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through the 
flange which can be sealed again.
 – Heat resistant hot-working steel
 – Hardened 54 – 2 HRC
 – For HSS and solid carbide tools
 – Shank tolerance h6
 – Included in delivery: Shrink fit chuck with back-up screw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See page 168)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스탠다드 버전, DIN 69882-8과 유사/Standard version, similar to DIN 69882-8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21 21 24 24 27 27 33 33 44 44

 Ø D3 [mm] 27 27 32 32 34 34 42 42 53 53

 L [mm] 36 36 42 47 47 50 50 52 58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50.64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50.644…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엑스트라롱/extralong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50.642…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50.646…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
Thread for Balance Screws

절삭유 공급이 가능한
조절 가능한 백업스크류
Adjustable Back-up Screw  
for coolant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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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열박음척 / P o W e R  S H R I n K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4 0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BT40

파워 열박음척은 고속가공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열박음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켰다.
따라서, 기계, 스핀들 및 절삭공구를 보호한다.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 더 조용한 가공, 더 나은 표면조도, 그리고 기계, 스핀들, 절삭공구 보호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봉인된 쿨제트 보아가 포함됨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슬림팁이 있는 롱버전(A=130 그리고 160)은 다용도로 사용됨.
 – 높은 견고성, 슬림팁이 있음, 진동 억제
 –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광범위한 사용, 툴매거진에서 공간 절약

The Power Shrink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dampening vibrations, therefore giving more pro-
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 Quieter running,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included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The long versions (A=130 and 160) with slim tips are especially  
versatile to use. 
 – High rigidity, slim at the tip, dampen vibrations
 –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Universal usage, saves space in tool magazine

세이프 록을 갖춘 파워 열박음척 /Power Shrink Chuck with Safe-LockTM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울트라 숏/ultra short 22 22 26,5 26,5 29,5 29,5 35,5 35,5 45,5 45,5

 L [mm] 울트라 숏/ultra short 36 36 42 47 47 50 50 52 58 58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70 70 70 70 75 75 75 75 85 85
주문 번호/Order No.  40.645…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32.3

 Ø D2 [mm]  21 21 24 24 27 27 33 33 — —

 Ø D3 [mm]  50 50 50 50 50 50 50 50 — —

 L [mm] 36 36 42 47 47 50 50 52 — —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 —
주문 번호/Order No.  40.644…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
주문 번호/Order No.  40.642…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클램핑/Clamping  Ø D1 [mm]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울트라 숏/ultra short   26,5 29,5 29,5 35,5 35,5 45,5 45,5

 L [mm] 울트라 숏/ultra short   47 47 50 50 52 58 58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70 75 75 75 75 85 85
주문 번호/Order No.  40.645…   …12.37 …14.37 …16.37 …18.37 …20.37 ...25.7 ...32.7 

 Ø D2 [mm]   24 27 27 33 33 — —

 Ø D3 [mm]    50 50 50 50 50 — —

 L [mm]   47 47 50 50 52 — —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 —
주문 번호/Order No.  40.644…   …12.37 …14.37 …16.37 …18.37 …20.37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 —
주문 번호/Order No.  40.642…   …12.37 …14.37 …16.37 …18.3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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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열박음척 / P o W e R  S H R I n K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5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파워 열박음척은 고속가공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열박음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켰다.
따라서, 기계, 스핀들 및 절삭공구를 보호한다.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 더 조용한 가공, 더 나은 표면조도, 그리고 기계, 스핀들, 절삭공구 보호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봉인된 쿨제트 보아가 포함됨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슬림팁이 있는 롱버전(A=160 그리고 200)은 다용도로 사용됨.
 – 높은 견고성, 슬림팁이 있음, 진동 억제
 –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광범위한 사용, 툴매거진에서 공간 절약

The Power Shrink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dampening vibrations, therefore giving more pro-
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 Quieter running,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included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The long versions (A=160 and 200) with slim tips are especially  
versatile to use. 
 – High rigidity, slim at the tip, dampen vibrations
 –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Universal usage, saves space in tool magazine

세이프 록을 갖춘 파워 열박음척 /Power Shrink Chuck with Safe-LockTM

클램핑/Clamping  Ø D1 [mm]  12 14 16 18 20 25

 Ø D2 [mm] 숏/short  27 33,3 33,3 44,7 44,7 44,7

 Ø D3 [mm] 숏/short  55 — — — — —

 L [mm]  47 47 50 50 52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50.640…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Ø D2 [mm]  27 33 33 44 44 44

 Ø D3 [mm]  83 83 83 83 83 8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50.642…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50.646…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Ø D2 [mm] 숏/short 21 21 27 27 33,3 33,3 44,7 44,7 44,7

 Ø D3 [mm] 숏/short 70 70 55 55 — — — — —

 L [mm] 36 36 42 47 47 50 50 52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50.640…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Ø D2 [mm] 21 21 27 27 33 33 44 44 44

 Ø D3 [mm]  83 83 83 83 83 83 83 83 8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50.642…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50.646…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B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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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neW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T

Ø
 D

1

Ø
 D

2

L
A

3°

파워 미니 열박음척 / P o W e R  M I n I  S H R I n K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3 0

BT3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6 08 10 12

 T [mm]   — — — — 68 75

 Ø D2 [mm] 숏/short  09 10 12 14 16 18

 L [mm] 숏/short  36 36 36 36 36 36

길이/Length A [mm] 숏/short  75 75 75 75 75 75
주문 번호/Order No. 30.680…  …03.8 …04.8 …06.8 …08.8 …10.8 …12.8

 Ø D2 [mm] ZG95  06 07 09 — — —

 L [mm] ZG95  42 42 42 — — —

길이/Length A [mm] ZG95  95 95 95
주문 번호/Order No. 30.671…  …03.8 …04.8 …06.8 — — —

 Ø D2 [mm] ZG120  06 07 09 — — —

 L [mm] ZG120  67 67 67 — — —

길이/Length A [mm] ZG120  120 120 120
주문 번호/Order No. 30.677…  …03.8 …04.8 …06.8 — — —

파워 미니 열박음척은 금형 및 의료분야의 5축가공에 적합.
파워 미니 열박음척 선단부위에 미니 열박음척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베이
스를 보강함. 길이가 긴 툴에서도 절입각도를 이용하여 높은 효율의 밀링가공
이 가능함.

 – 선단에서부터의 구매각 3º
 – 발란싱 스크류로 발란스를 보기 위한 나사 보아가 있음
 – 생크공차 h6를 갖춘 모든 초경공구용
 – 주의 : 열박음 및 쿨링 아답터와 함께 사용 가능

Power Mini Shrink Chuck is perfect for 5-axis-machining in the die & 
mould and in the medical industry. Very slim at the top like the HAIMeR 
Mini Shrink Chucks, the Power Mini Shrink is reinforced at the base. 
Thereby efficient milling is possible with an angled tool even at long 
protruding lengths. 

 – 3° slope at the top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For solid carbide tools with shank tolerance h6
 – Attention: Shrinking only with shrink and cooling sleeves

액세서리 /Accessories
미니 열박음용 열박음과 냉각 아답터/Shrink and cooling adapter for Mini Sh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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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미니 열박음척 / P o W e R  M I n I  S H R I n K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4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BT40

파워 미니 열박음척은 금형 및 의료분야의 5축가공에 적합.
파워 미니 열박음척 선단부위에 미니 열박음척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베이
스를 보강함. 길이가 긴 툴에서도 절입각도를 이용하여 높은 효율의 밀링가공
이 가능함.

 – 두가지 종류: 편측두께 3t(표준) 및 편측두께 1.5t(엑스트라 슬림)
 – 선단에서부터의 구매각 3º
 – 발란싱 스크류로 발란스를 보기 위한 나사 보아가 있음
 – 생크공차 h6를 갖춘 모든 초경공구용
 – 주의 : 열박음 및 쿨링 아답터와 함께 사용 가능

Power Mini Shrink Chuck is perfect for 5-axis-machining in the die & 
mould and in the medical industry. Very slim at the top like the HAIMeR 
Mini Shrink Chucks, the Power Mini Shrink is reinforced at the base. 
Thereby efficient milling is possible with an angled tool even at long 
protruding lengths. 

 – 2 types: Standard (3 mm wall thickness) and extra slim (1,5 mm  
wall thickness)

 – 3° slope at the top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For solid carbide tools with shank tolerance h6
 – Attention: Shrinking only with shrink and cooling ad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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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16

 Ø D2 [mm] 스탠다드/ Standard 09 10 11 12 14 16 18 24

 Ø D2 [mm]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06 07 08 09 11 13 15 —

 T [mm]   — — — — — 68 75 75

 L [mm] ZG130  50 50 50 50 50 50 50 50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40.684… …03.8 …04.8 …05.8 …06.8 …08.8 …10.8 …12.8 …16.8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40.674… …03.8 …04.8 …05.8 …06.8 …08.8 …10.8 …12.8 —

 L [mm]  80 80 80 80 80 80 80 8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40.682… …03.8 …04.8 …05.8 …06.8 …08.8 …10.8 …12.8 …16.8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40.672… …03.8 …04.8 …05.8 …06.8 …08.8 …10.8 …12.8 —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40.686… …03.8 …04.8 …05.8 …06.8 …08.8 …10.8 …12.8 …16.8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40.676… …03.8 …04.8 …05.8 …06.8 …08.8 …10.8 …12.8 —



19

툴
홀

더
 J

IS
 B

 6
33

9 
(M

AS
 4

03
)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헤비 듀티척 / H e Av y  D u T y  S H R I n K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5 0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중절삭 가공을 위하여 기존의 사이드록 홀더를 대체함.
헤비 듀티척은 극도의 중절삭에 사용되는 열박음척임.
형상은 가장 높은 견고성 및 클램핑력을 위하여 최적으로 설계됨.

 – 공구생크의 부드러운 클램핑
 – 클램핑 영역에서 공구생크의 편심 없음
 – 높은 런아웃 정밀도: 3 μm
 – 재보강된 외부 형상
 – 13kW HD코일 또는 HAIMER Power Clamp Profi Plus(20kW)를 사용하여 
열박음 가능

 – 클램핑 보아 내부에 그루브 포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봉인된 쿨제트 보아가 포함됨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For heavy machining applications it is now possible to replace the 
Weldon tool holders finally. Heavy Duty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extreme cases. The contour is optimized for highest rigidity and 
clamping force.

 – Smooth clamping of the tool shank
 – No deformation at the tool shank after shrink process
 – High runout accuracy: 3 µm
 – Reinforced outer contour
 – To shrink with 13kW HD-Coil or with high performance shrink fit unit  
HAIMER Power Clamp Profi Plus (20 kW)

 – With internal groove in the clamping bore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included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Ø D2 [mm] 46

 L [mm] 50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50.640… …16.6
주문 번호/Order No. Safe-Lock               50.640… …16.67

A

Ø
 D

2

4.5°

Ø
 D

3

Ø
 D

1

L
10

BT50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25 32 40 50

 Ø D2 [mm] 51 58 63 70 82 82

 Ø D3 [mm] 숏/short — 67 72 78 — —

 L [mm] 50 52 58 61 88 88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5 105 115 120
주문 번호/Order No.  50.650… …16.6 …20.6 …25.6 …32.6 …40.61) …50.6

 Ø D3 [mm]  85 85 85 85 94 94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50.652… …16.6 …20.6 …25.6 …32.6 …40.6 …50.6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50.656… …16.6 …20.6 …25.6 …32.6 …40.6 …50.6

헤비 듀티척-13kw열박음장비용/ Heavy Duty Chuck for 13 kW shrink fit machine

세이프록을 갖춘 헤비 듀티척/Heavy Duty Chuck with Safe-LockTM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25 32 40 50

 Ø D2 [mm] 51 58 63 70 82 82

 Ø D3 [mm] 숏/short — 67 72 78 — —

 L [mm] 50 52 58 61 88 88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5 105 115 120
주문 번호/Order No.  50.650… …16.67 …20.67 …25.67 …32.67 …40.671) …50.67

 Ø D3 [mm]  85 85 85 85 94 94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50.652… …16.67 …20.67 …25.67 …32.67 …40.67 …50.67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50.656… …16.67 …20.67 …25.67 …32.67 …40.67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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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 척 ER / C o l l e T  C H u C K  e R
J I S  B  6 3 3 9  ·  B T 3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사용:
DIN 6499에 따른 원통형생크를 갖춘 공구 클램핑용

JIS B 6339 BT30

 – 공급: 로크너트 HS (파인 발란스,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팅) 

Use:
For clamping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in collets according to DIN 6499.

JIS B 6339 BT30

 – Included in delivery: locknut type HS (fine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액세서리 /Accessories
콜렛/Collets

로크너트(발란스 됨)/Locknut (pr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 …20 …25 …32 …40
로크너트 HS(파인 발란스 됨)/Locknut HS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HS …20.HS …25.HS …32.HS …40.HS
포크렌치/Fork wrench
치수/Size  ER 16 ER 20 — — —
주문 번호/Order No. 84.200… …16 …20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 —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4.200…   …25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8 …34 …42 …48 …52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eR 11 16 20 25 32

 Ø D [mm] 19 28 34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7,0 0,5–10,0 1,5–13,0 1,0–16,0 1,5–20

 L [mm] 26,5 32,5 38,5 41 52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50 50 50  60
주문 번호/Order No.  30.525… …11 …16 …20 — ...32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 60 60 60
주문 번호/Order No.  30.520… …11 …16 …20 …25 —

길이/Length A [mm] ZG80  80 80 80
주문 번호/Order No.  30.523… — …16 …20 …25 —

길이/Length A [mm] ZG90  90 90 90
주문 번호/Order No.  30.528… — …16 …20 …25 —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30.521… …11 …16 …2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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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 척 ER / C o l l e T  C H u C K  e R
J I S  B  6 3 3 9  ·  B T 4 0

사용:
DIN 6499에 따른 원통형생크를 갖춘 공구 클램핑용

폼 ADB JIS B 6339 BT 40 테이퍼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공급: 로크너트 (발란스 됨,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팅) 
 – 로크너트 HS (고속가공, 파인 발란스,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
팅) 추가비용 발생

 – 요청시 L치수 변경 가능,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in collets according 
to DIN 6499.

With taper JIS B 6339 BT4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Included in delivery: locknut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 Locknut type HS (High-Speed, fine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for an extra charge

 – Enlarging of size L for an upon request

 eR 16 20 25 32 40

 Ø D [mm] 28 34 42 50 63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10,0 1,5–13,0 1,0–16,0 1,5–20,0 2,5–26,0

 L [mm] 1) 41,5 57 64 73

길이/Length A [mm] 숏/short 70 70 70 70 70
주문 번호/Order No. 40.520… …16 …20 …25 …32 …402)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40.521… …16 …20 …25 …32 …4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40.522… …16 …20 …25 …32 …40

액세서리 /Accessories
콜렛/Collets

로크너트(발란스 됨)/Locknut (pr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 …20 …25 …32 …40
로크너트 HS(파인 발란스 됨)/Locknut HS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HS …20.HS …25.HS …32.HS …40.HS
포크렌치/Fork wrench
치수/Size  ER 16 ER 20 — — —
주문 번호/Order No. 84.200… …16 …20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 —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4.200…   …25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8 …34 …42 …48 …52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1) 드릴로 관통/Drilled through
2) L 길이/Length L = 72 mm



22

툴
홀

더
 J

IS
 B

 6
33

9 
(M

AS
 4

03
)

Ø
 D

A
L

ER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콜렛 척 ER / C o l l e T  C H u C K  e R
J I S  B  6 3 3 9  ·  B T 5 0

사용:
DIN 6499에 따른 원통형생크를 갖춘 공구 클램핑용

폼 ADB JIS B 6339 BT 50 테이퍼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공급: 로크너트 (발란스 됨,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팅) 
 – 로크너트 HS (고속가공, 파인 발란스,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
팅) 추가비용 발생

 – 요청시 L치수 변경 가능,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in collets according 
to DIN 6499.

With taper JIS B 6339 BT5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Included in delivery: locknut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 Locknut type HS (High-Speed, fine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for an extra charge

 – Enlarging of size L upon request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1) 드릴로 관통/Drilled through
2) 오버사이즈만/Oversize only

 eR 16 20 25 32 40

 Ø D [mm] 28 34 42 50 63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10,0 1,5–13,0 1,0–16,0 1,5–20,0 2,5–26,0

 L [mm] 1) 41,5 57 64 73

길이/Length A [mm] 숏/short 70 70 70 70 80
주문 번호/Order No.  50.520… …16 ...20 …25 …32 …40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50.521… …16 ...20 …25 …32 …4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50.522… …16 — …25 …32 …40

액세서리 /Accessories
콜렛/Collets

로크너트(발란스 됨)/Locknut (pr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 …20 …25 …32 …40
로크너트 HS(파인 발란스 됨)/Locknut HS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HS …20.HS …25.HS …32.HS …40.HS
포크렌치/Fork wrench
치수/Size  ER 16 ER 20 — — —
주문 번호/Order No. 84.200… …16 …20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 —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4.200…   …25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ER 16 ER 20 ER 25 ER 32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8 …34 …42 …48 …63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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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3 0

eR  16    25    32

 Ø D [mm] 28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0,0   2,0–16,0   2,0–20,0

 L [mm] 43    51    53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551)    551)    551)

주문 번호/Order No. 30.525…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80
주문 번호/Order No. 30.520… ...16.3    …25.3   …32.3

세이프록을 갖춘 파워 콜렛/Power collets with Safe-LockTM

파워 콜렛척은 고속가공 생산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콜렛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킴으로써 기계, 스핀들 및 절
삭공구를 보호한다. 파워 콜렛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척이며, 표준 콜렛척
과 함께 사용 가능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3 × D 단, Haimer 파워 콜렛 사용시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높은 견고성
 – 진동흡수 현상으로 부드러운 가공, 따라서 더 좋은 표면조도, 공구, 스핀들 
및 기계를 보호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옵션: ER25부터 세이프록 파워 콜렛과 함께 사용 가능
 – 옵션: 파워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The Power Collet Chuck is the collet chuck for the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with 
better constructio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vibration dampening 
features, giving more pro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The universal Power Collet Chuck is a unique high performance 
chuck that can also be used with standard collets.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with Haimer Power Collets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High rigidity
 – Smoother running thanks to vibration absorbing geometry,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Optional: With Safe-LockTM  Power Collets from ER 25
 – Optional: Cool Jet bores on Power Collets from ER 25, Ø 6 mm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액세서리 /Accessories
로크너트 (파인 발란스 됨)/Locknut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3.914… ...16   …25   …32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4.650… ...16   …25   …32
파워 콜렛척용 토르크 렌치/Torque wrench for Power Collet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00.00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156 페이지 참조/See page 156

1) 발란싱 스크류 구멍 미포함
    Without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8°

A

ER Ø
 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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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4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eR  16    25    32

 Ø D [mm] 28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0,0   2,0–16,0   2,0–20,0

 L [mm] 43    51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70    70    70   ( L=64 mm ) 
주문 번호/Order No. 40.520…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40.521…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40.522… ...16.3    …25.3   …32.3

파워 콜렛척은 고속가공 생산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콜렛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킴으로써 기계, 스핀들 및 절
삭공구를 보호한다. 파워 콜렛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척이며, 표준 콜렛척
과 함께 사용 가능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3 × D 단, Haimer 파워 콜렛 사용시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높은 견고성
 – 진동흡수 현상으로 부드러운 가공, 따라서 더 좋은 표면조도, 공구, 스핀들 
및 기계를 보호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옵션: ER25부터 세이프록 파워 콜렛과 함께 사용 가능
 – 옵션: 파워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The Power Collet Chuck is the collet chuck for the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with 
better constructio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vibration dampening 
features, giving more pro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The universal Power Collet Chuck is a unique high performance 
chuck that can also be used with standard collets.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with Haimer Power Collets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High rigidity
 – Smoother running thanks to vibration absorbing geometry,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Optional: With Safe-LockTM  Power Collets from ER 25
 – Optional: Cool Jet bores on Power Collets from ER 25, Ø 6 mm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세이프록을 갖춘 파워 콜렛/Power collets with Safe-LockTM

액세서리 /Accessories
로크너트 (파인 발란스 됨)/Locknut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3.914… ...16   …25   …32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4.650… ...16   …25   …32
파워 콜렛척용 토르크 렌치/Torque wrench for Power Collet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00.00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156 페이지 참조/See page 156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8°

A

ER Ø
 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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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5 0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eR  16    25    32

 Ø D [mm] 28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0,0   2,0–16,0   2,0–20,0

 L [mm] 43    51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50.520…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50.524…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50.522… ...16.3    …25.3   …32.3

L

A

파워 콜렛척은 고속가공 생산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콜렛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킴으로써 기계, 스핀들 및 절
삭공구를 보호한다. 파워 콜렛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척이며, 표준 콜렛척
과 함께 사용 가능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3 × D 단, Haimer 파워 콜렛 사용시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높은 견고성
 – 진동흡수 현상으로 부드러운 가공, 따라서 더 좋은 표면조도, 공구, 스핀들 
및 기계를 보호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옵션: ER25부터 세이프록 파워 콜렛과 함께 사용 가능
 – 옵션: 파워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The Power Collet Chuck is the collet chuck for the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with 
better constructio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vibration dampening 
features, giving more pro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The universal Power Collet Chuck is a unique high performance 
chuck that can also be used with standard collets.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with Haimer Power Collets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High rigidity
 – Smoother running thanks to vibration absorbing geometry,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Optional: With Safe-LockTM  Power Collets from ER 25
 – Optional: Cool Jet bores on Power Collets from ER 25, Ø 6 mm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세이프록을 갖춘 파워 콜렛/Power collets with Safe-LockTM

액세서리 /Accessories
로크너트 (파인 발란스 됨)/Locknut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3.914… ...16   …25   …32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4.650… ...16   …25   …32
파워 콜렛척용 토르크 렌치/Torque wrench for Power Collet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00.00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156 페이지 참조/See page 156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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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척 / H I g H - P R e C I S I o n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4 0

품질보증
척 파인 발란스됨
Chuck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스페셜 콜렛과 함께 사용하여 공구의 정밀한 클램핑용.
클램핑 플랫 방식의 생크 또한 가능
고속가공에 유용함. 

폼 ADB JIS B 6339 BT 40 테이퍼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공급부품: 클램핑 스크류 및 뽑기후크 포함, 콜렛은 제외
 – 생크공차 h6
 – HG척용 연장대 있음
 – 옵션: HG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Use:
For highly precise clamping of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with special  
collets. Also for shanks with clamping flats.
Very useful for high-speed machining. 

With taper JIS B 6339 BT 4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Delivery comprises: high-precision chuck with clamping screw and  
pull-out hook without collet

 – Shank tolerance h6
 – Extensions available for High-Precision Chuck
 – Optional: Cool Jet bores on HG Collets from ER 25, Ø 6 mm

HG  01      02   03

 Ø D [mm] 30      35   48

 클램핑 Ø/Clamping diameter 2 3 4 5 6 8 10 12 14 16 18 20

길이/Length A [mm] 숏/short 65      70   75
주문 번호/Order No. 40.620… …01      …02   …03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40.621… …01      …02   ...03

런아웃 정밀도 < 0,003
Runout accuracy < 0.003

D

3 × D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콜렛/Collets
HG 01  Ø 02 Ø 03 Ø 04 Ø 05 Ø 06 Ø 08 — — — — — —
주문 번호/Order No. 82.510… …02 …03 …04 …05 …06 …08 
HG 02  — — — — — — Ø 10 Ø 12 Ø 14 — — —
주문 번호/Order No. 82.520…       …10 …12 …14
HG 03  — — — — — — — — — Ø 16 Ø 18 Ø 20
주문 번호/Order No. 82.530…          …16 …18 …20
뽑기 후크/Pull-out hook
HG  HG 01      HG 02   HG 03
주문 번호/Order No. 82.570… …00      …00   …0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HG  HG 01      HG 02   HG 03
주문 번호/Order No. 79.350… …30      …35   …48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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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아웃 정밀도 < 0,003
Runout accuracy < 0.003

D

3 × D

HG척 / H I g H - P R e C I S I o n  C H u C K
J I S  B  6 3 3 9  ·  B T 5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파인 발란스됨
Chuck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스페셜 콜렛과 함께 사용하여 공구의 정밀한 클램핑용
고속가공에 유용함
 

폼 ADB JIS B 6339 BT 50 테이퍼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공급부품: 클램핑 스크류 및 뽑기후크 포함, 콜렛은 제외
 – 생크공차 h6

Use:
For high-precise clamping of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with special collets. 
Very useful for high-speed machining. 
 

With taper JIS B 6339 BT5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Delivery comprises: high-precision chuck with clamping screw and  
pull-out hook without collet

 – Shank tolerance h6

HG  01      02   03

 Ø D [mm] 30      35   48

 클램핑 Ø/Clamping diameter 2 3 4 5 6 8 10 12 14 16 18 20

길이/Length A [mm] 숏/short —      70   75
주문 번호/Order No. 50.620…       …02   …03

길이/Length A [mm] 롱/long —      100   —
주문 번호/Order No. 50.621…       …02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
주문 번호/Order No. 50.622… …01      …02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콜렛/Collets
HG 01  Ø 02 Ø 03 Ø 04 Ø 05 Ø 06 Ø 08 — — — — — —
주문 번호/Order No. 82.510… …02 …03 …04 …05 …06 …08 
HG 02  — — — — — — Ø 10 Ø 12 Ø 14 — — —
주문 번호/Order No. 82.520…       …10 …12 …14
HG 03  — — — — — — — — — Ø 16 Ø 18 Ø 20
주문 번호/Order No. 82.530…          …16 …18 …20
뽑기 후크/Pull-out hook
HG  HG 01      HG 02   HG 03
주문 번호/Order No. 82.570… …00      …00   …0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HG  HG 01      HG 02   HG 03
주문 번호/Order No. 79.350… …30      …35   …48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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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던 툴 홀더 / W e l D o n  T o o l  H o l D e R 
J I S  B  6 3 3 9  ·  B T 4 0

품질보증
척 파인 발란스됨
Chuck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DIN 1835-B 및 DIN 6535-HB에 따른 웰던 평면을 가진 캇타용

폼 ADB JIS B 6339 BT40 테이퍼를 가진 DIN 6359와 유사.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8페이지 참조)
 – 클램핑 스크류 포함
 – 엑스트라 숏 디자인은 폼 AD에만 가능

Use:
For clamping cutters with cylindrical shank and Weldon flat according to 
DIN 1835-B and DIN 6535-HB.

Similar to DIN 6359 with taper JIS B 6339 BT4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See page 168)
 – Delivery: with clamping screw
 – Extra short design only available in form AD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25 28 35 42 44 48 50 52 65 72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50 63 63 63 63 63 63 90 100
주문 번호/Order No. 40.50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 100 — 100 — —
주문 번호/Order No. 40.501… …06 …08 …10 …12  …16  …2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 160 —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40.502… …06 …08 …10 …12  …16  …20 …25 …32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클램핑 Ø/Clamping Ø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85.100… …06 …08 …10 …12 …12 …14 …14 …16 …18 …2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클램핑 Ø/Clamping Ø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28 …35 …42 …44 …48 …50 …52 …65 …72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쿨젯보아 Ø 6 mm – Ø 20 mm/Cool Jet bores from Ø 6 mm – Ø 20 mm 168 페이지 참/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쿨젯보아 Ø 25 mm – Ø 32 mm/Cool Jet bores from Ø 25 mm – Ø 32 mm 168 페이지 참/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6

울트라 숏 버전/Ultra short version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25 28 35 42 44 48 50 52 65 72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 — — — — 35 35 35 60 65
주문 번호/Order No. 40.505…      …16 …18 …20 …25 …32

A

Ø
 D

1

Ø
 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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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던 툴 홀더 / W e l D o n  T o o l  H o l D e R 
J I S  B  6 3 3 9  ·  B T 5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파인 발란스됨
Chuck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DIN 1835-B 및 DIN 6535-HB에 따른 웰던 평면을 가진 캇타용

폼 ADB JIS B 6339 BT50 테이퍼를 가진 DIN 6359와 유사.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8페이지 참조)
 – 클램핑 스크류 포함

Use:
For clamping cutters with cylindrical shank and Weldon flat according to 
DIN 1835-B and DIN 6535-HB.

According to DIN 6359-2 with taper SK50 form ADB DIN 69871.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See page 168)
 – Delivery: with clamping screw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클램핑 Ø/Clamping Ø  06 08 10 12 16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85.100… …06 …08 …10 …12 …14 …16 …18 …2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클램핑 Ø/Clamping Ø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06 08 10 12 16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28 …35 …42 …48 …52 …65 …72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쿨젯보아 Ø 6 mm – Ø 20 mm/Cool Jet bores from Ø 6 mm – Ø 20 mm 168 페이지 참/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쿨젯보아 Ø 25 mm – Ø 32 mm/Cool Jet bores from Ø 25 mm – Ø 32 mm 168 페이지 참/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6

A

Ø
 D

1
Ø

 D
2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6 20 25 32 40

 Ø D2 [mm] 25 28 35 42 48 52 65 72 78

길이/Length A [mm] 숏/short 63 63 70 80 80 80 100 105 115
주문 번호/Order No.  50.500… …06 …08 …10 …12 …16 …20 …25 …32 ...40

길이/Length A [mm] 롱/long — — 100 100 100 100 — — —
주문 번호/Order No.  50.501…   …10 …12 …16 …2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
주문 번호/Order No.  50.502… …06 …08 …10 …12 …16 …20 …2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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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밀 아바 / FA C e  M I l l  A R B o R
J I S  B  6 3 3 9  ·  B T 3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사용:
DIN 1880 래디얼 드라이빙 슬롯을 갖춘 페이스 밀 캇타 및 밀링 캇타용

폼 AD JIS B 6339 BT30 테이퍼를 가진 DIN 6357와 유사

 – 공급: 타이턴닝볼트
 – 밀링커팅시 센터쿨링을 위한 꼬리면 쿨란트 배출 보아 포함

Use:
For holding face mill cutters and milling cutters with radial driving slot 
DIN 1880.

Similar to DIN 6357 with taper JIS B 6339 BT30 form AD.

 – Included in delivery: complete with tightening bolt
 – With coolant exit bores on the end face for milling cutters with central cool-
ing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2 27

 Ø D2 [mm] 36 42 42

 L [mm] 17 19 21

길이/Length A [mm] 숏/short 35 35 35
주문 번호/Order No. 30.550… …16.KKB  …22.KKB  …27.KKB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16 22 27
주문 번호/Order No. 85.300… …16 …22 …27 
렌치/Wrench
치수/Size D1  16 22 27
주문 번호/Order No. 84.400… …16 …22 …27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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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밀 아바 / FA C e  M I l l  A R B o R
J I S  B  6 3 3 9  ·  B T 4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DIN 1880 래디얼 드라이빙 슬롯을 갖춘 페이스 밀 캇타 및 밀링 캇타용,
그리고 Ø 40 이상이고 DIN 2079에 따름
(4개의 추가 나사 보아)

폼 ADB JIS B 6339 BT40 테이퍼를 가진 DIN 6357와 유사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공급: 타이턴닝볼트
 – 밀링커팅시 센터쿨링을 위한 꼬리면 쿨란트 배출 보아 포함

Use:
For holding face mill cutters and milling cutters with radial driving slot 
DIN 1880 and exceeding Ø 40 clamping according to DIN 2079  
(4 additional thread holes).

Similar to DIN 6357 with taper JIS B 6339 BT4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Included in delivery: complete with tightening bolt
 – With coolant exit bores on the end face for milling cutters with central cool-
ing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2 27 32 40

 Ø D2 [mm] 36 48 48 78 87

 L [mm] 17 19 21 24 27

길이/Length A [mm] 숏/short 35 35 35 65 70
주문 번호/Order No.  40.550… ...16.KKB …22.KKB …27.KKB …32.KKB …40.KKB

길이/Length A [mm] 롱/long — 100 100 — —
주문 번호/Order No.  40.551…  …22.KKB …27.KKB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300… ...16 …22 …27 …32 …40
렌치/Wrench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4.400… ...16 …22 …27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숏/short — — — 32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78 …87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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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밀 아바 / FA C e  M I l l  A R B o R
J I S  B  6 3 3 9  ·  B T 5 0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DIN 1880 래디얼 드라이빙 슬롯을 갖춘 페이스 밀 캇타 및 밀링 캇타용,
그리고 Ø 40 이상이고 DIN 2079에 따름
(4개의 추가 나사 보아)

폼 ADB JIS B 6339 BT50 테이퍼를 가진 DIN 6357와 유사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공급: 타이턴닝볼트
 – 밀링커팅시 센터쿨링을 위한 꼬리면 쿨란트 배출 보아 포함

Use:
For holding face mill cutters and milling cutters with radial driving slot 
DIN 1880 and exceeding Ø 40 clamping according to DIN 2079  
(4 additional thread holes).

Similar to DIN 6357 with taper JIS B 6339 BT5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Included in delivery: complete with tightening bolt
 – With coolant exit bores on the end face for milling cutters with central cool-
ing

클램핑/Clamping   Ø D1 [mm] 22 27 32 40

 Ø D2 [mm] 48 60 78 89

 L [mm] 19 21 24 27

길이/Length A [mm] 숏/short 55 55 55 55
주문 번호/Order No. 50.550… …22.KKB …27.KKB …32.KKB …40.KKB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
주문 번호/Order No. 50.551… …22.KKB …27.KKB …32.KKB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300… …22 …27 …32 …40
렌치/Wrench
치수/Size D1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4.400… …22 …27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숏/short — — 32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78 …89
치수/Size D1 롱/long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48 …60 …78 …89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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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콤비네이션 셀 엔드밀 아바 / C o M B I n AT I o n  S H e l l  e n D  M I l l  A R B o R
J I S  B  6 3 3 9  ·  B T 4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DIN 841와 DIN 1880셀 엔드밀용, DIN 842 앤귤러 밀링 캇타 및
DIN 1830 캇타용.

폼 ADB JIS B 6339 BT40 테이퍼를 가진 DIN 6358 와 유사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공급 : 타이턴닝볼트, 드라이빙링 및 키
 – 정면에 절삭유 보아 가능,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shell end mills DIN 841 and DIN 1880 as well as angular milling 
cutters DIN 842 and cutters DIN 1830.

According to DIN 6358 with taper JIS B 6339 BT4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driving ring and feather key
 – Coolant bores on front side for an extra charge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2 27 32 40

 Ø D2 [mm] 32 40 48 58 70

 L1 [mm] 27 31 33 38 41

 L2 [mm] 17 19 21 24 27

길이/Length A [mm] 숏/short 55 55 55 60 60
주문 번호/Order No. 40.540… …16 …22 …27 …32 …40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
주문 번호/Order No. 40.541… …16 …22 …27 …32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 —
주문 번호/Order No. 40.542… …16 …22 …27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300… …16 …22 …27 …32 …40
렌치/Wrench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4.400… …16 …22 …27 …32 …40
페드 키/Feather key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400… …16 …22 …27 …32 …40
드라이빙 링/Driving ring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200… …16 …22 …27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32 …40 …48 …58 …70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쿨란트 보아/Coolan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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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콤비네이션 셀 엔드밀 아바 / C o M B I n AT I o n  S H e l l  e n D  M I l l  A R B o R
J I S  B  6 3 3 9  ·  B T 5 0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2.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사용:
DIN 841와 DIN 1880셀 엔드밀용, DIN 842 앤귤러 밀링 캇타 및
DIN 1830 캇타용.

폼 ADB JIS B 6339 BT40 테이퍼를 가진 DIN 6358와 유사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 공급 : 타이턴닝볼트, 드라이빙링 및 키
 – 정면에 절삭유 보아 가능,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shell end mills DIN 841 and DIN 1880 as well as angular milling 
cutters DIN 842 and cutters DIN 1830.

According to DIN 6358 with taper JIS B 6339 BT5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driving ring and feather key
 – Coolant bores on front side for an extra charge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2 27 32 40

 Ø D2 [mm] 32 40 48 58 70

 L1 [mm] 27 31 33 38 41

 L2 [mm] 17 19 21 24 27

길이/Length A [mm] 숏/short 70 70 70 70 70
주문 번호/Order No. 50.540… …16 …22 …27 …32 …40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50.541… …16 …22 …27 …32 …4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50.542… …16 …22 …27 …32 …40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300… …16 …22 …27 …32 …40
렌치/Wrench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4.400… …16 …22 …27 …32 …40
페드 키/Feather key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400… …16 …22 …27 …32 …40
드라이빙 링/Driving ring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200… …16 …22 …27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32 …40 …48 …58 …70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쿨란트 보아/Coolan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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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를 가진 모스테이퍼용 아답터
A D A P T e R  F o R  M o R S e  TA P e R  W I T H  T H R e A D
J I S  B  6 3 3 9  ·  B T 4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발란스됨
Chuck body balanced  
G6.3 8.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사용:
DIN 228-1 폼A에 따른 모스테이퍼와 나사를 가진 공구용

폼 AD JIS B 6339 BT40 테이퍼를 가진 DIN 6383와 유사

 – 공급: 타이턴닝볼트
 – 파인 발란싱, 추가비용 발생

AD에서 탱용 보아가 없는 MK3 및 MK4폼

Use:
For clamping tools with Morse taper and thread according to  
DIN 228-1 form A.

Similar to DIN 6383 with taper JIS B 6339 BT40 form AD.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 Fine-balancing for an extra charge

MK3 and MK4 without bore for tang form AD

액세서리 /Accessories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MK  01 02 03 04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32 …40 …48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Typ 1 Typ 2

L

Ø
 D

Ø
 D

A

타입/Type  1 1 2 2

MK  01 02 03 04

 Ø D [mm]  25 32 40 48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50 70 95
주문 번호/Order No.  40.630…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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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나사를 가진 모스테이퍼용 아답터
A D A P T e R  F o R  M o R S e  TA P e R  W I T H  T H R e A D
J I S  B  6 3 3 9  ·  B T 5 0

품질보증
척 바디 발란스됨
Chuck body balanced  
G6.3 8.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사용:
DIN 228-1 폼A에 따른 모스테이퍼와 나사를 가진 공구용

폼 AD JIS B 6339 BT50 테이퍼를 가진 DIN 6383와 유사

 – 공급: 타이턴닝볼트
 – 파인 발란싱, 추가비용 발생

AD에서 탱용 보아가 없는 MK3 및 MK4폼

Use:
For clamping tools with Morse taper with drawbar thread according to 
DIN 228-1 form A.

Similar to DIN 6383 with taper JIS B 6339 BT50 form AD.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 Fine-balancing for an extra charge

MK3 and MK4 without bore for tang form AD

액세서리 /Accessories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MK   02 03 04
주문 번호/Order No. 79.350…  …32 …40 …48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Ø
  D

A

Ø
 D

A

Type 1 Type 2

타입/Type   1 1 2

MK   02 03 04

 Ø D [mm]   32 40 48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 65 70
주문 번호/Order No.  50.630…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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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탱이 있는 모스테이퍼용 아답터
A D A P T e R  F o R  M o R S e  TA P e R  W I T H  TA n g
J I S  B  6 3 3 9  ·  B T 4 0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발란스됨
Chuck balanced  
G6.3 8.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사용:
DIN 228-1 폼 B에 따른 모스테이퍼 및 탱이 있는 공구용

폼 AD JIS B 6339 BT40 테이퍼를 가진 DIN 6383와 유사

 – 파인 발란싱, 추가비용 발생

Use:
For holding tools with Morse tapers and tang according to  
DIN 228-1 form B.

Similar to DIN 6383 with taper JIS B 6339 BT40 form AD. 

 – Fine-balancing for an extra charge

MK  01 02 03 04

 Ø D [mm]  25 32 40 48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50 70 95
주문 번호/Order No. 40.580… …01 …02 …03 …04

액세서리 /Accessories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MK  01 02 03 04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32 …40 …48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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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 있는 모스테이퍼용 아답터
A D A P T e R  F o R  M o R S e  TA P e R  W I T H  TA n g
J I S  B  6 3 3 9  ·  B T 5 0

품질보증
척 발란스됨
Chuck balanced  
G6.3 8.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사용:
DIN 228-1 폼 B에 따른 모스테이퍼 및 탱이 있는 공구용

폼 AD JIS B 6339 BT50 테이퍼를 가진 DIN 6383와 유사

 – 파인 발란싱, 추가비용 발생

Use:
For holding tools with Morse tapers and tang according to  
DIN 228-1 form B.

Similar to DIN 6383 with taper JIS B 6339 BT50 Form AD. 

 – Fine-balancing for an extra charge

MK  02 03 04

 Ø D [mm]  32 40 48

길이/Length A [mm]  60 65 95
주문 번호/Order No. 50.580… …02 …03 …04

액세서리 /Accessories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MK  02 03 04
주문 번호/Order No. 79.350… …32 …40 …48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39

툴
홀

더
 J

IS
 B

 6
33

9 
(M

AS
 4

03
)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블랭크 아답터 / B l A n K  A D A P T e R
J I S  B  6 3 3 9  ·  B T 5 0

CeRTIFICATe OF qUALITy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사용:
스페셜 공구 제작용

디자인:
테이퍼 및 그루브는 연마됨, 원통부분은 열처리가 안됨.

폼 AD JIS B 6339 BT50 테이퍼를 갖춤.
폼 ADB: 센터로 절삭유 공급 및 칼라로 절삭유 공급 (다시 밀봉 가능함)

Use:
For manufacturing special tools in your factory.

Design:
Taper and groove are hardened and ground, the cylindrical part is soft.

With taper JIS B 6339 BT50 Form ADB.
Form ADB means: central coolant supply and coolant channels on the collar 
which can be sealed again.

Ø D [mm] 95,5

길이/Length A [mm]  315
주문 번호/Order No. 50.590… …95

액세서리 /Accessories
풀 스튜드 볼트/Pull studs

A

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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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머 파워 툴홀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정밀도

툴홀더
Tooling Technology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nts

발란싱
Balancing Technology

열박음
Shrinking Technology

HAIMeR  
Power Series:
Rock solid and highest  
precision – The best on 
this planet.

Haimer gmbH | Weiherstraße 21 | 86568 Igenhausen | Phone: +49-8257-9988-0 | email: haimer@haimer.de | www.haim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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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K - A / H S K - e / H S K - F
D I n  6 9 8 9 3

스티프 테이퍼와 비교하여 HSK는 하기의 장점이 있음:

 – 공구를 스핀들에 장착시 높은 반복 정밀도
 – 단면접촉으로 축방향 위치가 일정
 – 고속 가공에 적합
 – 풀스터드 볼트 필요없음
 – 데이타 칩용 보아 포함(HSK-A만)

재질: 
 – 고응력 부품을 위한 스페셜 표면 경화강
 – 표면경도: 58 – 2 HRC
 – 인장강도  최소  1000 N/mm2

Compared to the steep taper the HSK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 High repetition accuracy when clamping tools into spindle
 – Fix axial positioning by flat contact surface
 – Suitable for high speed cutting
 – No pull stud necessary
 – Incl. bore for data chip (only HSK-A)

Material:
 – Special case-hardening steel for highly stressed parts
 – Surface hardness: 58 – 2 HRC
 – Tensile strength in core min. 1000 N/mm2

HSK-A HSK-E

HSK-F

길이/Length [mm] D1 D2 max. D3 D4 L1 L2 min. L3 L4 L5 L6 G T1

HSK-e 25 25 20 19,006 – 13 10 10 2,5 – – M8x1 –

HSK-A/e 32 32 26 24,007 10 16 15 20 3,2 7,05 7 M10x1 5,4

HSK-A/e 40 40 34 30,007 10 20 15 20 4 8,05 7 M12x1 5,3

HSK-A/e 50 50 42 38,009 10 25 16 26 5 10,54 7 M16x1 5,2

HSK-A/e 63 63 53 48,010 10 32 16 26 6,3 12,54 7 M18x1 5

HSK-A/e 80 80 67 60,012 10 40 16 26 8 16,04 7 M20x1,5 5

HSK-A/e 100 100 85 75,013 10 50 16 29 10 20,02 7 M24x1,5 4,9

HSK-A/e 125 125 111 95,016 10 63 16 29 12,5 25,02 7 M30x1,5 4,8

길이/Length [mm]   D1 D2 max. D3 L1 L2 min. L3 L4

HSK-F 63   63 53 38,009 25 16 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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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아웃 정밀도/ R u n o u T  A C C u R A C y
D I n  6 9 8 9 3

게이지 범위/Gage length A < 160 A >− 160

최대 런아웃 공차 mm/max. runout tolerance in mm

열박음척/Shrink fit chuck 0.003 0.004

미니 열박음/Mini Shrink 0.003 0.004

콜렛 척 ER/Collet chuck ER 0.003 0.004

파워 콜렛척/Power Collet Chuck 0.003 0.004

HG 척/High precision chuck 71 페이지참조 according catalog page 71

웰던 툴 홀더/Weldon tool holder 0.003 0.004

페이스 밀 아바/Face mill arbor 0.006 0.006

콤비네이션 셀 엔드밀 아바/Combination shell end mill arbor 0.006 0.006

휘슬 로치 툴 홀더/Whistle Notch tool holder 0.003 0.004

모스 테이퍼용 아답터/Adapter for Morse taper 0.008 —

AA

런아웃 
정밀도
Runou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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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효율성을 창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적정한 곳에서 귀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효율적인 가공을 위한 절감을 위한 모든 잠재요소들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잠재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대략적으로 제품의 원가는 하기와 같이 구성된다
작업자를 포함한 가공원가 
(가공시간 및 비가공시간)  약  50 %
일반관리비 약  30 %
재료비  약 15 %
툴링 약 4 %
툴홀더 약 1 %

귀사가 툴홀더, 공구 및 가공시간을 50% 절감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절감에 대한 잠재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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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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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75 %
1 %
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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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 %
2 %

15 %

100 %
1 %
4 %

50 %

30 %

15 %

99,5 %
0,5 %
4 %

비용구조  10
0 %

툴홀더 50
% 절

감시 공구 50
% 절

감

시 가공시간 50
% 절

감

시

결과: 공구 및 툴홀더 비용은 거의 미미하다. 전체 비용에서 50%를 
절감한다 해도 큰 차이는 없다. 
효과적인 절감은 가공시간을 줄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잠재요소는 절삭가공을 최적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Haimer 툴홀더는 고속가공에 매우 효율적임:

 – 높은 절삭 능력
 – 공구수명 연장
 – 가공시간 단축
 – 높은 런아웃 정밀도
 – 보다 나은 표면 조도
 – 높은 반복정밀도

K
os

te
na

nt
ei

l

발란싱 등급:  
파인 발란스 G2.5 / 25,000 rpm
Balancing quality: 
Fine-balanced to G2.5 at 25,000 rpm

생크:  
정밀작업의 라운드가 잘됨.  

완벽한 길이 덕택으로 금속절삭 능력이 우수  
또한 롱버전도 재고가 있음.  

The shank: 
A well rounded piece of precision work-

manship. Top metal-cutting capacity,  
thanks to perfect length. Long versions  

are also available from stock

HSK: 
모든 기능적 표면이 정밀가공됨
The HSK: 
All functional surfaces fine-finished

쿨란트 튜브:   
스핀들 내부의 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부드러운 표면조도
The coolant tube: 
Extremely smooth surface for saving 
the seal in the sp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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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e  y o u  R e A D y  F o R  g e n e R AT I o n  e F F I C I e n C y ?

Are you saving costs at the right place?

For machining efficiently all potentials for savings must be  
exploited. But where are these potentials?

Roughly, the costs of a work piece are composed as following:

Machine costs with operator 
(machining time and idle time) approx. 50 %
General costs approx. 30 %
Raw material approx. 15 %
Tooling approx. 4 %
Tool holder approx. 1 %

Assumed you could save 50 % at tool holders, tooling and  
machining time.

As a result the potentials for saving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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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The costs for tooling and tool holders are nearly  
meaningless. even by savings of 50% the total costs remain  
nearly the same.
Essential savings can be reached by minimizing the machining time. This 
potential only can be exploited when the cutting process is optimized.

Tool holders from Haimer for more efficiency  
at high speed machining:

– Higher cutting capacity
– extended tool life
– Shorter machining times
– High runout accuracy
– Better surface
– High reliability of the whole process

Sh
ar

e 
of

 c
os

ts

공구 교환후 파인 발란싱: 
발란싱 스크류를 위한 표준 나사
Fine balancing after tool change: 
Standard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내부:  
모든 홀더는 내부 절삭유를 위하여 드릴로 관통되
어 있음
The inside: 
All holders are drilled through for internal cooling

길이조절: 
정밀한 길이 프리셋팅을 위한 백업스
크류 또는 텐션스프링
Length adjustment: 
With back-up screw or tension spring  
for precision length presetting

알맞은 통로:  
      절삭인선에 절삭유 공급. 

완벽한 칩제거용 쿨제트

Thought right through: 
Coolant supply all the way to the  

cutting edge. Cool Jet for  
perfect chip removal

런아웃 정밀도: 
스탠다드 및 롱버전에도 높음
Runout accuracy: 
Top standards,  
even at long 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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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척 / S H R I n K  F I T  C H u C K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스탠다드 버전, DIN 69882-8과 유사/Standard version, similar to DIN 69882-8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10 10 10 21 21 24 24 27 27 33 33 44 44

 Ø D3 [mm] — — — 27 27 32 32 34 34 42 42 53 53

 L [mm] 09 12 15 36 36 42 47 47 50 50 52 58 58

Form A32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1) 601) 601) 702) 702) 802) — — — — — — —
주문 번호/Order No. A32.140… …03 …04 …05 …06 ...08 ...10

Form A40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1) 601) 601) 80 80 80 90 90 90 — — — —
주문 번호/Order No. A40.140… …03 …04 …05 …06 …08 …10 …12 …14 …16

길이/Length A [mm] ZG130 — — — 130 130 130 130 — — — — — —
주문 번호/Order No. A40.144…    …06 …08 …10 …12

Form A50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1) 601) 601) 80 80 85 90 90 95 — — — —
주문 번호/Order No. A50.140… …03 …04 …05 …06 …08 …10 …12 …14 …16

길이/Length A [mm] ZG130 — — — 130 130 130 130 — 130 — — — —
주문 번호/Order No. A50.144…    …06 …08 …10 …12  …16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1) 801) 801) 80 80 85 90 90 95 95 100 115 120
주문 번호/Order No. A63.140…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ZG130 — — —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
주문 번호/Order No. A63.144…    …06 …08 …10 …12 …14 …16 …18 …20 …25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 — —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142…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ZG200 —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63.146…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Form A80

길이/Length A [mm] 숏/short — — — 85 85 90 95 95 100 100 105 115 120
주문 번호/Order No. A80.14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사용:
모든 유도전류식 열박음 기계, 접촉식 열박음 기계 및 핫에어 열박음 기계에 
사용 가능함

DIN 69893-1
 – 공급: 백업스크류, 쿨란트튜브 제외
 – 내열강
 – 경도 54-2 HRC
 – 하이스 및 초경공구 사용
 – 생크공차 h6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액세서리 부문  참조)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Use:
Suitable for all shrinking units.

DIN 69893-1
 – Included in delivery: Shrink fit chuck with backup screw, without coolant tube
 – Heat resistant hot-working steel
 – Hardened 54 – 2 HRC
 – For HSS and solid carbide tools
 – Shank tolerance h6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screws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See page 168)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1)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 외부 냉각용 슬릿이 보아를 따라 파여 있음 
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with slits along the clamping bore for cooling from outside

2)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
Thread for Balance Screws

절삭유 공급이 가능한
조절 가능한 백업스크류
Adjustable Back-up Screw with flats 
         for coolant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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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척 / S H R I n K  F I T  C H u C K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1) 테이퍼 수치/Taper Size (32 = HSK-32)

스탠다드 버전, 쿨젯 포함/Standard version, with Cool Jet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21 21 24 24 27 27 33 33 44 44

 Ø D3 [mm] 27 27 32 32 34 34 42 42 53 53

 L [mm] 36 36 42 47 47 50 50 52 58 58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85 90 90 95 95 100 115 120
주문 번호/Order No. A63.140… …06.2 …08.2 …10.2 …12.2 …14.2 …16.2 …18.2 …20.2 …25.2 …32.2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
주문 번호/Order No. A63.144… …06.2 …08.2 …10.2 …12.2 …14.2 …16.2 …18.2 …20.2 …25.2 

액세서리 /Accessorie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발란스 스크류/Balance screws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주문 번호/Order No. 85.700…1)

리덕션 슬리브/Reduction sleeves

백업 스크류 /Back-up screw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쿨플래쉬/ Cool Flash  주문 번호/Order No. 91.100.40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쿨플래쉬 업그레이드 포함 /Cool Flash Upgrade  incl. Cool Jet  주문 번호/Order No. 91.100.41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
Thread for Balance Screws

절삭유 공급이 가능한
조절 가능한 백업스크류
Adjustable Back-up Screw with flats 
         for coolant drainage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21 21 24 24 27 27 33 33 44 44

 Ø D3 [mm] 27 27 32 32 34 34 42 42 53 53

 L [mm] 36 36 42 47 47 50 50 52 58 58

Form A100

길이/Length A [mm] 숏/short 85 85 90 95 95 100 100 105 115 120
주문 번호/Order No.  A10.14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A10.144…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142…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0.146…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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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열박음척 / P o W e R  S H R I n K  C H u C K
H S K - A 6 3  ·  D I n  6 9 8 9 3 - 1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파워 열박음척은 고속가공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열박음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켰다.
따라서, 기계, 스핀들 및 절삭공구를 보호한다.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 더 조용한 가공, 더 나은 표면조도, 그리고 기계, 스핀들, 절삭공구 보호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봉인된 쿨제트 보아가 포함됨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슬림팁이 있는 롱버전(A=130 그리고 160)은 다용도로 사용됨.
 – 높은 견고성, 슬림팁이 있음, 진동 억제
 –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광범위한 사용, 툴매거진에서 공간 절약

The Power Shrink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dampening vibrations, therefore giving more pro-
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 Quieter running,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included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The long versions (A=130 and 160) with slim tips are especially  
versatile to use. 
 – High rigidity, slim at the tip, dampen vibrations
 –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Universal usage, saves space in tool magazine

A

Ø
 D

2

4.
5°

Ø
 D

3

Ø
 D

1

L
1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울트라 숏/ultra short 22 22 26,5 26,5 29,5 29,5 35,5 35,5 45 45

 Ø D3 [mm] 울트라 숏/ultra short — — — — — — — — 51 51

 L [mm] 울트라 숏/ultra short 38 38 43 46 48 49 49 49 57 59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70 70 70 70 75 75 75 75 85 85
주문 번호/Order No.  A63.145…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32.3

 Ø D2 [mm] 21 21 24 24 27 27 33 33 44 44

 Ø D3 [mm]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L [mm] 36 36 42 47 47 50 50 52 58 58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A63.144…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32.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142…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32.3

세이프 록을 갖춘 파워 열박음척 /Power Shrink Chuck with Safe-LockTM

클램핑/Clamping  Ø D1 [mm]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울트라 숏/ultra short  26,5 29,5 29,5 35,5 35,5 45 45

 Ø D3 [mm] 울트라 숏/ultra short  — — — — — 51 51

 L [mm] 울트라 숏/ultra short  46 48 49 49 49 57 59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70 75 75 75 75 85 85
주문 번호/Order No.  A63.145…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32.37

 Ø D2 [mm]  24 27 27 33 33 44 44

 Ø D3 [mm]  53 53 53 53 53 53 53

 L [mm]  47 47 50 50 52 58 58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A63.144…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32.37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142…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32.37

HSK-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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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열박음척 / P o W e R  S H R I n K  C H u C K
H S K - A 1 0 0  ·  D I n  6 9 8 9 3 - 1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A

Ø
 D

2

4.
5°

Ø
 D

3

Ø
 D

1

L

10

HSK-A1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Ø D2 [mm] 21 21 27 27 33 33 44 44 44

 Ø D3 [mm] 숏/short 60 60 53 73 60 78 76 85 85

 Ø D3 [mm]  83 83 83 83 83 83 83 83 83

 L [mm] 36 36 42 47 47 50 50 52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85 85 90 95 95 100 100 105 115
주문 번호/Order No.  A10.140…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142…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0.146…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세이프 록을 갖춘 파워 열박음척 /Power Shrink Chuck with Safe-LockTM

클램핑/Clamping  Ø D1 [mm] 12 14 16 18 20 25

 Ø D2 [mm] 27 33 33 44 44 44

 Ø D3 [mm] 숏/short 73 60 78 76 85 85

 Ø D3 [mm]  83 83 83 83 83 83

 L [mm] 47 47 50 50 52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95 95 100 100 105 115
주문 번호/Order No.  A10.140…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142…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0.146… …12.37 …14.37 …16.37 …18.37 …20.37 …25.37

액세서리 /Accessories 
쿨플래쉬/ Cool Flash  주문 번호/Order No. 91.100.40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파워 열박음척은 고속가공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열박음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켰다.
따라서, 기계, 스핀들 및 절삭공구를 보호한다.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 더 조용한 가공, 더 나은 표면조도, 그리고 기계, 스핀들, 절삭공구 보호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봉인된 쿨제트 보아가 포함됨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슬림팁이 있는 롱버전(A=160 그리고 200)은 다용도로 사용됨.
 – 높은 견고성, 슬림팁이 있음, 진동 억제
 –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광범위한 사용, 툴매거진에서 공간 절약

The Power Shrink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dampening vibrations, therefore giving more pro-
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 Quieter running,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included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The long versions (A=160 and 200) with slim tips are especially  
versatile to use. 
 – High rigidity, slim at the tip, dampen vibrations
 –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Universal usage, saves space in tool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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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핑/Clamping Ø D1 [mm] 10 12 16 20 25

 Ø D2 [mm] 27 27 33 44 44

 Ø D3 [mm] 109 109 109 109 109

  L [mm] 42 47 50 52 58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1)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A125.140… ...10.3 …12.3 …16.3 …20.3 …25.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1)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25.142… …10.3 ...12.3 …16.3 …20.3 …25.3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1)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25.146… ...10.3 …12.3 …16.3 …20.3 …25.3 

HSK-A125

클램핑/Clamping Ø D1 [mm]  12 16 20 25

 Ø D2 [mm]  27 33 44 44

 Ø D3 [mm]  109 109 109 109

  L [mm]  47 50 52 58

길이/Length A [mm] ZG130  1301)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A125.140…  …12.37 …16.37 …20.37 …25.37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1)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25.142…  …12.37 …16.37 …20.37 …25.37

길이/Length A [mm] ZG200  2001)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25.146…  …12.37 …16.37 …20.37 …25.37 

세이프 록을 갖춘 파워 열박음척 /Power Shrink Chuck with Safe-LockTM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액세서리 /Accessories 
쿨플래쉬/ Cool Flash  주문 번호/Order No. 91.100.40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1) 나사 M3, 2 보아/Thread M3, 2 bores

파워 열박음척은 고속가공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열박음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켰다.
따라서, 기계, 스핀들 및 절삭공구를 보호한다.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 더 조용한 가공, 더 나은 표면조도, 그리고 기계, 스핀들, 절삭공구 보호
 – 높은 가공 정밀도
 – 봉인된 쿨제트 보아(나사 M4)와 6개 보아
 – 클램핑 보아 내부에 그루브 포함
 – 최적화된 절삭유 보아로 높은 절삭유량 공급 가능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슬림팁이 있는 롱버전(A=160 그리고 200)은 다용도로 사용됨.
 – 높은 견고성, 슬림팁이 있음, 진동 억제
 –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광범위한 사용, 툴매거진에서 공간 절약

The Power Shrink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dampening vibrations, therefore giving more pro-
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 Quieter running,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Higher machining accuracy
 – With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Thread M4) and 6 bores 
 – With internal groove in the clamping bore
 – Higher coolant flow rate due to optimized coolant bores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The long versions (A=160 and 200) with slim tips are especially  
versatile to use. 
 – High rigidity, slim at the tip, dampen vibrations
 –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Universal usage, saves space in tool magazine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파워 열박음척 / P o W e R  S H R I n K  C H u C K
H S K - A 1 2 5  ·  D I n  6 9 8 9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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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A63

파워 미니 열박음척 / P o W e R  M I n I  S H R I n K  C H u C K
H S K - A 6 3  ·  D I n  6 9 8 9 3 - 1

파워 미니 열박음척은 금형 및 의료분야의 5축가공에 적합.
파워 미니 열박음척 선단부위에 미니 열박음척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베이
스를 보강함. 길이가 긴 툴에서도 절입각도를 이용하여 높은 효율의 밀링가공
이 가능함.

 – 두가지 종류: 편측두께 3t(표준) 및 편측두께 1.5t(엑스트라 슬림)
 – 선단에서부터의 구매각 3°
 – 발란싱 스크류로 발란스를 보기 위한 나사 보아가 있음
 – 생크공차 h6를 갖춘 모든 초경공구용
 – 주의 : 열박음 및 쿨링 아답터와 함께 사용 가능

Power Mini Shrink Chuck is perfect for 5-axis-machining in the die & 
mould and in the medical industry. Very slim at the top like the HAIM-
eR Mini Shrink Chucks, the Power Mini Shrink is reinforced at the 
base. Thereby efficient milling is possible with an angled tool even at 
long protruding lengths. 

 – 2 types: Standard (3 mm wall thickness) and extra slim (1.5 mm  
wall thickness)

 – 3° slope at the top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For solid carbide tools with shank tolerance h6
 – Attention: Shrinking only with shrink and cooling adapter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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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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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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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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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HSK-A63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16

 Ø D2 [mm] 스탠다드/ Standard 09 10 11 12 14 16 18 24

 Ø D2 [mm]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06 07 08 09 11 13 15 —

 T [mm]   — — — — — 68 75 75

 L [mm] ZG130  50 50 50 50 50 50 50 50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A63.184… …03.8 …04.8 …05.8 …06.8 …08.8 …10.8 …12.8 …16.8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A63.174… …03.8 …04.8 …05.8 …06.8 …08.8 …10.8 …12.8 —

 L [mm]   80 80 80 80 80 80 80 8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A63.182… …03.8 …04.8 …05.8 …06.8 …08.8 …10.8 …12.8 …16.8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A63.172… …03.8 …04.8 …05.8 …06.8 …08.8 …10.8 …12.8 —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A63.186… …03.8 …04.8 …05.8 …06.8 …08.8 …10.8 …12.8 …16.8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A63.176… …03.8 …04.8 …05.8 …06.8 …08.8 …10.8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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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듀티척 / H e Av y  D u T y  C H u C K
H S K - A 6 3  ·  D I n  6 9 8 9 3 - 1

HSK-A63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Ø D2 [mm] 46   46

 L [mm] 51   53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80   80
주문 번호/Order No. A63.145… …16.6     …20.6

길이/Length A [mm] 숏/short 85   85
주문 번호/Order No. A63.140… …16.6   …20.6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중절삭 가공을 위하여 기존의 사이드록 홀더를 대체함.
헤비 듀티척은 극도의 중절삭에 사용되는 열박음척임.
형상은 가장 높은 견고성 및 클램핑력을 위하여 최적으로 설계됨.

 – 공구생크의 부드러운 클램핑
 – 클램핑 영역에서 공구생크의 편심 없음
 – 높은 런아웃 정밀도: 3 μm
 – 재보강된 외부 형상
 – HAIMER 열박음 장비 파워 클램퍼 13kW을 사용하여 열박음
 – 클램핑 보아 내부에 그루브 포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봉인된 쿨제트 보아가 포함됨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For heavy machining applications it is now possible to replace the 
Weldon tool holders finally. Heavy Duty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extreme cases. The contour is optimized for highest rigidity and 
clamping force.

 – Smooth clamping of the tool shank
 – No deformation at the tool shank after shrink process
 – High runout accuracy: 3 µm
 – Reinforced outer contour
 – To shrink with HAIMER Power Clamp 13 kW shrink fit machine
 – With internal groove in the clamping bore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included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세이프록을 갖춘 헤비 듀티척 / Heavy Duty Chuck with Safe-LockTM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Ø D2 [mm] 46   46

 L [mm] 51   53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80   80
주문 번호/Order No. A63.145… …16.67     …20.67

길이/Length A [mm] 숏/short 85   85
주문 번호/Order No. A63.140… …16.67   …20.67

액세서리 /Accessories 
쿨플래쉬/ Cool Flash  주문 번호/Order No. 91.100.40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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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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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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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듀티척 / H e Av y  D u T y  C H u C K
H S K - A 1 0 0  ·  D I n  6 9 8 9 3 - 1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헤비 듀티척-13kw열박음장비용/ Heavy Duty Chuck for 13 kW shrink fit machine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Ø D2 [mm] 46 46

 L [mm] 51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A10.140… …16.6 …20.6
주문 번호/Order No. Safe-Lock               A10.140… …16.67 …20.67

A

Ø
 D

2

4.5°

Ø
 D

3

Ø
 D

1

L
10

HSK-A1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25 32 40 50

 Ø D2 [mm] 51 58 63 70 82 82

 Ø D3 [mm] 숏/short — 67 72 78 94 94

 Ø D3 [mm]  85 85 85 85 94 94

 L [mm] 50 52 58 61 88 88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10 110 140 140
주문 번호/Order No.  A10.150… …16.6 …20.6 …25.6 …32.6 …40.6 …50.6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152… …16.6 …20.6 …25.6 …32.6 …40.6 …50.6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0.156… …16.6 …20.6 …25.6 …32.6 …40.6 …50.6

세이프록을 갖춘 헤비 듀티척/ Heavy Duty Chuck with Safe-LockTM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25 32 40 50

 Ø D2 [mm] 51 58 63 70 82 82

 Ø D3 [mm] 숏/short — 67 72 78 94 94

 Ø D3 [mm]  85 85 85 85 94 94

 L [mm] 50 52 58 61 88 88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10 110 140 140
주문 번호/Order No.  A10.150… …16.67 …20.67 …25.67 …32.67 …40.67 …50.67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152… …16.67 …20.67 …25.67 …32.67 …40.67 …50.67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0.156… …16.67 …20.67 …25.67 …32.67 …40.67 …50.67

중절삭 가공을 위하여 기존의 사이드록 홀더를 대체함.
헤비 듀티척은 극도의 중절삭에 사용되는 열박음척임.
형상은 가장 높은 견고성 및 클램핑력을 위하여 최적으로 설계됨.

 – 공구생크의 부드러운 클램핑
 – 클램핑 영역에서 공구생크의 편심 없음
 – 높은 런아웃 정밀도: 3 μm
 – 재보강된 외부 형상
 – 열박음장비 HAIMER Power Clamp Profi Plus(20 kW) 및 13kW HD코일을 
사용하여 열박음을 함

 – 클램핑 보아 내부에 그루브 포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봉인된 쿨제트 보아가 포함됨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For heavy machining applications it is now possible to replace the 
Weldon tool holders finally. Heavy Duty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extreme cases. The contour is optimized for highest rigidity and 
clamping force.
 – Smooth clamping of the tool shank
 – No deformation at the tool shank after shrink process
 – High runout accuracy: 3 µm
 – Reinforced outer contour
 – To shrink with 13kW HD-Coil or with high performance shrink fit unit  
HAIMER Power Clamp Profi Plus (20 kW)

 – With internal groove in the clamping bore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included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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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록을 갖춘 헤비 듀티척/ Heavy Duty Chuck with Safe-LockTM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25 32 40 50

 Ø D2 [mm] 51 58 63 70 82 82

 Ø D3 [mm] 109 109 109 109 109 109

 L [mm] 50 52 58 61 88 88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1)2) 1301)

주문 번호/Order No. A125.150… …16.6 …20.6 …25.6 …32.6 …40.6 …50.6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25.152… …16.6 …20.6 …25.6 …32.6 …40.6 …50.6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25.156… …16.6 …20.6 …25.6 …32.6 …40.6 …50.6

HSK-A125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25 32 40 50

 Ø D2 [mm] 51 58 63 70 82 82

 Ø D3 [mm] 109 109 109 109 109 109

 L [mm] 50 52 58 61 88 88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1)2) 1301)

주문 번호/Order No.  A125.150… …16.67 …20.67 …25.67 …32.67 …40.67 …50.67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25.152… …16.67 …20.67 …25.67 …32.67 …40.67 …50.67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25.156… …16.67 …20.67 …25.67 …32.67 …40.67 …50.67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헤비 듀티척 / H e Av y  D u T y  C H u C K
H S K - A 1 2 5  ·  D I n  6 9 8 9 3 - 1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쿨젯,봉인가능함
Cool Jet, can be sealed

중절삭 가공을 위하여 기존의 사이드록 홀더를 대체함.
헤비 듀티척은 극도의 중절삭에 사용되는 열박음척임.
형상은 가장 높은 견고성 및 클램핑력을 위하여 최적으로 설계됨.

 – 열박음 후 공구생크의 변형 없음
 – 높은 런아웃 정밀도: 3 μm
 – 재보강된 외부 형상
 – 열박음장비 HAIMER Power Clamp Profi Plus(20 kW) 및 13kW HD코일을 
사용하여 열박음을 함

 – 클램핑 보아 내부에 그루브 포함
 – 봉인된 쿨제트 보아(나사 M4)와 6개 보아
 – 최적화된 절삭유 보아로 높은 절삭유량 공급 가능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For heavy machining applications it is now possible to replace the 
Weldon tool holders finally. The Heavy Duty Chuck is the shrink fit 
chuck for extreme cases. The contour is optimized for highest rigid-
ity and clamping force.

 – No deformation at the tool shank after shrink process
 – High runout accuracy: 3 µm
 – Reinforced outer contour
 – To shrink with 13kW HD-Coil or with high performance shrink fit unit  
HAIMER Power Clamp Profi Plus (20 kW)

 – With internal groove in the clamping bore
 – With Cool Jet bores that can be sealed (Thread M4) and 6 bores
 – Higher coolant flow rate due to optimized coolant bores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1) 백업 스크류 미포함/without back-up screws
2) L 길이 = 88mm / Gage L = 88mm
3) 테이퍼 수치/Taper Size (32 = HSK-32)

액세서리 /Accessories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주문 번호/Order No. 85.700…3)

백업 스크류 /Back-up screws

쿨플래쉬/ Cool Flash  주문 번호/Order No. 91.100.40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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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척 / S H R I n K  F I T  C H u C K
H S K - e  ·  D I n  6 9 8 9 3 - 5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스탠다드 버전, DIN 69882-8과 유사/Standard version, similar to DIN 69882-8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14 16

 Ø D2 [mm] 10 10 10 21 21 24 24 27 27

 Ø D3 [mm] — — — 27 27 32 32 34 34

 Ø D2 [mm]  ZG130 2) — — — 22,5 22,5 26,5 26,5 30 30

 Ø D3 [mm] ZG130 2) — — — 28,7 28,7 32 32 33 33

 L [mm] 09 12 15 36 36 42 47 47 50

Form e32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1) 601) 601) 703) 703) 803) — — —
주문 번호/Order No. e32.140… …03 …04 …05 …06 …08 …10

Form e40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 — — 602) 602) 604) 604) 604) 604)

주문 번호/Order No. e40.145…    …06 …08 …10 …12 …14 …16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1) 601) 601) 80 80 80 90 90 90
주문 번호/Order No. e40.140… …03 …04 …05 …06 …08 …10 …12 ...14 ...16

Form e50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1) 601) 601) 80 80 85 90 90 95
주문 번호/Order No. e50.140… …03 …04 …05 …06 …08 …10 …12 …14 …16

길이/Length A [mm] ZG130 — — —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e50.144…    …06 …08 …10 …12 …14 …16

F o r m  e

사용:
모든 유도전류식 열박음 기계, 접촉식 열박음 기계 및 핫에어 열박음 기계에 
사용 가능함

DIN 69893-5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공급: 백업스크류, 쿨란트튜브 제외
 – 내열강
 – 경도 54-2 HRC
 – 하이스 및 초경공구 사용
 – 생크공차 h6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 쿨플래쉬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166, 167페이지 참조)

Use:
Suitable for all shrinking units.

DIN 69893-5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screws
 – Included in delivery: Shrink fit chuck with backup screw, without coolant tube
 – Heat resistant hot-working steel
 – Hardened 54 – 2 HRC
 – For HSS and solid carbide tools
 – Shank tolerance h6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 Cooling with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See pages 166/167)

1)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 외부 냉각용 슬릿이 보아를 따라 파여 있음  
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with slits along the clamping bore for cooling from outside

2)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 /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3)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4)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 쿨란트 튜브용 나사자리 없음  

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and without thread for coolant tube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
Thread for Balance Screws

절삭유 공급이 가능한  
조절 가능한 백업스크류  
Adjustable Back-up Screw with flats 
         for coolant drainage

액세서리 /Accessories Siehe auch Zubehörkatalog/See also accessories
발란스 스크류/Balance screws

백업 스크류 /Back-up screw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168 페이지 참조/See page 168

쿨플래쉬 업그레이드 포함 /Cool Flash Upgrade  incl. Cool Jet  주문 번호/Order No. 91.100.41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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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척 / S H R I n K  F I T  C H u C K
H S K - F 6 3  ·  D I n  6 9 8 9 3 - 6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스탠다드 버전, DIN 69882-8과 유사/Standard version, similar to DIN 69882-8

클램핑/Clamping  Ø D1 [mm] 생크공차 /for shank tol. h6용  03 04 05 06 08 10 12 16 20 25

 Ø D2 [mm] 10 10 10 21 21 24 24 27 33 44

 Ø D3 [mm] — — — 27 27 32 32 34 42 53

 L [mm] 09 12 15 36 36 42 47 50 52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1) 801) 801) 80 80 85 90 95 100 115
주문 번호/Order No. F63.140… …03 …04 …05 …06 …08 …10 …12 …16 …20 …25

길이/Length A [mm] ZG130 — — —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F63.144…    …06 …08 …10 …12 …16 …20 …25

사용:
모든 유도전류식 열박음 기계, 접촉식 열박음 기계 및 핫에어 열박음 기계에 
사용 가능함

 – 내열강
 – 경도 54-2 HRC
 – 하이스 및 초경공구 사용
 – 생크공차 h6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공급: 백업스크류

Use:
Suitable for all shrinking units.

 – Heat resistant hot-working steel
 – Hardened 54 – 2 HRC
 – For HSS and solid carbide tools
 – Shank tolerance h6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screws
 – Included in delivery: Shrink fit chuck with back-up screw

1)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자리 없음, 외부 냉각용 슬릿이 보아를 따라 파여 있음 
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with slits along the clamping bore for cooling from outside

액세서리 /Accessorie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발란스 스크류/Balance screws

백업 스크류 /Back-up screws

발란싱 스크류용 나사
Thread for Balance Screws

절삭유 공급이 가능한
조절 가능한 백업스크류
Adjustable Back-up Screw with flats 
         for coolant drainage

HSK 63 / 80 / 100

Form F

Shrink fit
Chuck

HSK 63 / 80 / 100

Form F

Shrink fit
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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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열박음척 / M I n I  S H R I n K
H S K - e 2 5  ·  D I n  6 9 8 9 3 - 5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1) 쿨란트 튜브용 나사자리 없음/Without thread for coolant tube
2) 열박음 장비 Nano에만 사용 가능함/Only shrinkable with Power Clamp Nano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6 06 08 10 10 10 12

 Ø D2 [mm] 09 10 11 12 12 12         14      16  16 16 18

 Ø D3 [mm] — — — — — — —      18  18 18 20

L [mm] 울트라 숏/ultra short  15 18 23 27,5 — —         27      26,5  — — 26

L [mm] 스탠다드/standard 15 18 28 37,5 32,5 37,5 27 41,5 36,5 41,5 35,5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352) 352)    352)    402)    — — 402) 402) — — 402)

주문 번호/Order No. e25.185…       …03  …04  …05 …06       …08    …10        …12

길이/Length A [mm] 스탠다드/standard     45  45 45 45 45 50 50 50 50 55 50
주문 번호/Order No. e25.180…     …03  …04 …05 …061) …06.V2 ...06.V3 …08 …101) ...10.V2 ...10.V3 ...12

고회전에서 낮은 절삭력은 초소형 가공의 특징이다.
(금형, 의료 엔지니어링, 마이크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HAIMER 미니 열박음척으로 잘 알려진 HSK-ER25 시리즈의 슬림하고
짧은 디자인은 초소형 가공조건에 적합하다.

 – 왜곡이 없는 선단, 접근이 어려운 가공에 적합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 Haimer 파워 클램프 나노와 함께 사용에 최상임

유효한:
 – 두가지 길이의 미니 열박음(Ø 3-12)

Low cutting forces at highest rpm are characterizing the micro ma-
chining (die & mold, medical engineering, micro mechanical engi-
neering). The slim and short design of the all new HSK–e25 series 
from HAIMeR - which is well known from the HAIMeR Mini Shrink tool 
holders – is perfectly suitable for the requirements of micro machi-
ning.

– No disturbing edges, also jobs difficult to access are penetrable
– Highest runout accuracy: <0.003 mm
– Ideal to shrink with the HAIMER Power Clamp Nano
Available as:
 – Mini Shrink (Ø 3-12) in two different lengths

Mini Shrink

액세서리 /Accessories
미니 열박음용 열박음과 냉각 아답터/Shrink and cooling adapter for Mini Sh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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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열박음척 / M I n I  S H R I n K
H S K - e 4 0  ·  D I n  6 9 8 9 3 - 5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HSK-e40
 – 익스트림 슬림 디자인
 – 왜곡이 없는 선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3 μm
 – 접근이 어려운 가공에 적합
 – 최적 견고성
 – Haimer 파워 클램프와  함께 사용에 최상임
 – 생크공차 h6를 갖춘 모든 초경공구용
 – 금형을 위한 3° 경사가 있음
 – 표준버전 : 높은 클램핑력
 – 엑스트라 슬림 버전: 세밀한 가공 및 접근이 어려운 가공을 위한 익스트림 
슬림

 – 파인 발란스된 공구 홀더
 – 쿨란트 튜브 제외
 – 주의 : 열박음 및 쿨링 아답터와 함께 사용 가능

HSK-e40
 – Extreme slim design
 – No disturbing edges
 – Highest runout accuracy: 3 µm
 – Also jobs difficult to access are penetrable
 – Optimum rigidity
 – Ideal to shrink with the Haimer Power Clamp
 – For all solid carbide tools with shank tolerance h6
 – With 3° slope for dies and molds
 – Standard version: with high clamping force
 – extra slim version: extremely slim for fine machining and for jobs  
very difficult to reach

 – Tool holders fine balanced
 – Delivery without coolant tube
 – Attention: Shrinking only with shrink and cooling adapter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Ø D2 스탠다드/ Standard [mm]    09 10 11 12 14 16 18

 Ø D2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mm]    06 07 08 09 11 13 15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 60 60 60 60 60 6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e40.185…    …03 …04 …05 …06 …081) …101) …12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e40.175…    …03 …04 …05 …06 …081) …101) …12

길이/Length A [mm] 숏/short     70 70 70 70 70 70 7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e40.180…    …03 …04 …05 …06 …081) …101) …12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e40.170…    …03 …04 …05 …06 …081) …101) …12

길이/Length A [mm] ZG80     80 80 80 80 80 80 8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e40.183…    …03 …04 …05 …06 …081) …101) …12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e40.173…    …03 …04 …05 …06 …081) …101) …12

액세서리 /Accessories
미니 열박음용 열박음과 냉각 아답터/Shrink and cooling adapter for Mini Shrink

게이지 길이 A: 스탠다드 길이 스텝
Gage length A: standard length steps

1) 센터랄 쿨링에는 적합하지 않음/Not suitable for central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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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열박음척 / M I n I  S H R I n K
H S K - e 5 0  ·  D I n  6 9 8 9 3 - 5
H S K - A 6 3  ·  D I n  6 9 8 9 3 - 1

HSK-e5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Ø D2 스탠다드/ Standard [mm]    09 10 11 12 14 16 18

 Ø D2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mm]    06 07 08 09 11 13 15

길이/Length A [mm] 숏/short     70 70 70 70 70 70 7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e50.180…    …03 …04 …05 …06 …081) …101) …12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e50.170…    …03 …04 …05 …06 …081) …101) …12

길이/Length A [mm] ZG80     80 80 80 80 80 80 8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e50.183…    …03 …04 …05 …06 …081) …101) …12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e50.173…    …03 …04 …05 …06 …081) …101) …12

길이/Length A [mm] ZG100     — —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스탠다드/Standard e50.181…      …05 …06 …081) …101) …12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e50.171…      …05 …06 …081) …101) …12

미니 열박음 및 쿨링 슬리브
 – 과열로부터 미니 열박음척 보호
 – 열박음척의 수명 연장
 – 안전하고 사용하기에 쉬운 핸들링
 – 모든 미니 열박음척에 오직 한가지의 파라미터 셋팅
 – 표준 툴링바디와 함께 냉각

Mini Shrink shrink and cooling sleeve
 – Protects Mini Shrink chucks from overheating
 – Extends lifetime of shrink fit chucks
 – Secure and user friendly handling
 – Only one parameter setting for all Mini Shrink chucks
 – Cooling with standard cooling body

HSK-A63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Ø D2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mm]       09 11 13 15

길이/Length A [mm] ZG80        80 80 80 80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A63.173…       …06 …08 …10 …12

길이/Length A [mm] ZG120        120 120 120 120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A63.177…       …06 …08 …10 …12

액세서리 /Accessories
미니 열박음용 열박음과 냉각 아답터/Shrink and cooling adapter for Mini Shrink

기능/Function

가열 
열박음과 쿨링 슬리브와 함께

Heat up
With shrink and cooling sleeve

냉각 
열박음 및 쿨링 슬리브와 쿨링 
바디 Ø 6–8 mm와 함께

Cool down
With shrink and cooling sleeve 
and cooling body Ø 6–8 mm

미니 열박음척용 피팅 슬리브/Fitting sleeves for Mini Shrink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치수/Size [mm]  Ø 03 Ø 04 Ø 05 Ø 06 Ø 08 Ø 10 Ø 12
주문 번호/Order No. 80.105.142… …01 …02 …03 …04 …05 …06 …07

스탠다드/Standard 
치수/Size [mm]  Ø 03 Ø 04 Ø 05 Ø 06 Ø 08 Ø 10 Ø 12 Ø 16
주문 번호/Order No. 80.105.142… …04 …08 …05 …09 …10 …11 …12 …16

나무로 된 베이스/Wood base 80.105.14.2.99

나무로 된 베이스가 포함된 세트(12개)/set with wood base (12 pcs) 80.105.14.2.00

1) 센터랄 쿨링에는 적합하지 않음/Not suitable for central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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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 척 ER / C o l l e T  C H u C K  e R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사용:
DIN 6499에 따른 원통형생크를 갖춘 공구 클램핑용

DIN 69882-6

HSK-A32/40/50 구입시:
 – 로크너트 HS(고속가공, 파인 발란스,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
팅)

 – 요청시 L치스 확장, 추가비용 발생
HSK-A63/80/100 구입시:
 – 일반 로크너트 (발란스 됨,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팅) 쿨란트튜
브 제외

Use:
For clamping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in collets according to DIN 6499.

DIN 69882-6

Included in delivery: HSK-A32/40/50:
 – Locknut type HS (High-Speed, fine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 Enlarging of size L upon request
Included in delivery: HSK-A63/80/100:
 – Locknut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without 
coolant tube

 – Locknut type HS (High-Speed, fine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for an extra charge

 – Enlarging of size L upon request

1) 백업 스크류용 나사 미포함/Without thread for back-up screw

A

요청시 쿨란트 튜브/Coolant tubes on demand

L

8°

ER Ø
 D

 eR 11 16 25 32 40

 Ø D [mm] 19 28 42 50 63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7,0 0,5–10,0 1,0–16,0 1,5–20,0 2,5–26,0

Form A32

 L [mm]  32,5  41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551)  —  
주문 번호/Order No.  A32.025…  …16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주문 번호/Order No.  A32.020…  …16 …25

Form A40

 L [mm] 23,5 32,5 41 47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1) 601) 701) 701) 
주문 번호/Order No.  A40.025… …11 …16 …25 …32

길이/Length A [mm] 숏/short — 80 80 — 
주문 번호/Order No.  A40.020…  …16 …25

Form A50

 L [mm] 26,5 32,5  41 47 53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1) 601) 701) 801) 801)

주문 번호/Order No.  A50.025… …11 …16 …25 …32 …40

길이/Length A [mm] 숏/short — 100 100 100 120
주문 번호/Order No.  A50.020…  …16 …25 …3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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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 척 ER / C o l l e T  C H u C K  e R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eR  11 16 25 32 40

 Ø D [mm]  19 28 42 50 63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7,0 0,5–10,0 1,0–16,0 1,5–20,0 2,5–26,0

Form A63

 L [mm] 26,5 46,5 48 47 53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754) 754) 754) 754) 854)

주문 번호/Order No. A63.025… …11 …16 …25 …32 …40

 L [mm] 1) 32,5 41 47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100 120
주문 번호/Order No. A63.020… …11 …16 …25 …32 …4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022…  …16 …25 …32 …40

Form A80

 L [mm]  32,5 41 47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80.020…  …16 …25 …32 

Form A100

 L [mm]  32,5 41 47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120
주문 번호/Order No. A10.020…  …16 …25 …32 …4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022…  …16 …25 …32 …40

액세서리 /Accessories
콜렛/Collets

로크너트(발란스 됨)/Locknut (pre-balanced)
치수/Size  ER 11 ER 16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1 …16 …25 …32 …40
로크너트 HS(파인 발란스 됨)/Chuck nut HS (fine-balanced)
치수/Size  — ER 16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HS …25.HS …32.HS …40.HS
포크렌치/Fork wrench
치수/Size  ER 11 ER 16 — — —
주문 번호/Order No. 84.200… …11 …16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 —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4.200…   …25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 ER 16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2)  …28 …42 …48 …50
조절용 스크류/Adjusting screw
치수/Size  — ER 16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5.800…  …34 …34 …35 …35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주문 번호/Order No. 85.700…3)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1) 드릴로 관통/Drilled through
2) HSK63과 보다 큰 수치용 발란싱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only for HSK-63 and bigger
3) 테이퍼 수치/Taper size (32 = HSK-32)
4) 백업 스크류용 나사 미포함/Without thread for back-up screw

A

요청시 쿨란트 튜브/ Coolant tubes ond demand

L

8° ER 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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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척 미니 ER / C o l l e T  C H u C K  M I n I  e R
H S K - e 2 5  ·  D I n  6 9 8 9 3 - 5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1) 쿨란트 튜브용 나사자리 없음/Without thread for coolant tube

스탠다드 버전, DIN 69882-8과 유사/Standard version, similar to DIN 69882-8

액세서리 /Accessories
로크너트
치수/Size  Mini ER 16 
주문 번호/Order No. 915010- …0002 

고회전에서 낮은 절삭력은 초소형 가공의 특징이다.
(금형, 의료 엔지니어링, 마이크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HAIMER 미니 열박음척으로 잘 알려진 HSK-ER25 시리즈의 슬림하고
짧은 디자인은 초소형 가공조건에 적합하다.

 – 공급: 로크너트

유효한:
 – 두가지 다른 길이를 가진 미니-ER 콜렛척(미니-ER16)

Low cutting forces at highest rpm are characterizing the micro ma-
chining (die & mold, medical engineering, micro mechanical engi-
neering). The slim and short design of the all new HSK–e25 series 
from HAIMeR - which is well known from the HAIMeR Mini Shrink tool 
holders – is perfectly suitable for the requirements of micro machin-
ing.

 – Included in delivery: locknut

Available as:
 – Mini-ER collet chuck (Mini-ER 16) in two different lengths

Form e

 Mini-eR  16 

 Ø D [mm]  22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10,0

 L [mm]  34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43   
주문 번호/Order No.  e25.025…  …16.71)

길이/Length A [mm] 숏/short  48 
주문 번호/Order No.  e25.02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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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 척 ER / C o l l e T  C H u C K  e R
H S K - e  ·  D I n  6 9 8 9 3 - 5

1) 백업 스크류용 나사 미포함/Without thread for back-up screw

A
요청시 쿨란트 튜브/Coolant tubes on demand

HSK--E/DIN 69893--5

L

8°

ER Ø
 D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eR 11 16 20 25 32 

 Ø D [mm] 19 28 34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7,0 0,5–10,0 1,5–13,0 1,0–16,0 1,5–20,0 

 L [mm] 26,5 32,5 44 41 47 

Form e32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주문 번호/Order No.  e32.020…  …16  …25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  
주문 번호/Order No.  e32.021…  …16    

Form e40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1) 601)   701) 701) 
주문 번호/Order No.  e40.025… …11 …16  …25 …32 

길이/Length A [mm] 숏/short — 80  80 — 
주문 번호/Order No.  e40.020…  …16  …25  

Form e50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1) 601) 701) 701) 801) 

주문 번호/Order No.  e50.025… …11 …16 …20 …25 …32

길이/Length A [mm] 숏/short — 100 —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e50.020…  …16  …25 …32 

액세서리 /Accessories
콜렛/Collets

로크너트(파인 발란스 됨)/Chuck nut HS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HS …20.HS …25.HS …32.HS 
포크렌치/Fork wrench
치수/Size  ER 11 ER 16 ER 20 — —
주문 번호/Order No. 84.200… …11 …16 …20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 —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4.200…    …25 …32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오버사이즈/oversize ER 11 ER 16 ER 20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79.350… …19 …28 …34 …42 …48 
조절용 스크류/Adjusting screw
치수/Size   ER 16 —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5.800…  …34  …34 …35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주문 번호/Order No. 85.700…2)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 공급: 로크너트 HS (고속가공, 파인 발란스,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
딩 코팅) 

 – Included in delivery: locknut type HS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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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 척 ER / C o l l e T  C H u C K  e R
H S K - F 6 3  ·  D I n  6 9 8 9 3 - 6

eR  11 16 20 25 32 40

 Ø D [mm] 19 28 34 42 50 63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7,0 0,5–10,0 1,5–13,0 1,0–16,0 1,5–20,0 2,5–26,0

 L [mm] 49 49 49 48 49 53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751) 751) 751) 751) 751) 751)

주문 번호/Order No. F63.025… …11 …16 …20 …25 …32 …40

 L [mm] 23,5 32,5 38,5 41 47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1) 100 100 100 100 120
주문 번호/Order No. F63.020… …11 …16 …20 …25 …32 …40

액세서리 /Accessories
콜렛/Collets

로크너트(발란스 됨)/Locknut (pre-balanced)
치수/Size  ER 11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1 …16 …20 …25 …32 …40
로크너트 HS(파인 발란스 됨)/Chuck nut HS (fine-balanced)
치수/Size  —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HS …20.HS …25.HS …32.HS …40.HS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숏/오버사이즈/short/oversize ER 11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19 …28 …34 …42 …48 …50
조절용 스크류/Adjusting screw
치수/Size  —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5.800…  …34 …34 …34 …35 …35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1) 백업 스크류용 나사 미포함/Without thread for back-up screw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A

L

8° ER Ø
 D

사용:
DIN 6499에 따른 원통형생크를 갖춘 공구 클램핑용

DIN 69882-6

 – 공급: 로크너트 (발란스 됨,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팅) 
 – 로크너트 HS (고속가공, 파인 발란스,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팅) 
추가비용 발생

 – 요청시 L치수 변경 가능,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in collets according  
to DIN 6499.

DIN 69882-6 

 – Included in delivery: locknut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 Locknut type HS (High-Speed, fine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for an extra charge

 – Enlarging of size L upon request

HSK 63 / 80 / 100

Form F

ER Collet
Chuck

HSK 63 / 80 / 100

Form F

ER Collet
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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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콜렛척은 고속가공 생산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콜렛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킴으로써 기계, 스핀들 및 절
삭공구를 보호한다. 파워 콜렛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척이며, 표준 콜렛척
과 함께 사용 가능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3 × D 단, Haimer 파워 콜렛 사용시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높은 견고성
 – 진동흡수 현상으로 부드러운 가공, 따라서 더 좋은 표면조도, 공구, 스핀들 
및 기계를 보호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옵션: ER25부터 세이프록 파워 콜렛과 함께 사용 가능
 – 옵션: 파워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The Power Collet Chuck is the collet chuck for the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with 
better constructio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vibration dampening 
features, giving more pro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The 
universal Power Collet Chuck is a unique high performance chuck 
that can also be used with standard collets.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with Haimer Power Collets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High rigidity
 – Smoother running thanks to vibration absorbing geometry,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Optional: With Safe-LockTM  Power Collets from ER 25
 – Optional: Cool Jet bores on Power Collets from ER 25, Ø 6 mm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세이프록을 갖춘 파워 콜렛/Power collets with Safe-LockTM

액세서리 /Accessories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156 페이지 참조/See page 156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8°

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H S K - A  3 2 / 4 0 / 5 0  ·  D I n  6 9 8 9 3 - 1

INCH eR 16 25 32

 Ø D [mm] 28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0,0 2,0–16,0 2,0–20,0

 Form A32

 L [mm] 32 39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50 60 
주문 번호/Order No. A32.025… …16.3 …25.3

Form A40

 L [mm] 31 38,5 47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50 60 70
주문 번호/Order No. A40.025… …16.3 …25.3 …32.3

 L [mm] 43 51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80
주문 번호/Order No. A40.020… …16.3 …25.3 …32.3

Form A50 

 L [mm] 32 39 48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 65 75
주문 번호/Order No. A50.025… …16.3 …25.3 …32.3

A

ER Ø
 D

L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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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H S K - A 6 3  ·  D I n  6 9 8 9 3 - 1

eR  16    25    32

 Ø D [mm] 28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0,0   2,0–16,0   2,0–20,0

 L [mm] 43    50    47,5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75    75    75
주문 번호/Order No. A63.025… …16.3   …25.3   …32.3

 L [mm] 43    51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63.020…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022… …16.3   …25.3   …32.3

A
L

ER Ø
 D

8°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HSK-A63

세이프록을 갖춘 파워 콜렛/Power collets with Safe-LockTM

파워 콜렛척은 고속가공 생산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콜렛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킴으로써 기계, 스핀들 및 절
삭공구를 보호한다. 파워 콜렛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척이며, 표준 콜렛척
과 함께 사용 가능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3 × D 단, Haimer 파워 콜렛 사용시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높은 견고성
 – 진동흡수 현상으로 부드러운 가공, 따라서 더 좋은 표면조도, 공구, 스핀들 
및 기계를 보호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옵션: ER25부터 세이프록 파워 콜렛과 함께 사용 가능
 – 옵션: 파워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The Power Collet Chuck is the collet chuck for the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with 
better constructio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vibration dampening 
features, giving more pro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The 
universal Power Collet Chuck is a unique high performance chuck 
that can also be used with standard collets.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with Haimer Power Collets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High rigidity
 – Smoother running thanks to vibration absorbing geometry,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Optional: With Safe-LockTM  Power Collets from ER 25
 – Optional: Cool Jet bores on Power Collets from ER 25, Ø 6 mm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액세서리 /Accessories
로크너트 (파인 발란스 됨)/Locknut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3.914… ...16   …25   …32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4.650… ...16   …25   …32
파워 콜렛척용 토르크 렌치/Torque wrench for Power Collet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00.00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156 페이지 참조/See page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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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H S K - A 1 0 0  ·  D I n  6 9 8 9 3 - 1

 eR 16    25    32

 Ø D [mm] 28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0,0   2,0–16,0   2,0–20,0

 L [mm] 43    51    53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extra short 85    85    85
주문 번호/Order No. A10.025…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10.020…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롱/long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A10.024… ...16.3    …25.3   …32.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022… ...16.3    …25.3   …32.3

세이프록을 갖춘 파워 콜렛/Power collets with Safe-LockTM

HSK-A100

파워 콜렛척은 고속가공 생산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콜렛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킴으로써 기계, 스핀들 및 절
삭공구를 보호한다. 파워 콜렛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척이며, 표준 콜렛척
과 함께 사용 가능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3 × D 단, Haimer 파워 콜렛 사용시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높은 견고성
 – 진동흡수 현상으로 부드러운 가공, 따라서 더 좋은 표면조도, 공구, 스핀들 
및 기계를 보호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옵션: ER25부터 세이프록 파워 콜렛과 함께 사용 가능
 – 옵션: 파워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The Power Collet Chuck is the collet chuck for the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with 
better constructio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vibration dampening 
features, giving more pro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The 
universal Power Collet Chuck is a unique high performance chuck 
that can also be used with standard collets.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with Haimer Power Collets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High rigidity
 – Smoother running thanks to vibration absorbing geometry,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Optional: With Safe-LockTM  Power Collets from ER 25
 – Optional: Cool Jet bores on Power Collets from ER 25, Ø 6 mm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액세서리 /Accessories
로크너트 (파인 발란스 됨)/Locknut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3.914… ...16   …25   …32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4.650… ...16   …25   …32
파워 콜렛척용 토르크 렌치/Torque wrench for Power Collet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00.00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156 페이지 참조/See page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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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H S K - A 1 2 5  ·  D I n  6 9 8 9 3 - 1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eR 25    32

 Ø D [mm]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6,0   2,0–20,0

 L [mm] 51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125.020… …25.3   …32.3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A125.024… …25.3   …32.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25.022… …25.3   …32.3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25.026… …25.3  …32.3  

파워 콜렛척은 고속가공 생산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콜렛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킴으로써 기계, 스핀들 및 절
삭공구를 보호한다. 파워 콜렛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척이며, 표준 콜렛척
과 함께 사용 가능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3 × D 단, Haimer 파워 콜렛 사용시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높은 견고성
 – 진동흡수 현상으로 부드러운 가공, 따라서 더 좋은 표면조도, 공구, 스핀들 
및 기계를 보호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옵션: ER25부터 세이프록 파워 콜렛과 함께 사용 가능
 – 옵션: 파워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The Power Collet Chuck is the collet chuck for the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with 
better constructio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vibration dampening 
features, giving more pro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The 
universal Power Collet Chuck is a unique high performance chuck 
that can also be used with standard collets.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with Haimer Power Collets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High rigidity
 – Smoother running thanks to vibration absorbing geometry,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Optional: With Safe-LockTM  Power Collets from ER 25
 – Optional: Cool Jet bores on Power Collets from ER 25, Ø 6 mm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balancing screws

액세서리 /Accessories
로크너트 (파인 발란스 됨)/Locknut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3.914… ...16   …25   …32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ER 16   ER 25   ER 32
주문 번호/Order No. 84.650… ...16   …25   …32
파워 콜렛척용 토르크 렌치/Torque wrench for Power Collet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00.00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156 페이지 참조/See page 15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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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록을 갖춘 파워 콜렛/Power collets with Safe-LockTM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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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고회전에서 낮은 절삭력은 초소형 가공의 특징이다.
(금형, 의료 엔지니어링, 마이크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HAIMER 미니 열박음척으로 잘 알려진 HSK-ER25 시리즈의 슬림하고
짧은 디자인은 초소형 가공조건에 적합하다.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공급: 로크너트

유효한:
 – 파워 콜렛척 ER16

Low cutting forces at highest rpm are characterizing the micro ma-
chining (die & mold, medical engineering, micro mechanical engi-
neering). The slim and short design of the all new HSK–e25 series 
from HAIMeR - which is well known from the HAIMeR Mini Shrink tool 
holders – is perfectly suitable for the requirements of micro machi-
ning.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Included in delivery: locknut

Available as:
 – Power Collet Chuck ER 16

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H S K - e 2 5  ·  D I n  6 9 8 9 3 - 5

높은 런아웃용 파워 콜렛척/Power Collet Chuck for highest runout accuracy

액세서리 /Accessories
파워콜렛/ Power Collets
eR 16 (2,0–10,0)
클램핑 Ø/Clamping Ø  02 03 04 05 06 08 10 
주문 번호/Order No. 81.163… …02 …03 …04 …05 …06 …08 …10
콜렛/Collets eR Standard

로크너트(파인 발란스됨)/Locknut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주문 번호/Order No. 83.914… …16
클램핑 렌치/Power Collet Clamping wrench
치수/Size  ER 16 
주문 번호/Order No. 84.650… …16 
파워 콜렛척용 토르크 렌치/Torque wrench for Power Collet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00.00

eR-HG   16    

 Ø D [mm]  28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0,0   

 L [mm]  31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 ultra short  45    
주문 번호/Order No. e25.025…  …16.3  

 L [mm]  36       

길이/Length A [mm] 스탠다드/standard  48    
주문 번호/Order No. e25.020…  …16 



70

툴
홀

더
  D

IN
 6

98
93

 H
SK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액세서리 /Accessories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8°

파워 콜렛척 /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H S K - e  3 2 / 4 0 / 5 0  ·  D I n  6 9 8 9 3 - 5

 eR 16 25 32

 Ø D [mm] 28 42 50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2,0–10,0 2,0–16,0 2,0–20,0

 Form A32

 L [mm] 32 39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50 60 
주문 번호/Order No. e32.025… …16.3 …25.3

Form A40

 L [mm] 31 38,5 47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50 60 70
주문 번호/Order No. e40.025… …16.3 …25.3 …32.3

 L [mm] 43 51 53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80
주문 번호/Order No. e40.020… …16.3 …25.3 …32.3

Form A50 

 L [mm] 32 39 48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 65 75
주문 번호/Order No. e50.025… …16.3 …25.3 …32.3

A

ER Ø
 D

L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테이퍼 공차 AT3  
Taper tolerance AT3

쿨란트공급 폼ADB  
Coolant supply form ADB

파워 콜렛척은 고속가공 생산에서 가장 높은 가공능력을 위한 콜렛척이다.
최적화된 설계는 높은 견고성과 진동억제를 결합시킴으로써 기계, 스핀들 및 절
삭공구를 보호한다. 파워 콜렛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척이며, 표준 콜렛척
과 함께 사용 가능함.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3 × D 단, Haimer 파워 콜렛 사용시
 – 또한, 표준 ER 콜렛 척 사용 가능, ISO 15488 준함. (주의: 표준 ER콜렛 사
용시 A길이가 더 길어짐)

 – 높은 견고성
 – 진동흡수 현상으로 부드러운 가공, 따라서 더 좋은 표면조도, 공구, 스핀들 
및 기계를 보호

 – 더 높은 스핀들 회전, 더 높은 피드 및 더 깊은 절삭깊이로  인한 절삭능력 
향상

 – 절삭시간 단축, 높은 가공 정밀도, 높은 클램핑력
 – 고속가공 및 헤비밀링에 적합
 – 옵션: ER25부터 세이프록 파워 콜렛과 함께 사용 가능
 – 옵션: 파워콜렛척은 ER25,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The Power Collet Chuck is the collet chuck for the highest machining 
capacity in high-speed manufacturing. The optimized design with 
better construction combines high rigidity with vibration dampening 
features, giving more protection to machines, spindles and tools. The 
universal Power Collet Chuck is a unique high performance chuck 
that can also be used with standard collets.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with Haimer Power Collets
 – Also for standard collets ER according to ISO 15488 (Attention: By using 
standard collet ER length A will get longer)

 – High rigidity
 – Smoother running thanks to vibration absorbing geometry, therefore better 
surface quality and protection of tools, spindles and machines

 – Increased machining capacity due to higher spindle speed, higher feed and 
larger cutting depth

 – Shorter processing times, higher machining accuracy, high clamping force
 – Equally suited to high-speed manufacturing and heavy milling
 – Optional: With Safe-LockTM  Power Collets from ER 25
 – Optional: Cool Jet bores on Power Collets from ER 25, Ø 6 mm

세이프록을 갖춘 파워 콜렛/Power collets with Safe-LockTM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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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척 / H I g H - P R e C I S I o n  C H u C K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사용:
클램핑 플래트 및  원통 생크와 함께 사용하여 공구의 정밀한 클램핑용.
고속가공에 유용함.
 

 – 공급부품: 클램핑 스크류 및 뽑기후크 포함, 콜렛 및 쿨란트튜브 제외
 – 생크공차 h6
 – 옵션: HG콜렛척은,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HG척용 연장대 있음

Use:
For high-precise clamping of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also with clamping 
flats. Very useful for high-speed machining. 

 – Delivery comprises: high-precision  
chuck with clamping screw and  
pull-out hook, without collet,  
without coolant tube

 – Shank tolerance h6
 – Optional: Cool Jet bores on HG Collets from diam. 6 mm
 – Extensions for High-Precision Chuck available

HG  01      02   03

 Ø D [mm] 30      35   48

 클램핑 Ø/Clamping diameter 2 3 4 5 6 8 10 12 14 16 18 20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20      120   120
주문 번호/Order No. A63.120… …01      …02   …0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122… …01      …02   …03 

Form A100

길이/Length A [mm] 숏/short 120      120   130
주문 번호/Order No. A10.120… …01      …02   …03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122… …01      …02   …03

런아웃 정밀도 < 0,003
Runout accuracy < 0.003

D

3 × D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콜렛/Collets
HG 01  Ø 02 Ø 03 Ø 04 Ø 05 Ø 06 Ø 08 — — — — — —
주문 번호/Order No. 82.510… …02 …03 …04 …05 …06 …08 
HG 02  — — — — — — Ø 10 Ø 12 Ø 14 — — —
주문 번호/Order No. 82.520…       …10 …12 …14
HG 03           Ø 16 Ø 18 Ø 20
주문 번호/Order No. 82.530…          …16 …18 …20
뽑기 후크/Pull-out hook
HG  HG 01      HG 02   HG 03
주문 번호/Order No. 82.570… …00      …00   …00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HG  
주문 번호/Order No. 85.700…1)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HG  HG 01      HG 02   HG 03
주문 번호/Order No. 79.350… …30      …35   …48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1) 테이퍼 수치/Taper size (32 = HSK-32)

품질보증
척 파인 발란스됨
Chuck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HSK-A/DIN 69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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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던 툴 홀더 / W e l D o n  T o o l  H o l D e R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사용:
DIN 1835-B 및 DIN 6535-HB에 따른 웰던 평면을 가진 캇타용

DIN 69882-4

 – 클램핑 스크류 포함, 쿨란트 튜브 제외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cutters with cylindrical shank and Weldon flat according to 
DIN 1835-B and DIN 6535-HB.

DIN 69882-4

 – Delivery: with clamping screw, without coolant tube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25 28 35 42 44 48 50 52 65 72

Form A32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 60 65 — — — — — — —
주문 번호/Order No. A32.000… …06 …08 …10       

Form A40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 60 60 70 75 75 — — — —
주문 번호/Order No. A40.000… …06 …08 …10 …12 …14 …16    

Form A50

길이/Length A [mm] 숏/short 65 65 65 80 — 80 — 80 — —
주문 번호/Order No. A50.000… …06 …08 …10 …12  …16  …20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65 65 65 80 80 80 80 80 110 110
주문 번호/Order No. A63.00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 — — — — — —
주문 번호/Order No. A63.001… …06 …08 …1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002…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Form A80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80 80 — 100 — 100 100 110
주문 번호/Order No. A80.000… …06 …08 …10 …12  …16  …20 …25 …32

Form A100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80 80 80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10.00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002…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클램핑 Ø/Clamping Ø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85.100… …06 …08 …10 …12 …12 …14 …14 …16 …18 …20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치수/Size  
주문 번호/Order No. 85.700…1)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클램핑 Ø/Clamping Ø 숏/short — — — — — 16 18 20 — —
Form A8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48 …50 …52  
Form A10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48 …50 …52  
클램핑 Ø/Clamping Ø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28 …35 …42 …44 …48 …50 …52 …65 …72
쿨젯보아 Ø 6 mm – Ø 20 mm/Cool Jet bores from Ø 6 mm – Ø 20 mm 168 페이지 참조/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쿨젯보아 Ø 25 mm – Ø 32 mm/Cool Jet bores from Ø 25 mm – Ø 32 mm 168 페이지 참조/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6

1) 테이퍼 수치/Taper size (32 = HSK-32)

A

Ø
 D

1

Ø
 D

2 CeRTIFICATe OF qUALITy
척 파인 발란스됨
Chuck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Form A

요청시 쿨란트 튜브/Coolant tubes on demand

HSK-A/DIN 69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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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시 쿨란트 튜브/Coolant tubes on demand

웰던 툴 홀더 / W e l D o n  T o o l  H o l D e R
H S K - e  ·  D I n  6 9 8 9 3 - 5

사용:
DIN 1835-B 및 DIN 6535-HB에 따른 웰던 평면을 가진 캇타용

DIN 69882-4

 – 클램핑 스크류 포함, 쿨란트 튜브 제외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cutters with cylindrical shank and Weldon flat according to 
DIN 1835-B and DIN 6535-HB.

DIN 69882-4

 – Delivery: with clamping screw, without coolant tube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Ø D2 [mm] 25 28 35 42 44 48 50 52

Form e50

길이/Length A [mm] 숏/short 65 65 65 80 — 80 — 80
주문 번호/Order No. e50.000… …06 …08 …10 …12  …16  …20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클램핑 Ø/Clamping Ø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5.100… …06 …08 …10 …12 …12 …14 …14 …16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클램핑 Ø/Clamping Ø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28 …35 …42 …44 …48 …50 …52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A

Ø
 D

1

Ø
 D

2

품질보증
척 파인 발란스됨
Chuck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Form e HSK-E/DIN 69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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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A/DIN 69893-1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페이스 밀 아바 / FA C e  M I l l  A R B o R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사용:
DIN 1880 래디얼 드라이빙 슬롯을 갖춘 페이스 밀 캇타 및 밀링 캇타용,
그리고 Ø 40 이상이고 DIN 2079에 따름
(4개의 추가 나사 보아)

DIN 69882-3

 – 공급 : 타이턴닝볼트, 쿨란트튜브 제외
 – 밀링커팅시 센터쿨링을 위한 꼬리면 쿨란트 배출 보아 포함

Use:
For holding face mill cutters and cutters with radial driving slot DIN 1880 and 
exceeding clamping diameter 40 clamping according to DIN 2079 is possible, 
too (4 additional tapping holes).

DIN 69882-3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without coolant tube
 – With coolant exit bores on the end face for milling cutters with central cool-
ing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2 27 32 40

 Ø D2 [mm] 36 48 60 78 87

 L [mm] 17 19 21 24 27

Form A40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60 — —  
주문 번호/Order No. A40.050… …16.KKB …22.KKB    

Form A50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60 60 —  
주문 번호/Order No. A50.050… …16.KKB …22.KKB …27.KKB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 
주문 번호/Order No. A50.051… …16.KKB …22.KKB …27.KKB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50 60 60 60
주문 번호/Order No. A63.050… …16.KKB …22.KKB …27.KKB …32.KKB …40.KKB 

길이/Length A [mm] 롱/long —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63.051…  …22.KKB …27.KKB …32.KKB …40.KKB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 160 160 160 —
주문 번호/Order No. A63.052…  …22.KKB …27.KKB …32.KKB  

Form A100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50 50 50 60
주문 번호/Order No. A10.050… …16.KKB …22.KKB …27.KKB …32.KKB …40.KKB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10.051… …16.KKB …22.KKB …27.KKB …32.KKB …40.KKB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052… …16.KKB …22.KKB …27.KKB …32.KKB …40.KKB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300… …16 …22 …27 …32 …40 
렌치/Wrench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4.400… …16 …22 …27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40 …50 …60 …78 …87

A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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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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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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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페이스 밀 아바 / FA C e  M I l l  A R B o R
H S K - A 1 2 5  ·  D I n  6 9 8 9 3 - 1

사용:
DIN 1880 래디얼 드라이빙 슬롯을 갖춘 페이스 밀 캇타 및 밀링 캇타용

DIN 69882-3

 – 재보강된 외부 형상
 – 공급 : 타이턴닝볼트, 발란싱나사부위, 쿨란트튜브 제외
 – 밀링커팅시 센터쿨링을 위한 꼬리면 쿨란트 배출 보아 포함

Use:
For holding face mill cutters and cutters with radial driving slot DIN 1880.

DIN 69882-3

 – Reinforced outer contour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balancing thread, without coolant tube
 – With coolant exit bores on the end face for milling cutters with central cool-
ing

클램핑/Clamping   Ø D1 [mm] 22  27

 Ø D2 [mm] 48  60

 L [mm] 19  21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125.050… …22.3.KKB  …27.3.KKB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A125.054… …22.3.KKB  …27.3.KKB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25.052… …22.3.KKB  …27.3.KKB

길이/Length A [mm] ZG200 200  200
주문 번호/Order No. A125.056… …22.3.KKB  …27.3.KKB

HSK-A125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22 27
주문 번호/Order No. 85.300… …22 …27
렌치/Wrench
치수/Size D1  22 27
주문 번호/Order No. 84.400… …22 …27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22 27
주문 번호/Order No. 79.350…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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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E/DIN 69893-5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Form e

페이스 밀 아바 / FA C e  M I l l  A R B o R
H S K - e  ·  D I n  6 9 8 9 3 - 5

사용:
DIN 1880 래디얼 드라이빙 슬롯을 갖춘 페이스 밀 캇타 및 밀링 캇타용,
그리고 Ø 40 이상이고 DIN 2079에 따름
(4개의 추가 나사 보아)

DIN 69882-3

 – 공급 : 타이턴닝볼트, 쿨란트튜브 제외
 – 밀링커팅시 센터쿨링을 위한 꼬리면 쿨란트 배출 보아 포함

Use:
For holding face mill cutters and cutters with radial driving slot DIN 1880 and 
exceeding clamping diameter 40 clamping according to DIN 2079 is possible, 
too (4 additional tapping holes).

DIN 69882-3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without coolant tube
 – With coolant exit bores on the end face for milling cutters with central cool-
ing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2 27 

 Ø D2 [mm] 36 48 60 

 L [mm] 17 19 21 

Form e50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60 60 
주문 번호/Order No. e50.050… …16.KKB …22.KKB …27.KKB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16 22 27
주문 번호/Order No. 85.300… …16 …22 …27
렌치/Wrench
치수/Size D1  16 22 27
주문 번호/Order No. 84.400… …16 …22 …27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16 22 27
주문 번호/Order No. 79.350… …40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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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F/DIN 69893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Form F

페이스 밀 아바 / FA C e  M I l l  A R B o R
H S K - F 6 3  ·  D I n  6 9 8 9 3

사용:
DIN 1880 래디얼 드라이빙 슬롯을 갖춘 페이스 밀 캇타 및 밀링 캇타용,
그리고 Ø 40 이상이고 DIN 2079에 따름
(4개의 추가 나사 보아)

DIN 69882

 – 공급 : 타이턴닝볼트, 쿨란트튜브 제외
 – 밀링커팅시 센터쿨링을 위한 꼬리면 쿨란트 배출 보아 포함

Use:
For holding face mill cutters and cutters with radial driving slot DIN 1880 and 
exceeding clamping diameter 40 clamping according to DIN 2079 is possible, 
too (4 additional tapping holes).

DIN 69882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without coolant tube
 – With coolant exit bores on the end face for milling cutters with central cool-
ing

클램핑/Clamping   Ø D1 [mm] 22 27

 Ø D2 [mm] 48 60

 L [mm] 19 21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60
주문 번호/Order No. F63.050… …22 …27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22 27
주문 번호/Order No. 85.300… …22 …27
렌치/Wrench
치수/Size D1  22 27
주문 번호/Order No. 84.400… …22 …27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22 27
주문 번호/Order No. 79.350… …50 …60HSK 63 / 80 / 100

Form F

Face Mill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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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A/DIN 69893-1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콤비네이션 셀 엔드밀 아바 / CoMBInATIon SHell  enD MIll  ADAPTeR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사용:
DIN 841와 DIN 1880 셀 엔드밀용, DIN 842 앤규럴 밀링 캇타 및
DIN 1830 캇타용.

DIN 69882-2

 – 공급 : 타이턴닝볼트, 드라이빙링 및 키 쿨란트튜브 제외
 – 정면에 절삭유 보아 가능,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shell end mills DIN 841 and DIN 1880 as well as angular milling 
cutters DIN 842 and cutters DIN 1830.

DIN 69882-2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driving ring and feather key, without 
coolant tube

 – Coolant bores on front side for an extra charge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2 27 32 40

 Ø D2 [mm] 32 40 48 58 70

 L1 [mm] 27 31 33 38 41

 L2 [mm] 17 19 21 24 27

Form A40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50 — — —
주문 번호/Order No. A40.040… …16 …22   

Form A50

길이/Length A [mm] 숏/short 50 50 65 — —
주문 번호/Order No. A50.040… …16 …22 …27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 60 60 60 70
주문 번호/Order No. A63.040… …16 …22 …27 …32 …40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63.041… …16 …22 …27 …32 …4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042… …16 …22 …27 …32 …40

Form A100

길이/Length A [mm] 숏/short 60 60 60 60 70
주문 번호/Order No. A10.040… …16 …22 …27 …32 …40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A10.041… …16 …22 …27 …32 …4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A10.042… …16 …22 …27 …32 …40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또는/or U < 1 gmm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요청시 쿨란트 튜브
Coolant tubes 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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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로치 툴 홀더 / W H I S T l e  n o T C H  T o o l  H o l D e R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발란스됨
Chuck balanced  
G6.3 8.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사용:
DIN 1835-E 및 DIN 6535-HE에 따른  원통생크와 경사진 평면를 가진 캇타
용

DIN 69882-5

 – 클램핑 스크류 및 조절 스크류 포함, 쿨란트 튜브 제외
 – 파인 발란싱, 추가비용 발생
 – 쿨제트 갖춘 쿨링, 추가비용 발생

Use:
For clamping cutters with cylindrical shank and inclined flat according  
to DIN 1835-E and DIN 6535-HE.

DIN 69882-5

 – Delivery: with clamping screw and adjusting screw, without coolant tube
 – Fine-balancing for an extra charge
 – Cooling with Cool Jet for an extra charge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25 28 35 42 44 48 50 52 65 72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 80 80 90 90 100 100 100 110 110
주문 번호/Order No. A63.03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Form A100

길이/Length A [mm] 숏/short 90 90 90 100 100 100 100 100 120 120
주문 번호/Order No. A10.03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클램핑 Ø/Clamping Ø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85.100… …06 …08 …10 …12 …12 …14 …14 …16 …18 …20
조절용 스크류/Adjusting screw
HSK-63/80/100 숏/short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85.810… …12.1 …15.1 …18.2 …24.2 …24.2 …46.2 …46.2 …38.2 …38.2 …38.2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클램핑 Ø/Clamping Ø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28 …35 …42 …44 …48 …50 …52 …65 …72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주문 번호/Order No. 85.700…1)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1) 테이퍼 수치/Taper size (32 = HSK-32)

A

Ø
 D

1

Ø
 D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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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 있는 모스테이퍼용 아답터
A D A P T e R  F o R  M o R S e  TA P e R  W I T H  TA n g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발란스됨
Chuck balanced  
G6.3 8.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사용:
DIN 228-1 폼 B에 따른 모스테이퍼 및 탱이 있는 공구용

 – 파인 발란싱, 추가비용 발생

Use:
For holding tools with morse taper and tang 
according to DIN 228-1 form B.

 – Fine-balancing for an extra charge

MK  01 02 03 04

 Ø D [mm]  25 32 40 48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20 14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080… …01 …02 …03 …04

Form A100

길이/Length A [mm] 숏/short 110 120 150 170
주문 번호/Order No. A10.080… …01 …02 …03 …04

액세서리 /Accessories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MK  01 02 03 04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32 …40 …48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주문 번호/Order No. 85.700…1) 

1) 테이퍼 수치/Taper size (32 = HSK-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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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를 가진 모스테이퍼용 아답터
A D A P T e R  F o R  M o R S e  TA P e R  W I T H  T H R e A D
H S K - A  ·  D I n  6 9 8 9 3 - 1

품질보증
척 발란스됨
Chuck balanced  
G6.3 8.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사용:
DIN228-1 폼A에 따른 모스테이퍼 및 나사가 있는 공구용

 – 파인 발란싱, 추가비용 발생
 – 타이턴닝볼트 포함, 쿨란트 튜브 제외

Use:
For holding tools with morse taper with thread 
according to DIN 228-1 form A.

 – Fine-balancing for an extra charge
 – Delivery with tightening bolt without coolant tube

MK  01 02 03 04

 Ø D [mm]  25 32 40 48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 120 140 160
주문 번호/Order No. A63.130…  …02 …03 …04

Form A100

길이/Length A [mm] 숏/short 110 120 150 170
주문 번호/Order No. A10.130… …01 …02 …03 …04

액세서리 /Accessories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MK  01 02 03 04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32 …40 …48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주문 번호/Order No. 85.700…1) 

1) 테이퍼 수치/Taper size (32 = HSK-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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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크 아답터 / B l A n K  A D A P T e R
H S K - A  ·  D I n  6 9 8 9 3

CeRTIFICATe OF qUALITy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사용:
스페셜 공구 제작용

디자인:
HSK는 열처리 및 연마됨, 원통부분은 소프트함

Use:
For manufacturing special tools in your own factory.

Design:
HSK is hardened and ground, the cylindrical part is soft.

 Ø D [mm] 64 83

Form A63

길이/Length A [mm] ZG250 250
주문 번호/Order No. A63.090… …64   

Form A100

길이/Length A [mm] ZG250  250
주문 번호/Order No. A10.090…  …83

A

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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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체인지 탭핑척
Q u I C K  C H A n g e  TA P P I n g  C H u C K
H S K - A 6 3  ·  D I n  6 9 8 9 3 - 1

품질보증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50 바까지 내부 고압 쿨링
Interior high-pressure cooling 
up to 50 bar

사용:
NC-밀링기계의 탭핑에 사용.

유리한 점:
 – 축 방향 길이 보정
 – 50 바까지 내부 고압 쿨링
 – 새롭게 개발된 내부 쿨링을 갖춘 높은 클램핑 안정성을 위한 아답터
 – 높은 센터링 정밀도

 – BILZ 시스템과 비교가 안됨
 – 파인 발란싱, 추가비용 발생
 – 쿨란트 튜브 제외

Use:
For tapping preferrably an NC-milling machines.

Advantages:
 – Axial length compensation
 – Interior high-pressure cooling upto 50 bar
 – Newly developped adapter for high clamping security with interior cooling
 – High centering precision

 – Not compatible with system BILZ!
 – Fine-balancing for an extra charge
 – Delivery without coolant tube

치수/Size  01  03 

 Ø D1 [mm] 20  28 

 Ø D2 [mm] 36  44

탭 /Taps  M3 – M14  M4,5 – M24

길이보정/Length compensation [mm] ± 3  ± 3

Form A63

길이/Length A [mm] 숏/short 100  109
주문 번호/Order No. A63.070… …01  …03

액세서리 /Accessories
쿨란트 튜브/Coolant tube
치수/Size  01  03
주문 번호/Order No. 85.700… …63  …63
퀵 체인지 인서트
quick Change Insert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주문 번호/Order No. 104/11.00.020402

A

Ø
 D

1

Ø
 D

2

길이 보정
Length compensat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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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밀도는 최적의 클램핑력을 필요로한다
파워 콜렛 토르크 렌치

More precision needs optimized clamping:
Torque Master torque w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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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I M e R  C A P T o TM C 6
I S o  2 6 6 2 3

스티프 테이퍼와 비교하여 HAIMER CAPTO는 하기의 장점이 있음:

 – 공구를 스핀들에 장착시 높은 반복 정밀도
 – 단면접촉으로 축방향 위치가 일정
 – 고속 가공에 적합
 – 풀스터드 볼트 필요없음
 – 테이퍼가 진 폴리건 및 플랜지 위치 단면을 갖춘 인터페이스
 – 원주방향에서의 정확한 위치
 – 높은 런아웃 정밀도, 토르크 및 견고성
 – 높은 정밀도를 갖춘 혁신적인 모듈러 툴 시스템
 – 선반 및 밀링 모두에 적합
 – 데이타 칩용 보아 포함 Ø 10mm

재질:
 – 고응력 부품을 위한 스페셜 표면 경화강
 – 경도 60-2 HRC
 – 인장강도  최소  950 N/mm2

Compared to the steep taper the HAIMeR CAPTOTM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 High repetition accuracy when clamping tools into spindle
 – Fix axial positioning by flat contact surface
 – Suitable for high speed cutting
 – No pull stud necessary 
 – Interface with a unique tapered polygon and flange location face
 – Exact positioning in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
 – Highest runout accuracy, torque and rigidity
 – Innovative modular tool system with highest precision
 – Suitable for both turning and milling centres
 – Incl. bore for data chip Ø 10 mm

Material:
 – Special case-hardening steel for highly stressed parts
 – Surface hardness: 60 – 2 HRC
 – Tensile strength in core min. 950 N/mm2

길이/Length [mm] D1 D2 L1 L2 L3 L4 T1

HAIMeR CAPTOTM C6 63 10 38 22 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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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아웃 정밀도/ R u n o u T  A C C u R A C y
I S o  2 6 6 2 3

게이지 범위/Gage length A < 160 A >− 160

최대 런아웃 공차 mm /max. runout tolerance in mm

열박음척/Shrink fit chuck 0.003 0.004

콜렛 척 ER/Collet chuck ER 0.003 0.004

웰던 툴 홀더/Weldon tool holder 0.003 0.004

페이스 밀 아바/Face mill arbor 0.006 0.006

런아웃  
정밀도

Runou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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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모든 열박음기계에 적합한 열박음 척
Ø 3 부터 Ø 32까지 유효함
 – 테이퍼가 진 폴리건 및 플랜지 위치 단면을 갖춘 인터페이스
 – 높은 런아웃 정밀도, 토르크 및 견고성
 – 높은 정밀도를 갖춘 혁신적인 모듈러 툴 시스템
 – 선반 및 밀링 모두에 적합
 – 세트스크류에 의한 파인 발란싱 가능
 – 쿨젯 또는 쿨플래쉬(추가비용 발생)

ISO 26623
 – 백업 스크류 포함

Use:
Shrink Fit chuck suitable to all kind of shrink fit units.
Available from Ø 3 to Ø 32.
 – Interface with a unique tapered polygon and flange location face
 – Exact positioning in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
 – Highest runout accuracy, torque and rigidity
 – Innovative modular tool system with highest precision
 – Suitable for both turning and milling centres
 – With threaded holes in order to balance with screws
 – With Cool Jet or Cool Flash (for an extra charge)

ISO 26623
 – Delivery: With back-up screw

클램핑/Clamping  Ø D1 [mm]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10 10 10 21 21 24 24 27 27 33 33 44 44

 Ø D3 [mm] — — — 27 27 32 32 34 34 42 42 53 53

 L [mm] 09 12 15 36 36 42 47 47 50 50 52 58 58

길이/Length A [mm] 숏/short 801) 801) 801) 80 80 80 80 85 85 85 85 90 95
주문 번호/Order No. CC6.140… …03 …04 …05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롱/long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주문 번호/Order No. CC6.141…    …06 …08 …10 …12 …14 …16 …18 …20

길이/Length A [mm] ZG130 — — —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CC6.144…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 — —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CC6.142…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열박음척 / S H R I n K  F I T  C H u C K
H A I M e R  C A P T o TM C 6  ·  I S o  2 6 6 2 3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파워열박음척 울트라숏 버전/Power Shrink Chuck ultra short version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Ø D2 [mm] 22 22 26,5 26,5 29,5 29,5 35,5 35,5 45 45

 Ø D3 [mm] — — — — — — — — — —

 L [mm] 38 38 43 46 48 51 51 53 60 65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52) 652) 652) 652) 702) 702) 702) 702) 802) 802)

주문 번호/Order No. CC6.145… …06.3 …08.3 …10.3 …12.3 …14.3 …16.3 …18.3 …20.3 …25.3 ...32.3

액세서리 /Accessories
열박음 익스텐션/Shrink fit extensions

발란스 스크류/Balance screws

리덕션 슬리브/Reduction sleeves

백업 스크류 /Back-up screws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168 페이지 참조/ See page 168

쿨플래쉬/ Cool Flash  주문 번호/Order No. 91.100.40 166 페이지 참조/See page 166

1) 백업 스크류 미포함, 발란싱 스크류 나사자리 없음, 외부 냉각용 슬릿이 보아를 따라 파여 있음
Without back-up screw, without threads for balancing screws, with slits along the clamping bore for cooling from outside
2)  백업 스크류 미포함/ Without back-up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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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 척 ER / ColleT  CHuCK eR
H A I M e R  C A P T o TM C 6  ·  I S o  2 6 6 2 3

사용:
DIN 6499에 따른 원통형생크를 갖춘 캇타용
ER16부터 ER40까지 유효함.

ISO 26623

 – 공급: 로크너트 (발란스 됨,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슬라이딩 코팅)
 – 네가지 다른 길이 사용 가능, 또한 두가지 길이의 미니 ER-11과 미니 ER-
16

Use:
For clamping cutters with cylindrical shank in collets according to DIN 6499. 
Available from ER 16 to 40.

ISO 26623

 – Included in delivery: With locknut (balanced, with slide coating for higher 
clamping forces)

 – In four different lengths available, additionally Mini-ER 11 and Mini-ER 16 in 
two lenghts.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액세서리 /Accessories
콜렛/Collets

로크너트(발란스 됨)/Locknut (pr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 ...20 …25 …32 …40
로크너트 HS(파인 발란스 됨)/Chuck nut HS (fine-balanced)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3.912…  …16.HS …20.HS …25.HS ...32.HS …40.HS
포크렌치/Fork wrench
치수/Size    ER 16 ER20 
주문 번호/Order No. 84.200…   …16 ...20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치수/Size   — —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4.200…    ...25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8 ...34 …42 …48 …50
조절용 스크류/Adjusting screw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ER 40
주문 번호/Order No. 85.800…  …34 ...34 …34 …35 …35

1) 백업 스크류용 나사 미포함/Without thread for back-up screw
2) 드릴로 관통/Drilled through

A

ER Ø
 D

L

8°

eR  16 20 25 32 40

 Ø D [mm] 28 34 42 50 63

클램핑 범위/Clamping range [mm] 0,5–10,0 1,5–13,0 1,0–16,0 1,5–20,0 2,5–26,0

 L [mm] 울트라 숏/ultra short 2) 2) 48,5 47,5 53,5

L [mm]  33 39 41,5 47,5 53,5

길이/Length A [mm] 울트라 숏/ultra short 60 60 60 60 65
주문 번호/Order No.  CC6.025… …161) …201) …251) …321) …401)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100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CC6.021… …16 …20 …25 …32 …40

길이/Length A [mm] ZG130 130 130 130 130 130
주문 번호/Order No.  CC6.024… …16 …20 …25 …32 …40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160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CC6.022… …16 …20 …25 …32 …40

콜렛 척/Collet Chuck Mini-eR 11 16

 Ø D [mm] 16 22

 L [mm] 25,5 39,5

길이/Length A [mm] 롱/long 100 100
주문 번호/Order No.  CC6.021… …11.71) …16.71)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160 160
주문 번호/Order No.  CC6.022… …11.71)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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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DIN 1835-B 및 DIN 6535-HB에 따른 웰던 평면을 가진 캇타용 
Ø 6 부터 Ø 40 mm. 숏버전
 – 테이퍼가 진 폴리건 및 플랜지 위치 단면을 갖춘 인터페이스
 – 높은 런아웃 정밀도, 토르크 및 견고성
 – 높은 정밀도를 갖춘 혁신적인 모듈러 툴 시스템
 – 선반 및 밀링 모두에 적합

ISO 26623

 – 클램핑 스크류 포함

Use:
For clamping cutters with cylindrical shanks and Weldon flat according to DIN 
1835-B and DIN 6935-HB.
From Ø 6 to Ø 40 mm. Short version available.
 – Interface with a unique tapered polygon and flange location face
 – Exact positioning in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
 – Highest runout accuracy, torque and rigidity
 – Innovative modular tool system with highest precision
 – Suitable for both turning and milling centres

ISO 26623

 – Delivery: with clamping screw

웰던 툴 홀더 / W e l D o n  T o o l  H o l D e R
H A I M e R  C A P T o TM C 6  ·  I S o  2 6 6 2 3

품질보증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40

 Ø D2 [mm] 25 28 35 42 44 48 50 52 64 72 80

길이/Length A [mm] 숏/short 55 55 60 60 60 65 65 65 80 90 100
주문 번호/Order No. CC6.000…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40

액세서리 /Accessories
클램핑 스크류/Clamping screw
클램핑 Ø/Clamping Ø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100…  …06 …08 …10 …12 …12 …14 …14 …16 ...18 ...20 ...25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클램핑 Ø/Clamping Ø 롱/오버사이즈/long/oversize 06 08 10 12 14 16 18 20 25 32 40
주문 번호/Order No. 79.350… …25 …28 …35 …42 …44 …48 …50 …52 ...64 ...72 ...80
쿨젯보아 Ø 6 mm – Ø 20 mm/Cool Jet bores from Ø 6 mm – Ø 20 mm 168 페이지 참조/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쿨젯보아 Ø 25 mm – Ø 32 mm/Cool Jet bores from Ø 25 mm – Ø 32 mm 168 페이지 참조/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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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밀 아바 / FACe MIll  ARBoR
H A I M e R  C A P T o TM C 6  ·  I S o  2 6 6 2 3

사용:
레이디얼 드라이빙 슬롯 DIN 1880을 갖춘 페이스밀 캇타 및 캇타용
 – 테이퍼가 진 폴리건 및 플랜지 위치 단면을 갖춘 인터페이스
 – 높은 런아웃 정밀도, 토르크 및 견고성
 – 높은 정밀도를 갖춘 혁신적인 모듈러 툴 시스템
 – 선반 및 밀링 모두에 적합

ISO 26623

 – 공급: 타이턴닝볼트
 – 밀링커팅시 센터쿨링을 위한 꼬리면 쿨란트 배출 보아 포함

Use:
For clamping face mill cutters and cutters with radial driving slot DIN 1880.
 – Interface with a unique tapered polygon and flange location face
 – Exact positioning in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
 – Highest runout accuracy, torque and rigidity
 – Innovative modular tool system with highest precision
 – Suitable for both turning and milling centres

ISO 26623

 – Included in delivery: tightening bolt
 – With coolant exit bores on the end face for milling cutters with central cool-
ing

CeRTIFICATe OF qUALITy
척 바디 파인 발란스 
Chuck body fine balanced  
G2.5 25.000 1/min

모든 기능적 표면 가공됨
All functional surfaces fine machined

DIN보다 더 정밀함
More accurate than DIN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2 27 32 40

 Ø D2 [mm] 36 48 60 63 70

 L [mm] 17   19  21   24  27

길이/Length A [mm] 숏/short 40 25 25 25 40
주문 번호/Order No. CC6.050... …16.KKB …22.KKB …27.KKB …32.KKB ...40.KKB 

액세서리 /Accessories
타이턴닝 볼트/Tightening bolt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5.300… …16  …22 …27 ...32 ...40
렌치/Wrench
치수/Size D1  16 22 27 32 40
주문 번호/Order No. 84.400… …16 …22 …27 ...32 ...40
발란스 인덱스 링/Balancing index rings
치수/Size D1  16 
주문 번호/Order No. 79.350… …36 
쿨란트 보아/Coolant bores 
주문 번호/Order No. 9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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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MER 툴매니지먼트 로지스틱 시스템
H A I M e R  T o o l  M A n A g e M e n T  l o g I S T I C S  S y S T e M

HAIMER 툴매니지먼트는 툴클램핑과 관련있는 시스템 파트너로써
HAIMER 제품 프로그램을 완성시킨다. 예를 들면 HAIMER는 단일소스
로부터 완벽한 툴매니지먼트 부품를 제공한다. 툴 프리셋팅과 툴 매니지
먼트를 위한 완벽한 해결책으로서 HAIMER 툴 매니지먼트는 작업장의 
설계를 위하여 기능적이고 인공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툴 저장, 셋업 
및 관리는 HAIMER 해결책 에 의해서 단순화되고 최적화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작업이 보장되어 진다. 

 – 고객의 요구에 의해 설계된 모듈러 룸
 – 열박음, 발란싱 및 프리셋팅은 이미 내장형으로 되어 있음
 – 집중된 작업에 적합하도록 날씬하고 격리된 솔루션

추가정보는 HAIMER Tool Management 카타로그를 참고할 것

The HAIMER Tool Management completes the HAIMER product program 
as a system partner around tool clamping. i.e. HAIMER offers the complete 
Tool Management equipment from a single source. As a complete solution 
for tool presetting and tool management the HAIMER Tool  Management 
especially complies with functional and ergonomic criteria for the design 
of work stations. The storage, setup and management of tools is simplified 
and optimized by the HAIMER solutions so that efficient working is guaran-
teed.

 – Modular room design to customer’s requirements
 – Shrinking, balancing and presetting already integrated into the concept
 – Tidy and isolated solution for concentrated working

See our catalogue „HAIMER Tool Management“ for further information.

HAIMER 툴매니지먼트 로지스틱 시스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For efficien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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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Products

페이지 
Page

특징 
Characteristics

적용 
Application

 소재 
Material

특성 
Features

unI Z3 –  F1003nn  96– 97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unI Z4 –  F1004nn 챔퍼/CHAMFeR 98 – 99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황삭 및 정삭/ 

Roughing and finishing

unI  Z4 –  F1004nn 래디우스/RADIuS 100 – 101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황삭 및 정삭/ 

Roughing and finishing

unI  Z5 –  F1005ll 챔퍼/CHAMFeR 102 – 103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HPC정삭 3xD1까지 가능/ 

HPC finishing up to 3xD1

unI Z4 –  F1304nn 코드프로필/
CoRDPRoFIle

104 – 105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저출력 머신에 사용/ 

For low power machines
  칩 제거에 우수/ 

For applic. with chip evacuation issues
 황삭/Roughing

개요
o v e R v I e W

S

35°

36°
37°

41°
43°

41°
43°

46°
47°

32°
35°

4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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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Products

페이지 
Page

특징 
Characteristics

적용 
Application

 소재 
Material

특성 
Features

unI Z3 –  F1003nn  96– 97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unI Z4 –  F1004nn 챔퍼/CHAMFeR 98 – 99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황삭 및 정삭/ 

Roughing and finishing

unI  Z4 –  F1004nn 래디우스/RADIuS 100 – 101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황삭 및 정삭/ 

Roughing and finishing

unI  Z5 –  F1005ll 챔퍼/CHAMFeR 102 – 103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HPC정삭 3xD1까지 가능/ 

HPC finishing up to 3xD1

unI Z4 –  F1304nn 코드프로필/
CoRDPRoFIle

104 – 105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저출력 머신에 사용/ 

For low power machines
  칩 제거에 우수/ 

For applic. with chip evacuation issues
 황삭/Roughing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N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S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S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S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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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조건은 참고치이며, 적용분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Cutting data are reference values and nee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area.

D1과 가공폭에 따른 날당이송(mm/tooth)/Feed per tooth (mm/tooth) in relation with D1 and cutting width ae

ae ø  2 ø  3 ø  4 ø  5 ø  6 ø  8 ø  10 ø  12 ø  14 ø  16 ø  18 ø  20

25% ø 0,017 0,026 0,034 0,043 0,051 0,068 0,085 0,102 0,119 0,136 0,153 0,170

50% ø 0,013 0,019 0,025 0,031 0,038 0,050 0,063 0,075 0,088 0,100 0,113 0,125

100% ø 0,010 0,015 0,020 0,025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090 0,100

하이머 소재 분류 
HAIMeR Material groups

소재의 예 
example material 

소재 정보 
Material information

가공 폭/Cutting width ae 

독일공업규격 DIN 
DIn

소재번호 
Material no.

인장 강도 
Tensile 
strength

함유량/강도 
Content/
Hardness

가공속도 Vc(m/min) 
Cutting speed vc (m/min)

P1 일반 구조용 강 
General construction steels

S235JR (RST37-2), 
E295 (St 50-2), C45

1.0038, 1.0050, 
1.0503  800 N/mm²

에 25 HRC
up to 25 
HRC

170 – 200 210 – 240 250 – 270

P2 열처리 강 
Heat treated steels

X38CrMoV5-3, 
X153CrMoV12, 
X100CrMoV5, 42CrMo4

1.2367, 1.2379, 
1.2363, 1.7225 > 800 N/mm²

에 45 HRC
up to 45 
HRC

90 – 110 110 – 130 130 – 150

M1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8CrNiS18-9, 
X5CrNI18-10,
X46Cr13

1.4305, 1.4301, 
1.4034  650 N/mm² 60 – 80 90 – 110 110 – 130

M2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6CrNiMoTi17-12-2, 
X2CrNiMo17-12-2, 
X4CrNiMo16-5-1

1.4571, 1.4404, 
1.4418 > 650 N/mm² 40 – 60 60 – 80 80 – 100

K1 주철 
Cast iron

EN-GJL200 (GG20),EN-
GJLZ (GG40), EN-
GJS-400-15 (GGG40)

0.6020, 0.6040, 
0.7040  450 N/mm² 110 – 130 130 – 150 200 – 220

K2 주철 
Cast iron

EN-GJS-600-3 (GGG60), 
EN-GJS-700-2 (GGG70) 0.7060, 0.7070 > 450 N/mm² 90 – 110 110 – 130 160 – 180

N1 알류미늄 합금 
Wrenght aluminium alloys AlMg1 3.3315 600 – 1800 600 – 1800 600 – 1800

N2 주조 알류미늄 합금 
Aluminium cast alloys G-Alsi12 3.2581 Si > 12% 300 – 600 300 – 600 300 – 600

ae = 100% D1
ap = 1 x D1

ae = 50% D1 
ap = 1,5 x D1

ae = 25% D1 
ap = l1 max.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3  –  F 1 0 0 3 n n

절삭 조건/Cutting data

플런징 fz 0,01
Plunging fz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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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분야 – 소재/Application area - material*

*하이머 소재 페이지107를 참고  *see HAIMER material page 107 

• 모든 강(Steel)용
• 황삭 및 정삭용

• For all steel materials
• For roughing and finishing

품번 
Article-Code

하이머 품질 등급 
HAIMeR Quality

D1 (h9) 
D1 (h9)

절삭인선 
Cutting edge

l1 max. 
l1 max.

l (+/- 0,05) 
l (+/- 0,05)

l2 
l2

D2 
D2

D (h5) 
D (h5)

lS 
lS

생크 
Shank

F1003NNL0200S.. AA 2,00 S 7 58 9 1,9 6 45,5 S-

F1003NNL0300S.. AA 3,00 S 8 58 10 2,9 6 44,8 S-

F1003NNL0400S.. AA 4,00 S 11 58 15 3,8 6 40,2 S-

F1003NNL0500S.. AA 5,00 S 13 58 18 4,8 6 37,8 S-

F1003NNL0600S.. AA 6,00 S 13 58 20 5,7 6 36,5 S-

F1003NNL0800S.. AA 8,00 S 19 64 26 7,6 8 36,5 S-

F1003NNL1000S.. AA 10,00 S 22 73 31 9,5 10 40,5 S-

F1003NNL1200S.. AA 12,00 S 26 84 36 11,4 12 45,5 S-

F1003NNL1400S.. AA 14,00 S 26 84 36 13,3 14 45,5 S-

F1003NNL1600S.. AA 16,00 S 32 93 42 15,2 16 48,5 S-

F1003NNL1800S.. AA 18,00 S 32 93 42 17,1 18 48,5 S-

F1003NNL2000S.. AA 20,00 S 38 105 52 19 20 50,5 S-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3  –  F 1 0 0 3 n n

D

D1
L1

L2

L

S D2

D2

LS

D

D1
L1

L2

L

LS

S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N

S Co
ol

 F
la

sh

MMS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 Fine balanced
 런아웃 < 5 μ/Runout < 5 µm

특징
Characteristics

적용
Application

쿨란트
Coolant

Air

절삭 조건/Cutting data     기술자료 및 제품특징/Technical data and Product characteristics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문 코드 = 품번 +하이머 품질등급
Order code = Article Code + HAIMER Quality.

P1
P2

35°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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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절삭 조건/Cutting data

가공조건은 참고치이며, 적용분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Cutting data are reference values and nee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area.

하이머 소재 분류 
HAIMeR Material groups

소재의 예 
example material 

소재 정보 
Material information

가공 폭/Cutting width ae 

독일공업규격 DIN 
DIn

소재번호 
Material no.

인장 강도 
Tensile strength

함유량/강도 
Content/
Hardness

가공속도 Vc(m/min) 
Cutting speed vc (m/min)

P1 일반 구조용 강 
General construction steels

S235JR (RST37-2), 
E295 (St 50-2), C45

1.0038, 1.0050, 
1.0503  800 N/mm²

에 25 HRC
up to 25 
HRC

170 – 200 210 – 240 250 – 270

P2 열처리 강 
Heat treated steels

X38CrMoV5-3, 
X153CrMoV12, 
X100CrMoV5, 42CrMo4

1.2367, 1.2379, 
1.2363, 1.7225 > 800 N/mm²

에 45 HRC
up to 45 
HRC

90 – 110 110 – 130 130 – 150

M1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8CrNiS18-9, 
X5CrNI18-10,
X46Cr13

1.4305, 1.4301, 
1.4034  650 N/mm² 60 – 80 90 – 110 110 – 130

M2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6CrNiMoTi17-12-2, 
X2CrNiMo17-12-2, 
X4CrNiMo16-5-1

1.4571, 1.4404, 
1.4418 > 650 N/mm² 40 – 60 60 – 80 80 – 100

K1 주철 
Cast iron

EN-GJL200 (GG20),EN-
GJLZ (GG40), EN-
GJS-400-15 (GGG40)

0.6020, 0.6040, 
0.7040  450 N/mm² 110 – 130 130 – 150 200 – 220

K2 주철 
Cast iron

EN-GJS-600-3 (GGG60), 
EN-GJS-700-2 (GGG70) 0.7060, 0.7070 > 450 N/mm² 90 – 110 110 – 130 160 – 180

S1 티타늄&티타늄 합금 
Titan & Titan alloys TiAl6V4 3.7165 60 – 80 60 – 80 60 – 80

S2 고온 합금 
High Temp alloys Inconel; NIMONIC 800 – 1700 

N/ mm² 30 – 40 30 – 40 30 – 40

ae = 100% D1
ap = 1 x D1

ae = 50% D1 
ap = 1,5 x D1

ae = 25% D1 
ap = l1 max.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4  –  F 1 0 0 4 n n  챔퍼/ C H A M F e R

D1과 가공폭에 따른 날당이송(mm/tooth)/Feed per tooth (mm/tooth) in relation with D1 and cuttingwidth ae

ae ø  2 ø  3 ø  4 ø  5 ø  6 ø  8 ø  10 ø  12 ø  14 ø  16 ø  18 ø  20

25% ø 0,017 0,026 0,034 0,043 0,051 0,068 0,085 0,102 0,119 0,136 0,153 0,170

50% ø 0,013 0,019 0,025 0,031 0,038 0,050 0,063 0,075 0,088 0,100 0,113 0,125

100% ø 0,010 0,015 0,020 0,025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090 0,100

                기술자료 및 제품특징/Technical data and Produc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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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절삭 조건/Cutting data

 적용분야 – 소재/Application area - material*

*하이머 소재 페이지107를 참고  *see HAIMER material page 107 

• 모든 강(Steel)용
• 황삭 및 정삭용

• For all steel materials
• For roughing and finishing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4  –  F 1 0 0 4 n n  챔퍼/ C H A M F e R

D

D1
L1

L2

L

C D2

D2

LS

D

D1
L1

L2

L

LS

C

Co
ol

 F
la

sh

MMS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황삭 및 정삭/Roughing, finishing
 런아웃 < 5 μ/Runout < 5 µm

특징
Characteristics

적용
Application

쿨란트
Coolant

Air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S

품번 
Article-Code

하이머 품질 등급 
HAIMeR Quality

D1 (h9) 
D1 (h9)

절삭인선 
Cutting edge

챔퍼크기 
Size

l1 max. 
l1 max.

l (+/- 0,05) 
l (+/- 0,05)

l2 
l2

D2 
D2

D (h5) 
D (h5)

lS 
lS

생크 
Shank

F1004NNL0200C.. AA 2,00 C 0.10 7 58 9 1,9 6 45,5 S-

F1004NNL0300C.. AA 3,00 C 0.10 8 58 10 2,9 6 44,8 S-

F1004NNL0400C.. AA 4,00 C 0.15 11 58 15 3,8 6 40,2 S-

F1004NNL0500C.. AA 5,00 C 0.15 13 58 18 4,8 6 37,8 S-

F1004NNL0600C.. AA 6,00 C 0.20 13 58 20 5,7 6 36,5 S-

F1004NNL0800C.. AA 8,00 C 0.20 19 64 26 7,6 8 36,5 S-

F1004NNL1000C.. AA 10,00 C 0.30 22 73 31 9,5 10 40,5 S-

F1004NNL1200C.. AA 12,00 C 0.30 26 84 36 11,4 12 45,5 S-

F1004NNL1400C.. AA 14,00 C 0.40 26 84 36 13,3 14 45,5 S-

F1004NNL1600C.. AA 16,00 C 0.50 32 93 42 15,2 16 48,5 S-

F1004NNL1800C.. AA 18,00 C 0.50 32 93 42 17,1 18 48,5 S-

F1004NNL2000C.. AA 20,00 C 0.60 38 105 52 19 20 50,5 S-

                기술자료 및 제품특징/Technical data and Product characteristics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문 코드 = 품번 +하이머 품질등급
Order code = Article Code + HAIMER Quality.

P1
P2

4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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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가공조건은 참고치이며, 적용분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Cutting data are reference values and nee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area.

하이머 소재 분류 
HAIMeR Material groups

소재의 예 
example material 

소재 정보 
Material information

가공 폭/Cutting width ae 

독일공업규격 DIN 
DIn

소재번호 
Material no.

인장 강도 
Tensile 
strength

함유량/강도 
Content/
Hardness

가공속도 Vc(m/min) 
Cutting speed vc (m/min)

P1 일반 구조용 강 
General construction steels

S235JR (RST37-2), 
E295 (St 50-2), C45

1.0038, 1.0050, 
1.0503  800 N/mm²

에 25 HRC
up to 25 
HRC

170 – 200 210 – 240 250 – 270

P2 열처리 강 
Heat treated steels

X38CrMoV5-3, 
X153CrMoV12, 
X100CrMoV5, 42CrMo4

1.2367, 1.2379, 
1.2363, 1.7225 > 800 N/mm²

에 45 HRC
up to 45 
HRC

90 – 110 110 – 130 130 – 150

M1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8CrNiS18-9, 
X5CrNI18-10,
X46Cr13

1.4305, 1.4301, 
1.4034  650 N/mm² 60 – 80 90 – 110 110 – 130

M2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6CrNiMoTi17-12-2, 
X2CrNiMo17-12-2, 
X4CrNiMo16-5-1

1.4571, 1.4404, 
1.4418 > 650 N/mm² 40 – 60 60 – 80 80 – 100

K1 주철 
Cast iron

EN-GJL200 (GG20),EN-
GJLZ (GG40), EN-
GJS-400-15 (GGG40)

0.6020, 0.6040, 
0.7040  450 N/mm² 110 – 130 130 – 150 200 – 220

K2 주철 
Cast iron

EN-GJS-600-3 (GGG60), 
EN-GJS-700-2 (GGG70) 0.7060, 0.7070 > 450 N/mm² 90 – 110 110 – 130 160 – 180

S1 티타늄&티타늄 합금 
Titan & Titan alloys TiAl6V4 3.7165 60 – 80 60 – 80 60 – 80

S2 고온 합금 
High Temp alloys Inconel; NIMONIC 800 – 1700 

N/ mm² 30 – 40 30 – 40 30 – 40

ae = 100% D1
ap = 1 x D1

ae = 50% D1 
ap = 1,5 x D1

ae = 25% D1 
ap = l1 max.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4  –  F 1 0 0 4 n n  래디우스/RADIuS

D1과 가공폭에 따른 날당이송(mm/tooth)/Feed per tooth (mm/tooth) in relation with D1 and cutting width ae

ae ø  2 ø  3 ø  4 ø  5 ø  6 ø  8 ø  10 ø  12 ø  14 ø  16 ø  18 ø  20

25% ø 0,017 0,026 0,034 0,043 0,051 0,068 0,085 0,102 0,119 0,136 0,153 0,170

50% ø 0,013 0,019 0,025 0,031 0,038 0,050 0,063 0,075 0,088 0,100 0,113 0,125

100% ø 0,010 0,015 0,020 0,025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090 0,100

절삭 조건/Cutting data



101

솔
리

드
 카

바
이

드
 앤

드
밀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적용분야 – 소재/Application area - material*

*하이머 소재 페이지107를 참고  *see HAIMER material page 107 

• 모든 강(Steel)용
• 황삭 및 정삭용

• For all steel materials
• For roughing and finishing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4  –  F 1 0 0 4 n n  래디우스/RADIuS

D

D1
L1

L2

L

R D2

D2

LS

D

D1
L1

L2

L

LS

R

Co
ol

 F
la

sh

MMS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 Fine balanced
 황삭 및 정삭/Roughing, finishing
 런아웃 < 5 μ/Runout < 5 µm

특징
Characteristics

적용
Application

쿨란트
Coolant

Air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S

품번 
Article-Code

하이머 품질 등급 
HAIMeR Quality

D1 (h9) 
D1 (h9)

절삭인선 
Cutting edge

챔퍼크기 
Size

l1 max. 
l1 max.

l (+/- 0,05) 
l (+/- 0,05)

l2 
l2

D2 
D2

D (h5) 
D (h5)

lS 
lS

생크 
Shank

F1004NNL0200R0.20.. AA 2,00 R 0.20 7 58 9 1,9 6 45,5 S-

F1004NNL0300R0.30.. AA 3,00 R 0.30 8 58 10 2,9 6 44,8 S-

F1004NNL0400R0.50.. AA 4,00 R 0.50 11 58 15 3,8 6 40,2 S-

F1004NNL0500R0.50.. AA 5,00 R 0.50 13 58 18 4,8 6 37,8 S-

F1004NNL0600R0.50.. AA 6,00 R 0.50 13 58 19 5,7 6 36,5 S-

F1004NNL0800R0.50.. AA 8,00 R 0.50 19 64 25 7,6 8 36,5 S-

F1004NNL1000R0.50.. AA 10,00 R 0.50 22 73 30 9,5 10 40,5 S-

F1004NNL1200R0.50.. AA 12,00 R 0.50 26 84 36 11,4 12 45,5 S-

F1004NNL1400R0.50.. AA 14,00 R 0.50 26 84 36 13,3 14 45,5 S-

F1004NNL1600R0.50.. AA 16,00 R 0.50 32 93 42 15,2 16 48,5 S-

F1004NNL1800R0.50.. AA 18,00 R 0.50 32 93 42 17,1 18 48,5 S-

F1004NNL2000R0.50.. AA 20,00 R 0.50 38 105 52 19 20 50,5 S-

R

절삭 조건/Cutting data      기술자료 및 제품특징/Technical data and Product characteristics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문 코드 = 품번 +하이머 품질등급
Order code = Article Code + HAIMER Quality.

P1
P2

4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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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가공조건은 참고치이며, 적용분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Cutting data are reference values and nee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area.

하이머 소재 분류 
HAIMeR Material groups

소재의 예 
example material 

소재 정보 
Material information

가공 폭/Cutting width ae 

독일공업규격 DIN 
DIn

소재번호 
Material no.

인장 강도 
Tensile 
strength

함유량/강도 
Content/
Hardness

가공속도 Vc(m/min) 
Cutting speed vc (m/min)

P1 일반 구조용 강 
General construction steels

S235JR (RST37-2), 
E295 (St 50-2), C45

1.0038, 1.0050, 
1.0503  800 N/mm²

에 25 HRC
up to 25 
HRC

250 – 270

P2 열처리 강 
Heat treated steels

X38CrMoV5-3, 
X153CrMoV12, 
X100CrMoV5, 42CrMo4

1.2367, 1.2379, 
1.2363, 1.7225 > 800 N/mm²

에 45 HRC
up to 45 
HRC

130 – 150

M1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8CrNiS18-9, 
X5CrNI18-10,
X46Cr13

1.4305, 1.4301, 
1.4034  650 N/mm² 110 – 130

M2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6CrNiMoTi17-12-2, 
X2CrNiMo17-12-2, 
X4CrNiMo16-5-1

1.4571, 1.4404, 
1.4418 > 650 N/mm² 80 – 100

K1 주철 
Cast iron

EN-GJL200 (GG20),EN-
GJLZ (GG40), EN-
GJS-400-15 (GGG40)

0.6020, 0.6040, 
0.7040  450 N/mm² 200 – 220

K2 주철 
Cast iron

EN-GJS-600-3 (GGG60), 
EN-GJS-700-2 (GGG70) 0.7060, 0.7070 > 450 N/mm² 160 – 180

S1 티타늄&티타늄 합금 
Titan & Titan alloys TiAl6V4 3.7165 60 – 80

S2 고온 합금 
High Temp alloys Inconel; NIMONIC 800 – 1700 

N/ mm² 30 – 40

ae = 5% D1 
ap = l1 max.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5  –  F 1 0 0 5 l l  챔퍼/ C H A M F e R

D1과 가공폭에 따른 날당이송(mm/tooth)/Feed per tooth (mm/tooth) in relation with D1 and cutting width ae

ae ø  6 ø  8 ø  10 ø  12 ø  14 ø  16 ø  18 ø  20

5% ø 0,051 0,068 0,085 0,102 0,119 0,136 0,153 0,170

절삭 조건/Cutt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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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적용분야 – 소재/Application area - material*

*하이머 소재 페이지107를 참고  *see HAIMER material page 107 

• 모든 강(Steel)용
• 정삭용

• For all steel materials
• For finishing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5  –  F 1 0 0 5 l l  챔퍼/ C H A M F e R

D2 D

D1
L1

L2

L

LS

C
Co

ol
 F

la
sh

MMS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HPC정삭 3xD1까지 가능/ 

 HPC finishing up to 3xD1
 런아웃 < 5 μ/Runout < 5 µm

특징
Characteristics

적용
Application

쿨란트
Coolant

Air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S

품번 
Article-Code

하이머 품질 등급 
HAIMeR Quality

D1 (h9) 
D1 (h9)

절삭인선 
Cutting edge

챔퍼크기 
Size

l1 max. 
l1 max.

l (+/- 0,05) 
l (+/- 0,05)

l2 
l2

D2 
D2

D (h5) 
D (h5)

lS 
lS

생크 
Shank

F1005LLL0600C.. AA 6,00 C 0.20 18 62 24 5,7 6 36 S-

F1005LLL0800C.. AA 8,00 C 0.20 24 70 32 7,6 8 36 S-

F1005LLL1000C.. AA 10,00 C 0.30 30 82 40 9,5 10 40 S-

F1005LLL1200C.. AA 12,00 C 0.30 36 95 48 11,4 12 45 S-

F1005LLL1400C.. AA 14,00 C 0.40 42 105 56 13,3 14 46 S-

F1005LLL1600C.. AA 16,00 C 0.50 48 115 64 15,2 16 48 S-

F1005LLL1800C.. AA 18,00 C 0.50 54 123 72 17,1 18 48 S-

F1005LLL2000C.. AA 20,00 C 0.60 60 133 80 19,0 20 50 S-

Z=5

절삭 조건/Cutting data            기술자료 및 제품특징/Technical data and Product characteristics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문 코드 = 품번 +하이머 품질등급
Order code = Article Code + HAIMER Quality.

P1
P2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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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가공조건은 참고치이며, 적용분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Cutting data are reference values and nee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area.

하이머 소재 분류 
HAIMeR Material groups

소재의 예 
example material 

소재 정보 
Material information

가공 폭/Cutting width ae 

독일공업규격 DIN 
DIn

소재번호 
Material no.

인장 강도 
Tensile 
strength

함유량/강도 
Content/
Hardness

가공속도 Vc(m/min) 
Cutting speed vc (m/min)

P1 일반 구조용 강 
General construction steels

S235JR (RST37-2), 
E295 (St 50-2), C45

1.0038, 1.0050, 
1.0503  800 N/mm²

에 25 HRC
up to 25 
HRC

170 – 200 210 – 240 250 – 270

P2 열처리 강 
Heat treated steels

X38CrMoV5-3, 
X153CrMoV12, 
X100CrMoV5, 42CrMo4

1.2367, 1.2379, 
1.2363, 1.7225 > 800 N/mm²

에 45 HRC
up to 45 
HRC

90 – 110 110 – 130 130 – 150

M1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8CrNiS18-9, 
X5CrNI18-10,
X46Cr13

1.4305, 1.4301, 
1.4034  650 N/mm² 60 – 80 90 – 110 110 – 130

M2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6CrNiMoTi17-12-2, 
X2CrNiMo17-12-2, 
X4CrNiMo16-5-1

1.4571, 1.4404, 
1.4418 > 650 N/mm² 40 – 60 60 – 80 80 – 100

K1 주철 
Cast iron

EN-GJL200 (GG20),EN-
GJLZ (GG40), EN-
GJS-400-15 (GGG40)

0.6020, 0.6040, 
0.7040  450 N/mm² 110 – 130 130 – 150 200 – 220

K2 주철 
Cast iron

EN-GJS-600-3 (GGG60), 
EN-GJS-700-2 (GGG70) 0.7060, 0.7070 > 450 N/mm² 90 – 110 110 – 130 160 – 180

ae = 100% D1
ap = 1 x D1

ae = 50% D1 
ap = 1,5 x D1

ae = 25% D1 
ap = l1 max.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4  –  F 1 3 0 4 n n  코드프로필/ C o R D P R o F I l e

D1과 가공폭에 따른 날당이송(mm/tooth)/Feed per tooth (mm/tooth) in relation with D1 and cutting width ae

ae ø  6 ø  8 ø  10 ø  12 ø  14 ø  16 ø  18 ø  20

25% ø 0,051 0,068 0,085 0,102 0,119 0,136 0,153 0,170

50% ø 0,038 0,050 0,063 0,075 0,088 0,100 0,113 0,125

100% ø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090 0,100

절삭 조건/Cutting data                기술자료 및 제품특징/Technical data and Produc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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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분야 – 소재/Application area - material*

*하이머 소재 페이지107를 참고 *see HAIMER material page 107 

• 모든 강(Steel)용 
• 황삭용

• For all steel materials
• For roughing

H A I M e R  P o W e R  M I l l  u n I
u n I  Z 4  –  F 1 3 0 4 n n  코드프로필/ C o R D P R o F I l e

D2 D

D1
L1

L2

L

LS

C

Co
ol

 F
la

sh

MMS

 생크공차 h5/Shank tolerance: h5
 센터 컷팅/Center cutting
 파인발란스/Fine balanced
  저출력 머신에 사용/ 

For low power machines
  칩 제거에 우수/ 

For applic. with chip evacuation issues
 황삭/Roughing
 런아웃 < 5 μ/Runout < 5 µm

특징
Characteristics

적용
Application

쿨란트
Coolant

Air

Haupteinsatz
Haupteinsatz

auch geeignet für
auch geeignet für

P M K

품번 
Article-Code

하이머 품질 등급 
HAIMeR Quality

D1 (h9) 
D1 (h9)

절삭인선 
Cutting edge

챔퍼크기 
Size

l1 max. 
l1 max.

l (+/- 0,05) 
l (+/- 0,05)

l2 
l2

D2 
D2

D (h5) 
D (h5)

lS 
lS

생크 
Shank

F1304NNL0600C.. AA 6,00 C 0.20 13 58 20 5,5 6 36,5 S-

F1304NNL0800C.. AA 8,00 C 0.20 19 64 26 7,5 8 36,5 S-

F1304NNL1000C.. AA 10,00 C 0.30 22 73 31 9,5 10 40,5 S-

F1304NNL1200C.. AA 12,00 C 0.30 26 84 36 11,4 12 45,5 S-

F1304NNL1400C.. AA 14,00 C 0.40 26 84 36 13,3 14 45,5 S-

F1304NNL1600C.. AA 16,00 C 0.50 32 93 42 15,2 16 48,5 S-

F1304NNL1800C.. AA 18,00 C 0.50 32 93 42 17,1 18 48,5 S-

F1304NNL2000C.. AA 20,00 C 0.60 38 105 52 19 20 50,5 S-

절삭 조건/Cutting data                기술자료 및 제품특징/Technical data and Product characteristics

주소재
Main Material

적합한 추가 소재
also suitable for

주문 코드 = 품번 +하이머 품질등급
Order code = Article Code + HAIMER Quality.

P1
P2

3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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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Characteristics

 적용/Application

 쿨란트/Coolant

 설명 아이콘/explanation Icons

 품번 설명/explanation article code

F 1 0 0 4 n n l 0600 R 1.00 A A
툴 타입 
Tool type

그룹
group

그룹타입
group type

다양성
variant

날의 개수
no. of tooth

컷팅 길이
length of cut

전장
overall length

생크
Shank

지름
Diameter

컷팅 엣지 
Cutting edge

컷팅 엣지 크기
Cutting edge size

재질
Substrate

코팅
Coating

F- 밀링 커터링  
 커터 
 Milling  
 cutter-vHM

1- 유니 /uni 0-  평컷터 실린더        
plain cutter zyl.. 

3-    황삭컷터용 
Roughing cutter

 

0-  v0   2-  Z2
  3-  Z3
  4-  Z4
  5-  Z5

n-   표준 /normal 
 (Ap1=1.8-2.75xD1)  
l- 롱 /long 
 (Ap1=3xD1; Werksnorm)

n-   표준 
 normal
l- 롱  
 long

l-   Safe-lockTM 0600- 미터법  
 metric
 

S-  직각        
sharp cutting edge

C-   코너 챔퍼 
 Corner chamfer
R-   코너 래디우스 
 Corner radius

1.00- 미터법 
 metric
0.50- 에어냉각  
 metric

A- 미립자 초경 
 Finegrain  
 carbide

A- PvD

부록
A P P e n D I X

Co
ol

 F
la

sh MMS

Air

S Z=5R

헬릭스 앵글
Helix angle

피드 방향
Feed direction

수용성 쿨란트
emulsion

직각
Sharp cutting edge

피드 방향
Feed direction

쿨플래쉬
Cool Flash

코너 챔퍼
Corner chamfer

램핑
Ramping

에어냉각
Cold air

코너 래디우스
Corner radius

슬로팅
Slotting

드라이머신닝
Dry machining

3날
Teeth 3

사이드 밀링
Side milling

주 적용 소재 강
Main application 

material steel

최소 윤활 방식
Minimal 

lubrication

4날
Teeth 4

5날
Teeth 5

Safe- ock®

Safe- ock®

P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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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아이콘/explanation Icons

 품번 설명/explanation article code

 절삭 조건/Material list

하이머 소재 분류 
HAIMeR Material groups

소재의 예 
example material 

소재 정보 
Material information

독일공업규격 DIN 
DIn

소재번호 
Material no.

인장 강도 
Tensile strength

함유량/강도 
Content/Hardness

P1 일반 구조용 강 
General construction steels

S235JR (RST37-2), E295 (St 50-2), 
C45

1.0038, 1.0050, 
1.0503  800 N/mm² 에 25 HRC

up to 25 HRC

P2 열처리 강 
Heat treated steels

X38CrMoV5-3, X153CrMoV12, 
X100CrMoV5, 42CrMo4

1.2367, 1.2379, 
1.2363, 1.7225 > 800 N/mm² 에 45 HRC

up to 45 HRC

M1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8CrNiS18-9, X5CrNI18-10,
X46Cr13

1.4305, 1.4301, 
1.4034  650 N/mm²

M2 스테인리스 강 
Stainless steels

X6CrNiMoTi17-12-2, X2CrNiMo17-12-2, 
X4CrNiMo16-5-1

1.4571, 1.4404, 
1.4418 > 650 N/mm²

K1 주철 
Cast iron

EN-GJL200 (GG20),EN-GJLZ (GG40), 
EN-GJS-400-15 (GGG40)

0.6020, 0.6040, 
0.7040  450 N/mm²

K2 주철 
Cast iron

EN-GJS-600-3 (GGG60), EN-GJS-700-2 
(GGG70) 0.7060, 0.7070 > 450 N/mm²

N1 알류미늄 합금 
Wrenght aluminium alloys AlMg1 3.3315

N2 주조 알류미늄 합금 
Aluminium cast alloys G-Alsi12 3.2581 Si > 12%

S1 티타늄&티타늄 합금 
Titan & Titan alloys TiAl6V4 3.7165

S2 고온 합금 
High Temp alloys Inconel; NIMONIC 800 – 1700 N/mm²

H1 열처리강 
Hardened steels 45 – 55 HRC

H2 열처리강 
Hardened steels > 55 HRC

F 1 0 0 4 n n l 0600 R 1.00 A A
툴 타입 
Tool type

그룹
group

그룹타입
group type

다양성
variant

날의 개수
no. of tooth

컷팅 길이
length of cut

전장
overall length

생크
Shank

지름
Diameter

컷팅 엣지 
Cutting edge

컷팅 엣지 크기
Cutting edge size

재질
Substrate

코팅
Coating

F- 밀링 커터링  
 커터 
 Milling  
 cutter-vHM

1- 유니 /uni 0-  평컷터 실린더        
plain cutter zyl.. 

3-    황삭컷터용 
Roughing cutter

 

0-  v0   2-  Z2
  3-  Z3
  4-  Z4
  5-  Z5

n-   표준 /normal 
 (Ap1=1.8-2.75xD1)  
l- 롱 /long 
 (Ap1=3xD1; Werksnorm)

n-   표준 
 normal
l- 롱  
 long

l-   Safe-lockTM 0600- 미터법  
 metric
 

S-  직각        
sharp cutting edge

C-   코너 챔퍼 
 Corner chamfer
R-   코너 래디우스 
 Corner radius

1.00- 미터법 
 metric
0.50- 에어냉각  
 metric

A- 미립자 초경 
 Finegrain  
 carbide

A- P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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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홀더
Tooling Technology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nts

발란싱
Balancing Technology

열박음
Shrinking Technology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툴홀더
Tooling Technology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nts

발란싱
Balancing Technology

열박음
Shrinking Technology

하이머 파워밀:
최대의 금속 절삭량 - 차세대 밀링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Haimer gmbH | Weiherstraße 21 | 86568 Igenhausen | Phone: +49-8257-9988-0 | email: haimer@haimer.de | www.haimer.com

HAIMeR  
Power Mill:
Maximum metal removal 
rate – a quantum leap 
into the next milling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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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lamp
열박음 기술/Shrink fi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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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POWER CLAMP 장점
P o W e R  C l A M P  A D vA n TA g e S

1.

2.

3.

4.

5.

HAIMER 열박음 기술의 5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

The five most important reasons for  
HAIMeR shrinking technology

초경과 하이스공구를 위한 Ø3~50 mm용 For Ø 3 – 50 mm for solid carbide  
and HSS tools

설정된 시간 내에서의 열박음과 냉각
 – 버튼터치로 공구 교환
 – 수랭식의 냉각바디
 – 접촉식 냉각으로 인한 농축 냉각 효율성
 – 심지어 냉각에서도 소재 변형이 없음

Shrinking and cooling in record time
 – Tool change at the touch of a button
 – Water-cooled cooling bodies
 – Concentrated cooling efficiency due to 
contact cooling

 – Even cooling: No material deformation

유연한 모듈식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열박음 
기술
 – 모든 응용에 적합
 – 매우 긴 공구에도 적합

Universal shrinking technology with  
flexible modular system
 – Suitable for all applications
 – Also for extremely long tools

생산현장에 적합한 조작성
 – 화재에 대비한 최적의 보호
 – 뜨거운 부분을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음
 – 테이퍼의 가열이 없음
 – 절삭공구의 가열이 없음
 – 쉬운 조작

Handling adapted to workshop practices
 – Optimum protection against burning
 – Hot parts need not be taken into the hand
 – No heating of the taper
 – No heating of the tool
 – Easy handling

수동조작으로 인한 최소의 가열
 – 척의 긴 수명
 – 짧은 냉각율
 – 정밀하게 계량된 에너지 공급으로 인한 저 
에너지소비

Minimal heating due to manual operati-
on
 – Long life of the chuck
 – Short cooling rate
 – Low energy consumption due to precisely 
metered energy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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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기술
T H e  C o I l  T e C H n o l o g y

표준코일/Standard coil

NG 코일/NG coil

코일 기술

전기유도코일은 전기유도 열박음 기술의 핵심
이다. HAIMER는 수년간 공구 홀더를 위한 전
기유도 열박음 기술의 선두적인 개발자였다. 
전기유도코일 분야에서 수많은 특허권을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은 당사의 혁신과 발전의 뚜렷
한 증거이다.

표준코일
교환가능한 stop disk와 함께 표준코일은 수년
간 검증되어 왔다. 지름3~32mm의 모든 열박
음척은 한 개의 코일로 가열되어 질 수 있다. 5 
stop disks만으로 가장 작은 척에서 가장 큰 척
까지 각각의 척에 코일을 적용하기에 충분하
다.

NG 코일(NEW Generation)
인텔리전트 NG 코일은 아주 유연하고 편리하
다. 이것은 조절이 가능하다. 한번의 회전으로 
코일을 열박음척의 길이와 지름에 맞출 수 있
다. Stop disks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따라
서 열박음척의 공구경에 따라 열이 가해지는 
부위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심지어 특수 사이
즈까지도.

파워 일렉트로닉스
열박음 기술의 두번째 부품은 파워 일렉트로닉
스이다. 이것은 코일에 파워를 공급한다. 주파
수와 전류가 열박음을 하는 동안 서로 적절히 
조정된다. 척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특별히 개발된 전력제어 과정이 메인 전
압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열박음을 제어한
다. Haimer는 3~20kW의 전력출력인 열박음 
기계를 제공한다.

작동
투자의 성공은 종업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적절하고 자주 사용되는 기계는 짧은 기간 내
에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HAIMER 열박음 기계
는 어떠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든 설치될 수 
있다. 하나의 열박음스테이션과 냉각이 없는 
간단한 기기에서부터 로타리테이블, 농축된 접
촉식 냉각과 시스템 카트가 있는 완벽히 장비
를 갖춘 기계까지 구비하고 있다.

Coil technology
The induction coil is the core of inductive shrink 
fit technology. HAIMER has been the leading  
developer of inductive shrink fit technology for 
tool holders for years. A number of patents, 
predominantly in the field of induction coils,  
is the visible proof of our innovation and ad-
vancement.

The standard coil
The standard coils have been proven for years 
with interchangeable stop disks. All shrink fit 
chucks with a diameter of 3 to 32 mm can be 
heated with a single coil. Just 5 stop disks are 
enough to adapt the coil to each chuck, from 
the smallest to the largest. 

The NG coils (New Generation)
The intelligent NG coils are particularly flexible 
and comfortable. They are adjustable. With  
one turn, you can set the coil to the size of the 
shrink fit chucks, both in length and diameter. 
Stop disks are no longer necessary. This 
means the chuck is only heated where it is  
intended. Even with special sizes. 

Power electronics
The second component of shrink fit technology 
is power electronics. It supplies the coil with 
power. Frequency and current must be exactly 
coordinated with one another to do this. Heat-
ing must take place within seconds, without 
overheating the chuck. A specially developed 
procedure for power regulation makes sure 
this is the case, independent of the main volt-
age. HAIMER offers shrink fit equipment with  
an output of 3 to 20 kW.

Operation
Equally decisive for the success of an invest-
ment is its acceptance among your employees. 
A machine, which is used  happily and frequent-
ly, pays for itself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AIMER shrink fit equipment can be equipped 
for any purpose and need. From a simple device 
with one shrink fit station and no cooling, up to 
fully equipped machines with rotary table, inte-
grated contact cooling and system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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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LAMP 시스템: BASIC LINE/ PROfI LINE/ PREMIuM LINE
T H e  P o W e R  C l A M P  S y S T e M :  B A S I C  l I n e / P R o F I  l I n e / P R e M I u M  l I n e

Haimer는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확한 열박음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범위의 열박음 기계와 코일의 장점을 가지세요.

HAIMeR has the right Shrink fit technology for any need. Take  
advantage of the largest range of shrink fit equipment and coils  
in the world.

Basic Line : 기본에 집중하라.

Basic Line은 열박음 기술로 들어가는 경제적인 시작이다. 파워 일렉
트로닉스는 열박음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반면에 장
비의 기계적인 구조는 계획적으로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졌다. 
단지 단일 척 솔루션만 있다. 
Basic Line은 표준코일과 함께 작동되도록 독점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Basic Line은 매일 적은 양의 공구를 열박음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미세가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수평 열박음 유닛인 Power 
Clamp Nano는 이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Power Clamp Nano을 사
용함으로써 작은 지름의 공구를 쉽고 빠르게 교환할 수 있다.

Basic Line: Concentrating on the basics.

The Basic Line is the economical entrance into inductive shrink fit 
technology. The power electronics enables problem free shrinking. 
The mechanical construction of the equipment has, on the other 
hand, been kept deliberately simple and functional. There are just sin-
gle chuck solutions. 

The Basic Line equipment is exclusively designed for operation with 
standard coils. It is not possible to upgrade. 

The Basic Line is ideal for the price-conscious user, who only wants 
to shrink a few tools on a daily basis.

For micro machining purposes the special horizontal shrink fit unit 
Power Clamp Nano is part of the program. It combines perfectly 
easy tool handling of small diameters and fast tool exchange.

Profi Line: 모듈식 다기능 

Profi Line은 열박음 기능의 전 범위를 제공하고 효율성이 높다. 고성
능의 코일, 접촉식 냉각과 회전테이블은 설정된 시간 내에 동시에 열
박음과 냉각을 수행한다. 
Profi Line의 기계는 표준코일과 인텔리전트 NG 코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기계는 각각의 코일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적합한 열박
음 파라메타를 선택한다. 
Profi Line의 열박음 유닛은 모듈식 시스템을 형성한다. 처음 시작 기
계인 Power Clamp Economic은 점차적으로 높은 사양의 Power 
Clamp Comfort NG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Profi Line: Modular All-rounder.

The Profi Line offers the full range of performance and is unbeatable 
in efficiency. High performance coils, contact cooling and rotary ta-
ble guarantee simultaneous shrinking and cooling in record time. No 
wishes remain unfulfilled.

The machines of the Profi Line work with both the standard coils and 
the intelligent and comfortable NG coils. Of course, the equipment 
recognizes each coil and chooses the correct shrink fit parameters 
automatically.

The shrink fit units of the Profi Line form a modular system.  
The start-up machine Power Clamp Economic can gradually  
be upgraded to the high-end unit Power Clamp Comfort NG.

Tage/days

Premium Line: 세부사항에서도 완벽

Premium Line은 최고의 요구를 위한 시리즈이다. 
이 라인의 열박음기계는 열박음기술의 다양한 장점에 의존하며 하루
에 많은 열박음 작업을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서로 다른 크기의 냉각바디가 설치된 고정식 냉각 스테이션을 사용하
여 이러한 고급 기계의 조작법을 간소화했다.
서비스와 안전의 측면은 Premium Line을 위해 집중적으로 고려되었
고 냉각과정은 온도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Power Clamp Premium시리즈는 모듈식 시스템이고 장비는 요청에 
따라 환경이설정된다.

Premium Line: Perfection in detail.

The Premium Line is the series for highest demands. 

The shrink fit machines of this line are perfectly suitable for users re-
lying on this clamping technology due to its various advantages and 
accordingly having many shrink fit jobs a day.

The idea of fixed cooling stations equipped with guided cooling bod-
ies of different diameter simplifies the handling of these high-end ma-
chines.

The aspect of service and safety is considered intensively for the Pre-
mium Line, too, as the cool-down process is terminated temperature 
controlled automatically.

The Power Clamp Premium series is a modular system and the ma-
chines are to be configured up 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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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MER 열박음기계 사용시 감가상각
A M o R T I S AT I o n  H A I M e R  P o W e R  C l A M P

다음의 도표는 단기 감가상각 기간을 나타낸다. The following diagram shows the short amortisation periods.

하루에 열박음 사이클의 횟수에 의존하는 스피드 쿨러를 갖춘 Power 
Clamp NG 감가상각
시간 절약: 매 사이클마다 5분
비용 세트: 50, - €/h
 

Amortisation Power Clamp NG
with Speed Cooler dependent on the number of shrink cycles per day.
Saving of time: 5 min. per cycle 
Cost set: 50,– /h

구매가격/Purchase price

감가상각 기간/
Amortisation period

 50잡스/일  30잡스/일  20잡스/일  10잡스/일
 50 jobs/day  30 jobs/day  20 jobs/day  10 jobs/day

잡스/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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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
Shrinking Technology

HAIMeR  
Power Clamp:
Reliable shrinking – 
Fastest in the galaxy.

하이머 열박음 기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열박음

Haimer gmbH | Weiherstrasse 21 | 86568 Igenhausen | Phone: +49-8257-9988-0 | email: haimer@haimer.de | www.haimer.com

툴홀더
Tooling Technology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nts

발란싱
Balancing Technology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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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C l A M P  B A S I C  l I n e

P o W e R  C l A M P  n A n o

P o W e R  C l A M P  B A S I C  l I n e

P o W e R  C l A M P  n A n o

한 스테이션에서 가열과 냉각
Heating and cooling in one station.

Bajonet clamping을 갖춘 공구 홀
더 어댑터 (옵션)

Chuck support for tool holders 
with bajonet clamping

공기 냉각 (옵션)
소형공구홀더를 위한 
압축 공기에 의한 냉각
Air cooling (optional)
Cooling by compressed 
air, regardless of con-
ture and safest handling 
for small tool holders

길이 프리세팅 (옵션)
수평 길이 프리세팅 유
닛
공착 0.05mm
Length presetting 
(optional)
Horizontal length  
presetting unit
Tolerance 0.05 mm

측정 기기의 재세팅을 위한, 
길이 프리세팅을 위한 캘리브레
이션 어댑터 (옵션)
Calibration adapter for 
length presetting (optional)
For resetting of the measuring 
device

공구 클립 (옵션)
고품질 초경 공구의 안전하고 정밀한 핸들링 
– 특히 작은 공구용
Clips for tools (optional)
For safest and precise handling of high quality 
carbide tools - especially for smaller diameters

스탑 디스크

Stop disc

기술적 세부사항 /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Power Clamp Nano 80.160.00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480 Volt, 16 A, 13 kW
공구/Tools  초경과 하이스/solid carbide and HSS
공구 지름/Tool diameter 3 – 16 mm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th of shrink fit chuck	 230 mm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750 x 620 x 650 mm
무게/Weight  75 kg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BT 30   SK 40  BT 40 HSK 25 HSK 32 HSK 40 HSK 50 HSK 63

Aufnahmehalter für Power Clamp Nano/Chuck support for Power Clamp Nano
주문 번호/Order No.   80.16… …2.30 …2.40.01   …2.40.06 …3.25 …3.32 …3.40 …3.50 ...3.63

Power Clamp Nano 공기냉각/Power Clamp Nano Air Cooling 80.164.00

길이 프리셋팅/Length presetting 80.165.00

길이 프리셋팅용 공구를 위한 클립/Clips for tools for length presetting    Ø 3 mm    Ø 4 mm    Ø 5 mm    Ø 6 mm    Ø 8 mm   Ø 10 mm       Ø 12 mm
주문 번호/Order No.   80.166… …03 …04 …05 …06 …08 …10 ...12

플레이트 포함 클립셋트/Set of clips incl. plate 80.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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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C l A M P  B A S I C  l I n e

P o W e R  C l A M P  n A n o

작은 공구를 위한 간단한 열박음 기계

 – 전력 : 13kW
 – 주 전압 : 3x400~480V, 16A
 – 공구경 : Ø 3 – 16 mm 초경과 하이스
 – 수평 열박음으로 인한 쉬운 공구 핸들링

Simple shrink fit machine for small tools.

 – Power: approx.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16 mm
 – Easy tool handling by horizontal shrinking

P o W e R  C l A M P  B A S I C

모든 공구 (초경과 하이스공구)를 위한 표준 열박음 장비
 – 파워: ca. 10 kW
 – 주 전압: 3x400~480 V, 16A
 – 공구: Ø 3~32mm의 초경과 하이스
 – 1개의 베이스홀더 포함
 – 1개의 척서포터 포함

Standard shrink fit device for all tools     
(solid carbide and HSS).
 – Power: approx. 10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 1 base holder included
 – 1 chuck support included

기술적 세부사항 /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Power Clamp Basic   80.150.00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480 Volt, 16 A, 10  kW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ht of shrink fit chuck 350 mm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650 x 900 x 600 mm
무게/Weight  45 kg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40 SK50 HSK32 HSK40 HSK50 HSK63 HSK80 HSK100

단일 척 시스템을 위한 척 서포터/Chuck support for single-chuck system
주문 번호/Order No. 80.11…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118

열
박

음
 기

술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 I R  C o o l e R
열박음척용 공기냉각기
A I R - C o o l I n g  F o R  S H R I n K  F I T  C H u C K S

공기냉각기를 사용하여 열박음척의 외형치수에 관계없이 열박음척을 
냉각할 수  있다. 
 – 열박음기계를 위한 부수기기
 – 회전공기 노즐로 건조 and drizzle
 – 기존의 냉각시스템의 대체
 – 열박음척의 외경형상에 관계없는 간 단한 냉각
 – 에너지 절약 및 청결한 냉각
 – 2가지 모드에서의 냉각, 냉각시간은 1 분(모드1)

With the Air Cooler shrink fit chucks can be cooled regardless of their 
outside contours. 
 – Additional device for all shrink fit machines
 – Drying by air nozzels and drizzle
 – Supplementing existing cooling systems
 – Simple alternative for cooling regardless of contour
 – Save and clean cooling
 – Cooling in 2 modes, cooling time approx. 1 min. (Mode 1)

기술적 세부사항 /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AIR Cooler   80.148.00
주 전압/Mains voltage  230 Volt/50 Hz, 6 바/bar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400 x 790 x 920 mm
무게/Weight  80 kg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ht of shrink fit chuck 300 mm
열박음척의 최고 지름/Maximum Ø of shrink fit chuck 32 mm

Power Clamp Basic 과 공기냉각기/with Air Cooler   80.150.00 + 80.148.00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40 SK50 HSK32 HSK40 HSK50 HSK63 HSK80 HSK100

단일 척 시스템을 위한 척 서포터/Chuck support for single-chuck system
주문 번호/Order No. 80.11…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P o W e R  C l A M P  B A S I C  l I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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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 R  C o o l e R
열박음척용 공기냉각기
A I R - C o o l I n g  F o R  S H R I n K  F I T  C H u C K S

P o W e R  C l A M P  P R o F I  l I n e
모듈식시스템/ T H e  M o D u l A R  S y S T e M

Haimer의 Profi Line은 열박음 기술의 가장 최신식이다. 심지어 경제적인 
착수의 시작인 Power Clamp Economic은 Profi Line 공구 clamping의 관
문입니다.

점진적인 열박음 기술

Basic unit(베이지유닛)은 두가지의 벽면과 두가지의 밑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타리테이블용 척 서포터는 요청이 있을 시 공급된다.

The Profi Line from HAIMeR is the very latest in shrink fit tech- 
nology. even starting with the economical start-up, Power Clamp 
economic, the door is open for professional tool clamping.  

Step by step more shrink fit technology.
Basic unit can be combined with two rear walls and two base plates.  
The chuck support for the rotary table will be supplied as requested.

냉각 몸체와 스피드 냉각기가 
있는 뒤쪽 벽 
Rear wall with cooling  
bodies and Speed Cooler

뒤쪽 벽 Economic
Rear wall Economic

단일 척 시스템을 위한 척 서포터  
Chuck support for single chuck system

Economic과 Economic plus용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Economic and Economic Plus with integrated tool tray

공구 보관을 위한 공구 상자
Tool tray for storage of tools

로타리테이블을 위한 척 서포터 
    Chuck support for rotary  

  table as requested

Power Clamp 베이스 유니트
Power Clamp base unit

단일 척 시스템을 위한 기본 홀더   
Base holder for single chuck system

로타리테이블, 내장형 공구 보관상자와 공구용 선반이 있
는 알루미늄 밑판 
Base plate standard made of aluminum with rotary table,  
integrated tool tray and sh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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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C l A M P  P R o F I  l I n e : 
시작 모델 / S TA R T- u P  M o D e l

P o W e R  C l A M P  e C o n o M I C

모든 공구를 위한 고성능 열박음 장비
 – 표준코일 포함     
 – 단일 척 버전       
 – 냉각장치 포함 안됨    
 – 1개의 베이스홀더 포함
 – 1개의 척서포터 포함

High performance shrink fit machine for all tools.
 – With standard coil
 – Single chuck version
 – Without cooling
 – With 1 base holder
 – With 1 chuck support

 – 파워 : 13 kW
 – 주 전압: 3x400~480 V, 16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32mm

 – Power: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P o W e R  C l A M P  e C o n o M I C  n g

모든 공구를 위한 고성능 열박음 장비
 – 인텔리젠트 NG 코일 포함 
 – 단일 척 버전       
 – 냉각장치 포함 안됨    
 – 1개의 베이스홀더 포함
 – 1개의 척서포터 포함

High performance shrink fit machine for all tools.
 – With intelligent NG coil
 – Single chuck version
 – Without cooling
 – With 1 base holder
 – With 1 chuck support

 – 파워 : 13 kW
 – 주 전압: 3x400~480 V, 16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32mm

 – Power: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기술적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Power Clamp economic 80.110.00
Power Clamp economic NG 80.110.00NG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 – 480 Volt, 16 A, 13 kW
공구/Tools  초경과 하이스/solid carbide and HSS
공구 지름/Tool diameter 3 – 32 mm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th of shrink fit chuck	 Economic: 510 mm/Economic NG: 570 mm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860 x 600 x 990 mm
무게/Weight  50 kg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30 SK40 SK50 HSK32 HSK40 HSK50 HSK63 HSK80 HSK100

단일 척 시스템을 위한 척 서포터/Chuck support for single-chuck system
주문 번호/Order No.	 80.11… …2.30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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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C l A M P  P R o F I  l I n e : 
업그레이드 1 / u P g R A D e  1

P o W e R  C l A M P  e C o n o M I C  P l u S  n g

 – 파워 : 13 kW
 – 주 전압: 3x400~480 V, 16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32mm  

P o W e R  C l A M P  S P e C I A l  e D I T I o n

 – 파워 :13 kW
 – 주 전압: 3x400~480 V, 16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32mm 

기술적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Power Clamp economic Plus NG 80.110.01 NG
Power Clamp Special edition 80.110.01Se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 – 480 Volt, 16 A, 13 kW/Special Edition 13 kW
공구/Tools  초경과 하이스/solid carbide and HSS
공구 지름/Tool diameter 3 – 32 mm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th of shrink fit chuck	 Economic Plus NG: 570 mm/Special Edition: 510 mm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860 x 600 x 990 mm
무게/Weight  70 kg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30 SK40 SK50 HSK32 HSK40 HSK50 HSK63 HSK80 HSK100

단일 척 시스템을 위한 척 서포터/Chuck support for single-chuck system
주문 번호/Order No.	 80.11… …2.30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 Power: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 Power: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모든 공구를 위한 고성능 열박음 장비
 – 표준코일 포함 
 – 단일 척 버전       
 – 냉각매니저 및 냉각장치 포함  
 – 1개의 베이스홀더 포함
 – 1개의 척서포터 포함

High performance shrink fit machine for all tools.
 – With standard coil
 – Single chuck version
 – With Cooling Manager and     
integrated contact cooling

 – With 1 base holder
 – With 1 chuck support

모든 공구를 위한 고성능 열박음 장비
 – 표준코일 포함   
 – 단일 척 버전       
 – 냉각장치 포함      
 – 1개의 베이스홀더 포함
 – 1개의 척서포터 포함

High performance shrink fit machine for all tools.
 – With standard coil
 – Single chuck version
 – With integrated contact cooling
 – With 1 base holder
 – With 1 chuck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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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C l A M P  P R o F I  l I n e : 
최고급/ H I g H - e n D  M o D e l

P o W e R  C l A M P  C o M F o R T

모든 공구를 위한 고성능 열박음 장비
 – 표준코일 포함   
 – 3개의 스테이션이 포함된      
로타리 테이블   

 – 냉각장치 포함
 – 로타리 테이블용 1개의 척서포터     
포함

 – 쿨링매니져 포함
 – 파워 : 13 kW
 – 주 전압: 3x400~480 V, 16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32mm  

P o W e R  C l A M P  C o M F o R T  n g

모든 공구를 위한 고성능 열박음 장비
 – 인텔리젠트 NG 코일 포함
 – 3개의 스테이션이 포함된      
로타리 테이블   

 – 냉각장치 포함
 – 로타리 테이블용 1개의 척서포터     
포함

 – 쿨링매니져 포함
 – 파워 : 13 kW
 – 주 전압: 3x400~480 V, 16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32mm

기술적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Power Clamp Comfort 80.100.00
Power Clamp Comfort NG 80.100.00NG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 – 480 Volt, 16 Ampere, 13 kW
공구/Tools  초경과 하이스/solid carbide and HSS
공구 지름/Tool diameter 3 – 32 mm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th of shrink fit chuck	 Power Clamp Comfort: 510 mm/Comfort NG: 570 mm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860 x 600 x 990 mm
무게/Weight  70 kg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30 SK40 SK50 HSK32 HSK40 HSK50 HSK63 HSK80 HSK100

로타리테이블용 척 서포터 (각 디스크에 3개의 어답터) /Chuck support for rotary table (3 adapter discs each)
주문 번호/Order No.	 80.10… …2.30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High performance shrink fit machine for all tools.
 – With standard coil
 – Rotary table with 3 stations
 – With integrated contact cooling
 – Incl. Cooling Manager
 – With 1 chuck support      
for rotary table

 – Power: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High performance shrink fit machine for all tools.
 – With intelligent NG coil
 – Rotary table with 3 stations
 – With integrated contact cooling
 – Incl. Cooling Manager
 – With 1 chuck support for     
rotary table

 – Power: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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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C l A M P  P R o F I  l I n e : 
최고급/ H I g H - e n D  M o D e l

P o W e R  C l A M P  P R o F I  P l u S  n g

모든 공구를 위한 고성능 열박음 장비
 – 인텔리젠트 NG 코일 포함 
 – 3개의 스테이션이 포함된      
로타리 테이블

 – 쿨링매니져 포함
 – 냉각장치 포함      
 – Ø 40~50mm용 두번째 코일(옵션)

High performance shrink fit machine for all tools.
 – With intelligent NG coil
 – Rotary table with 3 stations
 – Incl. Cooling Manager
 – With integrated contact cooling
 – With optional second coil for  

Ø 40 – 50 mm

 – 로타리 테이블용 1개의 척서포
터  포함

 – 파워 : 20 kW
 – 주 전압: 3x400~480 V, 32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50mm

 – With 1 chuck support for rotary 
table

 – Power: 20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32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50 mm

P o W e R  C l A M P  P R e S e T  n g

모든 공구를 위한 고성능 열박음 장비
 – 길이 프리세팅용 수직 스톱   
 – 인텔리젠트 NG 코일 포함 
 – 단일 척 버전       
 – 냉각장치 포함      

High performance shrink fit machine for all tools.
 – With vertical stop for length  
presetting

 – With intelligent NG coil
 – Single chuck version
 – With integrated contact cooling
 – With 2 base holders
 – With 2 chuck supports

 – 2개의 베이스홀더 포함
 – 2개의 척서포터 포함
 – 파워 : 13 kW
 – 주 전압: 3x400~480 V, 16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32mm

 – Power: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기술적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Power Clamp Profi Plus NG 80.100.10NG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 – 480 Volt, 32 A, 20 kW
Power Clamp Preset NG 80.130.00NG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 – 480 Volt, 16 A, 13 kW
공구/Tools  초경과 하이스/solid carbide and HSS
공구 지름/Tool diameter 3 – 32 mm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th of shrink fit chuck	 570 mm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860 x 600 x 990 mm
무게/Weight  85 kg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30 SK40 SK50 HSK32 HSK40 HSK50 HSK63 HSK80 HSK100

Power Clamp Profi Plus NG: 로타리테이블용 척 서포터 (각 디스크에 3개의 어답터) /Chuck support for rotary table (3 adapter discs each)
주문 번호/Order No.	 80.10… …2.30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Power Clamp Preset NG: 정밀한 척 서포터/Precision chuck support
주문 번호/Order No.	 80.13… …2.30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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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C l A M P  P R e M I u M
시스템 카트 포함 / W I T H  S y S T e M  C A R T

P o W e R  C l A M P  P R e M I u M  l I n e : 
완벽주의자용/ F o R  P e R F e C T I o n I S T S

기술적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Power Clamp Premium 80.170.00
Power Clamp Premium NG 80.170.00NG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480 Volt, 16 A, 13 kW
공구/Tools  초경과 하이스/solid carbide and HSS
공구 지름/Tool diameter 3 – 32 mm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th of shrink fit chuck	 Premium: 475 mm/Premium NG: 535 mm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1130 x 800 x 2000 mm
무게/Weight  300 kg

Power Clamp Premium 시스템 카트포함  Premium/with System cart Premium 80.170.00 + 80.124.20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30 SK40 SK50 HSK32 HSK40 HSK50 HSK63 HSK80 HSK100

정밀한 척 서포터/Precision chuck support 
주문 번호/Order No. 80.13… …2.30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착서포터용 베이스홀더/Base holder for chuck support 80.131.00

길이 프리세팅/Length presetting 80.178.00

완벽한 핸들링과 최고 5개의 동시 냉각 스테이션을 구
비한 최고급 열박음기계
 – 파워 : 13 kW
 – 주 전압: 3x400 V, 16 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3~32mm
 – 표준 코일 V2008 포함, NG 코일 옵션    
 – 5개의 냉각 바디를 포함한 냉각장치   
 – 절삭공구의 인선에 손상을 주지 않음.   
 – 스피드 쿨러 포함
 – 쿨링매니져 포함
 – 2개의 베이스홀더 포함
 – 2개의 정밀 척서포터 포함
 – 내장형 서랍

High-end shrink fit device for perfect handling and 
simultan cool-down at max. five cooling stations.
 – Power: ca. 13 kW
 – Mains voltage: 3 x 400 – 480 V, 16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32 mm
 – With standard coil V2008, NG coil optional
 – Integrated contact cooling with five cooling bodies
 – No damage at the edges of the cutting tool
 – Incl. Speed Cooler
 – Incl. Cooling Manager
 – Incl. 2 base holders
 – Incl. 2 precision chuck supports
 – Integrated drawer

그림은 80.170.00NG을 보여
줌.  옵션의 길이 프리세팅 및 시
스템카트 포함
Picture shows 80.170.00NG wi-
th optional length presetting and 
system cart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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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W e R  C l A M P  P R e M I u M  P l u S

P o W e R  C l A M P  P R e M I u M  l I n e : 
완벽주의자용/ F o R  P e R F e C T I o n I S T S

2개의 전자 유닛과 2개의 코일이 장착된 최고급 열박음
기계
High-end shrink fit device for absolute process 
reliability with two separate electronic units and 
two coils.

기술적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주문 번호/Order No.

Power Clamp Premium Plus 80.170.10
주 전압/Mains voltage  3 x 400 Volt, 63 A, 33 kW
공구/Tools  초경과 하이스/solid carbide and HSS
공구 지름/Tool diameter 3 –  50 mm
열박음 척의 최고 길이/Maximum Length of shrink fit chuck	 535 mm
크기 WxDxH/Dimensions WxDxH 1600 x850 x 2300 mm
무게/Weight  550 kg

부속품/Accessories

형태/Type  SK30 SK40 SK50 HSK32 HSK40 HSK50 HSK63 HSK80 HSK100

척서포터/Chuck support 
주문 번호/Order No. 80.17… …2.30 …2.40 …2.50 …3.32 …3.40  …3.50  …3.63  …3.80  …3.10

착서포터용 베이스홀더/Base holder for chuck support 80.131.00

 – 파워 : 33 kW
 – 주 전압: 3x400 V, 63 A 
 – 공구: 초경과 하이스 Ø 3~50mm   
 – 인텔리전트 코일 VS32m와 20kW 코일 포함  
 – 6개의 냉각 바디가 포함된 냉각장치     
 – 절삭공구의 인선에 손상을 주지 않음    
 – 냉각 과정이 끝난후 냉각 바디가 자동으로 상승  
(온도 및 시간이 제어됨)

 – 쿨링매니져 포함
 – 높이 조절용 스탑을 구비한 2개의 프리세팅 유닛
 – 2개의 베이스홀더 및 2개의 척서포터 포함

 – Power: ca. 33 kW
 – Mains voltage: 3 x 400 V, 63 A
 – Tools: solid carbide and HSS from Ø 3 – 50 mm
 – With intelligent coil VS32m and 20 kW coil
 – Integrated contact cooling with six cooling bodies
 – No damage at the edges of the cutting tool
 – Automatic move-up of the cooling bodie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cooling process  
(temperature-time controlled)

 – Incl. Cooling Manager
 – Two length presetting units with height stop
 – Incl. 2 base holders and 2 chuck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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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A C C e S S o R I e S

시스템 카트
 – 열박음기계와 부속품을 담는 카트
 – 깨끗하고 깔끔한 작업장 유지
 – 인체공학의 작업 높이
 – 부속품을 보관 하기 위한 목재 인서트 서랍
 – 모든 것이 손닿는 곳에 있음.

System cart
 – Trolley for shrinking machine and accessories
 – For a clear and tidy work space
 – Ergonomic work height
 – Everything at hand
 – Optional: Drawers with inserts to store accessories

 주문 번호/Order No.

시스템 카트/System cart  (1000x620x840 mm) 80.124.00
시스템 카트/System cart Premium  (1130x690x840 mm) 80.124.20

시스템 카트용 서랍 인서트
(부속품 포함 안됨)

Drawer insert for system cart
(does not include accessories)

 주문 번호/Order No.

 80.124.04

미니 열박음 척을 위한 슬리브/Fitting sleeves for Mini Shrink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크기/Size [mm]  Ø 03 Ø 04 Ø 05 Ø 06 Ø 08 Ø 10 Ø 12
주문 번호/Order No.   80.105.14… …2.01 …2.02 …2.03 …2.04 …2.05 …2.06 …2.07

표준/Standard 
크기/Size [mm]  Ø 03 Ø 04 Ø 05 Ø 06 Ø 08 Ø 10 Ø 12 Ø 16
주문 번호/Order No.   80.105.14… …2.04 …2.08 …2.05 …2.09 …2.10 …2.11 …2.12 …2.16

목대/Wood base 80.105.14.2.99

목대 세트(12 피스)/set with wood base (12 pcs) 80.105.14.2.00

미니 열박음과 냉각 슬리브
 – 과열로부터 미니 열박음 척을 보호
 – 열박음 척의 수명 연장
 –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핸들링
 – 모든 미니 열박음 척을 위한 한 개의 파라미터 세팅.
 – 표준 냉각 바디가 포함된 냉각

Mini Shrink shrink and cooling sleeve
 – Protects Mini Shrink chucks from overheating
 – Extends lifetime of shrink fit chucks
 – Secure and user friendly handling
 – Only one parameter setting for all Mini Shrink 
chucks

 – Cooling with standard cooling body

열박음 추출기기
파손된  공구용
1개의 베이스 홀더와 6개의 핀(지름 3mm, 길이가 다른 두가지) 세트 : 
뺀치포함 안됨
Unshrinking device
For broken tools
Set with 1 base holder and 6 pins (3 diameters in 2 lengths each)
without pliers

 주문 번호/Order No.

 80.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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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식 냉각 / 냉각 관리
C o n TA C T  C o o l I n g / C o o l I n g  M A n A g e R

접촉식 냉각     
Haimer의 냉각 시스템은 열박음척을 냉각하는 
가장 빠르고 깨끗한 방법이다. 
모든 척에 적합한 냉각 바디가 있다. 냉각 바디
는 척 표면에 접촉하여 척의 열을 제거한다. 그
런 후 물 순환으로 냉각 바디을 식힌다.
냉각과정은 고르고 완만하게 발생한다. 척의 변
형은 발생하지 않는다. 런아웃의 정밀도가 보장
된다.
척은 물과 접촉하지 않는다. 이것은 건조한 상
태로 유지되고 녹슬지 않는다. 작업장도 깨끗하
고 건조하게 유지된다.

빠른 냉각을 위한 냉각 바디
 – 설정된 냉각 시간 : 약 30초
 – 공구홀더를 건조하게 유지
 – 녹이 슬지 않음
 – 건조과정에서 시간소모가 없음
 – 냉각 중에도 런아웃의 정밀도가 유지
 – 뜨거운 부분은 항상 덮여 있기 때문에 부상
의 위험이 없다.

 – 뜨거운 부분을 만질 필요가 없다.
 – 척의 부드러운 핸들링으로 충격이 없다.
 – 많은 열박음 과정 후에도 물 순환으로 열이 
제거 되기 때문에 냉각 바디가 가열이 되지 
않는다.

 – 모든 표준척을 위한 5개의 냉각 바디
 – 누수가 없는 깨끗한 작업장

Contact Cooling
The cooling system from HAIMER is the quick-
est and cleanest method of cooling shrink fit 
chucks.

There is a suitable cooling body for every 
chuck. The cooling body sits with the surface 
contact on the chuck and removes the heat 
from it. A water cycle cools the cooling body  
in turn.

The cooling procedure takes place completely 
evenly and gently. There is no deformation of 
the chuck. The runout accuracy is preserved. 

The chucks do not come into contact with the 
water. They remain dry and do not rust. The 
work place also remains clean and dry.

Cooling body for rapid cooling
 – Cooling in record time: approx. 30 s
 – Tool holders remain dry
 – No build-up of rust
 – No time lost through drying process
 – Even cooling, runout accuracy is maintained
 – Hot points are always covered, no risk of  
injury

 – Hot parts need not be touched
 – Gentle handling of chuck, no shocking
 – No heating of cooling body, even after lots 
of shrink fit procedures: heat is removed 
with water cycle

 – 5 cooling bodies for all standardized chucks
 – No dripping water, always a clean work space

DIN에 의한 열박음척용 냉각바디
Cooling body for shrink fit chuck 
according to DIN

특수 열박음척용 어답터을 갖춘 
냉각바디
Cooling body with adapter for 
special shrink fit chucks

익스텐션 열박음척용 어댑터를 
갖춘 냉각바디
Cooling body with adapter for 
shrink fit chuck with extension

냉각 어댑터 
 – Ø 14~16mm 냉각 어댑터와 함께 사용
 – 익스텐션과 슬림 열박음척용
 – Ø 3~5mm 열박음척을 위한 냉각 어댑터

Cooling adapter
 – For cooling body Ø 14–16 mm
 – For cooling of shrink fit extensions and slim 
shrink fit chucks

 – Cooling adapter for shrink fit chucks           
Ø 3–5 mm

부속품/Accessories 주문 번호/Order No.

Ø12mm / Ø16mm용 익스텐션을 위한 냉각 어댑터/Cooling adapter for extensions Ø 12 mm/Ø 16 mm 80.105.14.1.1
Ø20mm용 익스텐션을 위한 냉각 어댑터/Cooling adapter for extensions Ø 20 mm 80.105.14.1.2
Ø3~Ø5mm용 익스텐션을 위한 냉각 어댑터/Cooling adapter for shrink fit chucks Ø 3–5 mm 80.105.14.1.3
13kW 기계용 TME 인텔리전트 냉각 시스템/TME Intelligent Cooling System for 13kW machines  80.105.19.00
20kW 기계용 TME 인텔리전트 냉각 시스템/TME Intelligent Cooling System for 20kW machines  80.105.19.10

TME 인텔리전트 냉각 시스템
안전 조작용. 알루미늄 몸체로 된 센서가 온도 측정.
과열 온도: 적색 점등
정상 온도: 녹색 점등
특허권 적용

TMe Intelligent Cooling System 
For safe handling. Sensor in aluminium body measures temperature.
If temperature is too high: red light
If temperature is at right level: green light
Patent applied

LED

온도 센서
Temperat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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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심플 프리셋팅  이지세트
S I M P l e  P R e S e T T I n g  e A S y  S e T

심플 프리셋팅
 – 공구 돌출길이의 신속하고 간단한 프리셋팅
 – 최대 돌출길이: 150 mm
 – 정확도: ±0.05 mm
 – 모든 열박음척과 기계에 적합   
 (프레임, 핫에어, 접촉식, 유도전류)

 – 공간절약
 – 가격과 효율성과의 우수한 관계
 – 언제든지 추가 가능
 – 3개의 스탑 클립 포함  
(Ø3-12, Ø12-20, Ø16-25 mm)

 – 옵션: Ø25-32 mm

Simple presetting 
 – Quick and simple presetting of the protru-
ding length of the tool

 – Maximum protruding length: 150 mm
 – Accuracy: ±0.05 mm
 – Suitable for all shrink fit chucks and ma-
chines (flame, hot air, contact, induction)

 – Space saving
 – Excellent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effi-
ciency

 – Can be added at any time
 – Included in delivery: 3 stop clips  
(Ø 3–12, Ø 12–20, Ø 16–25 mm)  
Optional: Ø 25–32 mm

스탑 클립/Stop clips

열박음척 가열.
Heat up shrink fit chuck.

공구가 멈출때까지 삽입.
공구가 클램프될때까지 척을 냉
각한다.
Insert tool until stop. Let chuck 
cool down until tool is clamped.

냉각바디로 척을 완전히  
냉각한다.
Cool down chuck completely 
with cooling body.

이지세트 / easy Set 주문 번호/Order No.

이지세트 [mm] 100mm 돌출길이/100 mm protruding length 80.123.00

이지세트 [mm] 150mm 돌출길이/150 mm protruding length 80.125.00

스탑 클립/Stop clip Ø3-12 mm 클램핑용/For clamping Ø 3–12 mm 80.123.01

스탑 클립/Stop clip Ø12-20 mm 클램핑용/For clamping Ø 12–20 mm 80.123.02

스탑 클립/Stop clip Ø16-25 mm 클램핑용/For clamping Ø 16–25 mm 80.123.03

스탑 클립/Stop clip Ø25-32 mm 클램핑용/For clamping Ø 25–32 mm 80.123.04

기능/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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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라 발란싱 시스템
Tool Dynamic
Modular balancing system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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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정확하고 쉬운 발란싱
 – 아주 쉬운 소프트웨어
 – 발란싱 전문가가 필요 없음

Correct and easy balancing
 – Software extremely user-friendly
 – Not only for balancing experts

HAIMER는 기계 관련한 시스템 제공자이다.
 – 유일한 완벽한 솔루션
 – 발란싱 - 클램핑 - 자동

HAIMeR as your system provider around 
the machine tool
 – Single source solutions in perfect harmony
 – Balancing – Clamping – Automation

발란스된 툴을 사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보다 높은 절삭량
 – 보다 긴 스핀들 수명
 – 보다 긴 공구 수명
 – 보다 높은 정밀도,제품에 대한

With balanced tools you save money 
fourfold
 – Higher cutting volume
 – Longer spindle lifetime
 – Longer tool life
 – Higher precision at the workpiece

3. 절삭비용 감소
 – 기계 정지시간 감소
 – 보다 높은 공정 신뢰성

Reduce your machining costs
 – Less downtimes
 – Higher process reliability

2. 귀사의 기계를 보호함
 – 낮은 진동
 – 낮은 베어링 마모
 – 보다 높은 스핀들 수명
 – 품질관리 구매 - 소위 미리 발란스된 툴홀
더

 – 기계 스핀들 손상에 대한 보증의 보존

Protect your machine tool
 – Less vibrations
 – Lower wear on bearings
 – Higher spindle life time
 – Quality control purchasing so-called  
pre-balanced tool holders

 – Preservation of warranty in case of  
machine tool spindle damages

툴 다이나믹 장점
T H e  T o o l  D y n A M I C  A D vA n TA g e S

1. 발란싱된 툴을 사용하면 하기의 장점이 있음 
 – 보다 높은 RPM
 – 보다 높은 절삭 성능
 – 보다 나은 표면조도

enable the full potential of your  
machine tool
 – Higher RPMs
 – Higher cutting capacity
 – Better surface finish



132

발
란

싱
기

계

132

상기 이미지는 TD1002이며, 런아웃 측정기기가 옵션으로 포함 되어있음(주문번호 80.254.00)
Picture shows TD1002 with optional runout measuring device (Order No. 80.254.00)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툴 다이나믹 T D 1 0 0 2 
최소주의자용/For minim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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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홀더를 발란싱하기 위한 발란싱기계 1면 및 2면에서(옵션)
 – 힘측정 테이블과 상호보안적인 기계
 – 금형회사에 아주 적합
 – 소량배치생산,단일척용,표준척용 및 그라인딩휠 패키지
 – 자동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아답타

특징
 – 수동조작- 본체에 내장된 인터페이스 및 화면
 – 자동도어록을 갖춘 안전후드
 – 특수한 고정밀 스핀들 베어링

특징/Characteristics

진동에 최적화된 베이스
Vibration optimised base

최적의 베이스를 위한 테이블 Adapted table for optimized base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
어/스페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언어 Languages for user interface

발란싱,1면
Balancing in 1 plane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기계의 쉬운 사용을 위한 내장형 사용자 인터
페이스

Integrated user interface for easy handling of 
the machine

언발란스의 측정 및 보정,1면 (정적) Measuring and compensation of unbalance  
in 1 plane (static)

광학적 인덱싱 도움
Optical indexing help

정확한 스핀들 각도위치를 화면에표시 Indication of the exact spindle angle position  
on display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

언발란스 및 수정위치를 레이저로 지시 Indicates the position of unbalance and  
correction with a laser

반경방향드릴가공
Drilling radial

인덱스 발란싱
Index balancing

스핀들 보정을 갖춘 발란싱
Balancing with spindle compensa-
tion

반경방향드릴가공에 의한 발란싱

인덱스발란싱으로 측정에러를 보정 (2번 측정
실행. 인덱스각도 180°)

반복적인 부품을 빠르고 정밀하게 측정 (싱글 
측정) 

Balancing by drilling radially

Compensation of measuring errors by index 
balancing (2 measuring runs, indexing angle 
180°)
Quick and precise measurement of repetition 
parts (single measuring run)

발란싱링으로 보정하는 쇼프트웨
어
Software for compensation with  
balancing rings

링 또는 다른 움직일 수 있는 무게로 발란싱 Balancing by rings or other movable weights

액세서리 및 스페셜부품
Accessories and special equipment

발란스기계 전용 카탈로그를 참고 Please check the table from the separate ba-
lancing machine catalogue

Balancing Machine to balance tools, tool holders and grinding 
wheels on 1 and 2 planes (optional).
 – Force measuring table and complementary machine
 – Ideal for mould makers
 – For small batch lots, single application, standard chucks and grinding 
wheel packages

 – Adapter with automatic clamping system

Features
 – Menu-based handling – via integrated user interface and display
 – Safety hood with automated door lock
 – Special high precision spindle bearings

툴 다이나믹 T D 1 0 0 2 모듈라 발란싱 시스템
T o o l  D y n A M I C  T D  1 0 0 2  M o D u l A R  B A l A n C I n g  S y S T e M

기술적 세부사항 / Technical details

툴 다이나믹 TD1002 / Tool Dynamic TD 1002

크기/Dimensions [mm] 500 × 680 × 820

무게/Weight [kg] 200

스핀들 회전수 [RPMs]//Spindle speed [rpm] 300 – 1100

측정 정밀도/Measuring accuracy [gmm] < 1

필요한 전력/Power requirements [V/Hz] 230/50 – 60

 

 

 

전기사용량/Power usage [kW] 0,4

압축공기/Compressed air [bar] 6

최대 공구길이/max. tool length [mm] 360

최대 공구경/max. tool diameter [mm] 340

최대 공구무게/max. tool weight [kg] 15

주문 번호/Order No. 8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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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다이나믹 T D 2 0 0 9 에코노믹 
초보자용/For beg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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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다이나믹 TD 2009 에코노믹 모듈라 발란싱 시스템
T o o l  D y n A M I C  T D  2 0 0 9  e C o n o M I C  M o D u l A R  B A l A n C I n g  S y S T e M

이제 모튤라 발란싱 시스템 툴 다이나믹 TD 2009 을 시작한다.
툴 다이나믹 TD 2009 에코노믹은 1면(정적)에서 언발란스량을 측정 
및 보정한다. 따라서 툴 다이나믹 TD 2009 에코노믹은 조립후 언발란
스가 적은 짧은 툴홀더 및 짧은 공구에 적합하다. 내장형 키보드 및 스크
린으로 사용이 쉽다. 

Your start into the modular balancing system Tool Dynamic TD 2009. 
The Tool Dynamic TD 2009 Economic measures and compensates the 
un balance in one plane (static). Therefore TD 2009 Economic is perfect 
for balancing short tool holders and tools because of the couple unbal-
ance being very low. Easy handling with integrated keyboard and screen.

특징/Characteristics

발란싱,1면
Balancing in 1 plane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액세서리 및 스페셜부품
Accessories and special equipment

폴리머 콘크리트로 만든 기계본체
Base made of polymer concrete

기계의 쉬운 사용을 위한 내장형 사용자 인터
페이스

Integrated user interface for easy handling of 
the machine

기술적 세부사항 / Technical details

툴 다이나믹 TD 2009 에코노믹  / Tool Dynamic TD 2009 economic

크기/Dimensions [mm] 500 × 1500 × 820

무게/Weight [kg] 450

스핀들 회전수 [RPMs]//Spindle speed [rpm] 300 – 1100

측정 정밀도/Measuring accuracy [gmm] < 0,5

필요한 전력/Power requirements [V/Hz] 230/50 – 60

전기사용량/Power usage [kW] 0,4

 

 

 

압축공기/Compressed air [bar] 6

최대 공구길이/max. tool length [mm] 400

옵션/optional 700

최대 공구경/max. tool diameter [mm] 380

옵션/optional 425

최대 공구무게/max. tool weight [kg] 30

주문 번호/Order No. 80.220.00.09

언발란스의 측정 및 보정,1면 (정적) Measuring and compensation of unbalance  
in 1 plane (static)

발란스기계 전용 카탈로그를 참고

높은 측정 정밀도 무거운 베이스

Please check the table from the separate ba-
lancing machine catalogue

Highest measuring accuracy due to  
heavy base

광학적 인덱싱 도움
Optical indexing help

정확한 스핀들 각도위치를 화면에표시 Indication of the exact spindle angle position  
on display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

언발란스 및 수정위치를 레이저로 지시 Indicates the position of unbalance and  
correction with a laser

반경방향드릴가공
Drilling radial

인덱스 발란싱
Index balancing

스핀들 보정을 갖춘 발란싱
Balancing with spindle compensa-
tion

반경방향드릴가공에 의한 발란싱

인덱스발란싱으로 측정에러를 보정 (2번 측정
실행. 인덱스각도 180°)

반복적인 부품을 빠르고 정밀하게 측정 (싱글 
측정) 

Balancing by drilling radially

Compensation of measuring errors by index 
balancing (2 measuring runs, indexing angle 
180°)
Quick and precise measurement of repetition 
parts (single measuring run)

발란싱링으로 보정하는 쇼프트웨
어
Software for compensation with  
balancing rings

링 또는 다른 움직일 수 있는 무게로 발란싱 Balancing by rings or other movable weights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
어/스페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언어 Languages for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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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다이나믹 T D 2 0 0 9 에코노믹 플러스
선두자용/For the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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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다이나믹 T D 2 0 0 9 에코노믹 플러스 모듈라 발란싱 시스템
T o o l  D y n A M I C  T D  2 0 0 9  e C o n o M I C  P l u S  M o D u l A R  B A l A n C I n g  S y S T e M

툴 다이나믹 TD 2009 에코노믹 플러스는 2면(동적)에서 언발란스량
측정에 적합하다. 긴 공구는 동적 언발란스 및 조립후 언발란스 때문에
반드시 2면에서 발란스를 봐야 한다.
액세서리는 내장형 서랍장에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빠른 동작 및
레이저마킹, 스핀들의 광학적 인덱싱 도움 및 스핀들의 자동인덱싱으로
실수를 방지한다. 

하기는 툴 다이나믹TD 2009 에코노믹의 특징입니다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identical to Tool Dynamic TD 2009 economic:

하기는 툴 다이나믹TD 2009 에코노믹 플러스에 표준으로 포함된 항목입니다.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standard inclusive for Tool Dynamic TD 2009 economic Plus:

The new TD 2009 Economic Plus is perfect to measure unbalance in two 
planes (dynamic). Long tools have to be balanced in two planes to correct 
also the couple or dynamic unbalance. 
Accessories can be clearly arranged in the built in drawers. Work quickly 
and error free with laser marking, optical indexing help and automatic  
indexing of the spindle. 
The “fixed components” allow to balance with screws at rotors with 
threaded bores. 

특징/Characteristics

특징/Characteristics

발란싱,1면
Balancing in 1 plane

광학적 인덱싱 도움
Optical indexing help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

액세서리 및 스페셜부품
Accessories and special equipment

기술적 세부사항 / Technical details

툴 다이나믹 TD 2009 에코노믹 플러스 / Tool Dynamic TD 2009 economic Plus

크기/Dimensions [mm] 500 × 1500 × 820

무게/Weight [kg] 450

스핀들 회전수 [RPMs]//Spindle speed [rpm] 300 – 1100

측정 정밀도/Measuring accuracy [gmm] < 0,5

필요한 전력/Power requirements [V/Hz] 230/50 – 60

전기사용량/Power usage [kW] 0,4

 

 

 

압축공기/Compressed air [bar] 6

최대 공구길이/max. tool length [mm] 400

옵션/optional 700

최대 공구경/max. tool diameter [mm] 380

옵션/optional 425

최대 공구무게/max. tool weight [kg] 30

주문 번호/Order No. 80.222.00.09

발란싱,2면
Balancing in 2 planes

언발란스의 측정 및 보정,2면 (동적) Measuring and compensation of unbalance  
in 2 planes (dynamic unbalance)

픽스더 컴포넌트
Fixed components

미리 지정한 곳에 발란싱가능  예.
발란싱스크류와 함께

Enables balancing at predefined positions, 
e. g. with balancing screws

자동인덱싱
Automatic indexing

선택된 각도위치로 스핀들회전 및 스핀들의 정
확한 위치를 알려줌

Turns the spindle on the selected angle posi-
tion and simplifies exact positioning of spindle

액세서리용 랙
Rack for accessories

발란싱 아답타 및 추가 액세서리의 보관를 위한 
2개의 서랍장이 있는 보관함

Storage rack with two integrated drawers for 
balancing adapters and further accessories

발란스기계 전용 카탈로그를 참고 Please check the table from the separate ba-
lancing machine catalogue

폴리머 콘크리트로 만든 기계본체
Base made of polymer concrete

반경방향드릴가공
Drilling radial

발란싱링으로 보정하는 쇼프트웨
어
Software for compensation with  
balancing rings

인덱스 발란싱
Index balancing

스핀들 보정을 갖춘 발란싱
Balancing with spindle compen-
sation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
어/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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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스페셜 사양을 보여줌 : 세이프티 훅 타입 3, 공구최대길이 700 mm (발란스기계 전용 카탈로그 참조)
Picture shows special equipment: Safety hood type 3 for tools with length up to 700 mm (see optional configurations from balancing machine catalog, page 14)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툴 다이나믹 T D 2 0 0 9 컴포트
야심가용/For the ambi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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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사가 발란스를 자주보고 발란스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TD2009 
컴포트로 결정하세요. PC,키보드 및 모니터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
다. 큰 모니터덕분에 데이터 입력이 빠르고 그래픽사용이 편리하다.
- 더 빨리 발란스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기계의 쇼프트웨어는 밀링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이 프로그램
의 도움으로 언발란스의 수정을 매우 쉽게한다. 

If you want to use the Tool Dynamic frequently and keep the balancing 
time as short as possible, you should decide on the TD 2009 Comfort 
machine. It’s equipped with a PC, keyboard, mouse and monitor. The big 
screen enables you a fast input of tool data and all the comfort of a 
graphical user interface – you just balance faster! In addition the soft-
ware of the machine offers the possibility to correct the unbalance with 
the help of a milling program what is very common in practice to correct 
the un balance. 

밀링 프로그램
Milling program

밀링 프로그램은 밀링으로 언발란스를 수정 Milling program allows correction of  
unbalance via milling

기술적 세부사항 / Technical details

툴 다이나믹 TD 2009 컴포트 / Tool Dynamic TD 2009 Comfort 

크기/Dimensions [mm] 1100 × 1500 × 820

무게/Weight [kg] 450

스핀들 회전수 [RPMs]//Spindle speed [rpm] 300 – 1100

측정 정밀도/Measuring accuracy [gmm] < 0,5

필요한 전력/Power requirements [V/Hz] 230/50 – 60

전기사용량/Power usage [kW] 0,4

 

 

 

압축공기/Compressed air [bar] 6

최대 공구길이/max. tool length [mm] 400

옵션/optional 700

최대 공구경/max. tool diameter [mm] 380

옵션/optional 425

최대 공구무게/max. tool weight [kg] 30

주문 번호/Order No. 80.224.00.09

하기는 툴 다이나믹TD 2009 에코노믹 플러스의 특징입니다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identical to Tool Dynamic TD 2009 economic Plus:

하기는 툴 다이나믹TD 2009 컴포트에 표준으로 포함된 항목입니다.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standard inclusive for Tool Dynamic TD 2009 Comfort:

특징/Characteristics

특징/Characteristics

발란싱,1면
Balancing in 1 plane

광학적 인덱싱 도움
Optical indexing help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

액세서리 및 스페셜부품
Accessories and special equipment

발란싱,2면
Balancing in 2 planes

픽스더 컴포넌트
Fixed components

자동인덱싱
Automatic indexing

액세서리용 랙
Rack for accessories

발란스기계 전용 카탈로그를 참고 Please check the table from the separate ba-
lancing machine catalogue

폴리머 콘크리트로 만든 기계본체
Base made of polymer concrete

프린트 라벨
Print label

반경방향드릴가공
Drilling radial

인덱스 발란싱
Index balancing

스핀들 보정을 갖춘 발란싱
Balancing with spindle compensa-
tion

발란싱링으로 보정하는 쇼프트웨
어
Software for compensation with  
balancing rings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
어/스페인어

발란싱 쇼프터웨어 TD 4.0
Balancing software TD 4.0

새로운 쇼프트웨어로 그래픽 인터페이스 및 터
치스크린를 갖춤

New software with user-friendly graphical  
interface and touchscreen-control

스크린 홀더
Screen holder

PC모니터 및 키보드를 놓는 편리한 트레이 Comfortable tray to place PC-screen  
and keyboard

TFT 스크린
TFT screen

내장 키보드로 편리한사용을 위한 팩키지 
(TFT스크린,키보드,마우스포함)

Package for comfortable usage via keyboard 
for integrated (includes TFT screen, key-
board, mouse)

발란싱결과용 라벨프린트 소프트웨어 Print balancing result on label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툴 다이나믹 T D 2 0 0 9 컴포트 모듈라 발란싱 시스템
T o o l  D y n A M I C  T D  2 0 0 9  C o M F o R T  M o D u l A R  B A l A n C I n g  S y S T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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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툴 다이나믹 T D 2 0 0 9 컴포트 플러스 
완벽주의자용/For perfectionists

사진은 스페셜 사양을 보여줌 : 세이프티 훅 타입 3, 공구최대길이 700 mm (발란스기계 전용 카탈로그 참조)
Picture shows special equipment: Safety hood type 3 for tools with length up to 700 mm (see optional configurations from balancing machine catalog, page 14)



141

발
란

싱
기

계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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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다이나믹 TD2009 컴포트 플러스는 최상의 유용성과 편리성을 제공
한다. 툴 다이나믹 TD2009 컴포트 플러스를 사용함으로써 실수없는 발
란스를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빨리,전문가의 도움없이 발란스를 보고 싶으세요?
주저 말고 툴 다이나믹 TD2009 컴포트 플러스 선택하세요.
-최적화된 터치스크린사용, 내장형PC,발란스액세서리를 위한 편리한 보
관함 그리고 최대의 부품으로 매우 편리합니다. 

The new Tool Dynamic TD 2009 Comfort Plus offers a maximum of  
usability and comfort. Using TD 2009 Comfort Plus you will never loose 
your goal during the balancing progress. You would like to balance your 
tools efficiently, fast and without being an expert? Then feel free to 
choose Tool Dynamic TD 2009 Comfort Plus – optimized touchscreen 
usage, integrated PC, comfortable storages for your balancing accesso-
ries and a maximum of equipment make balancing fast, convenient and 
very easy. 

터치스크린포함 제어반
Control terminal incl. touchscreen

터치스크린,키보드,마우스,프린터 및 기타 보관
용 콘솔 (단 쇼프트웨어 TD 4.0과 함께 사용)

Console for storage of touchscreen, keyboard, 
mouse, printer, and further accessories (only 
together with Balancing software TD 4.0)

기술적 세부사항 / Technical details

툴 다이나믹 TD 2009 컴포트 플러스 / Tool Dynamic TD 2009 Comfort Plus

크기/Dimensions [mm] 1100 × 1500 × 820

무게/Weight [kg] 450

스핀들 회전수 [RPMs]//Spindle speed [rpm] 300 – 1100

측정 정밀도/Measuring accuracy [gmm] < 0,5

필요한 전력/Power requirements [V/Hz] 230/50 – 60

전기사용량/Power usage [kW] 0,4

 

 

 

압축공기/Compressed air [bar] 6

최대 공구길이/max. tool length [mm] 400

옵션/optional 700

최대 공구경/max. tool diameter [mm] 380

옵션/optional 425

최대 공구무게/max. tool weight [kg] 30

주문 번호/Order No. 80.226.00.09

툴 다이나믹 T D 2 0 0 9 컴포트 플러스 모듈라 발란싱 시스템
T o o l  Dy n A M I C  T D  2 0 0 9  C o M F o R T  P l u S  M o D u l A R  B A l A n C I n g  S y S T e M

밀링 프로그램
Milling program

하기는 툴 다이나믹TD 2009 컴포트의 특징입니다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identical to Tool Dynamic TD 2009 Comfort:

하기는 툴 다이나믹TD 2009 컴포트 플러스에 표준으로 포함된 항목입니다.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standard inclusive for Tool Dynamic TD 2009 Comfort Plus:

특징/Characteristics

특징/Characteristics

발란싱,1면
Balancing in 1 plane

광학적 인덱싱 도움
Optical indexing help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

액세서리 및 스페셜부품
Accessories and special equipment

발란싱,2면
Balancing in 2 planes

픽스더 컴포넌트
Fixed components

자동인덱싱
Automatic indexing

액세서리용 랙
Rack for accessories

발란스기계 전용 카탈로그를 참고 Please check the table from the separate ba-
lancing machine catalogue

폴리머 콘크리트로 만든 기계본체
Base made of polymer concrete

프린트 라벨
Print label

반경방향드릴가공
Drilling radial

인덱스 발란싱
Index balancing

스핀들 보정을 갖춘 발란싱
Balancing with spindle compensa-
tion

발란싱링으로 보정하는 쇼프트웨
어
Software for compensation with  
balancing rings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
어/스페인어

발란싱 쇼프터웨어 TD 4.0
Balancing software T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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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툴 다이나믹 T D 프리세트 
개인주의자용/For individualists

본 사진은 콘트롤 터미날을 갖춘 툴 다이나믹 프리세트이다
Picture shows Tool Dynamic Preset with Control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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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두개의 검증된 시스템-
하나의 트렌드셋팅 혁명
툴발란싱과 프리셋팅은 최신가공의 핵심이다.
두개의 시스템을 합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툴 다이나믹 TD 프리세트는 HAIMER발란싱기술과 Zoller의 측정기술을 
결합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공구는 HAIMER의 정밀한 발란스 스핀들에 
장착된 아답타시스템에 결합된다. 이것은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키며 확
인을 위해 다시 결합하는 행위를 줄여 측정시간을 줄인다.

 – 기술선도자가 만든 미래지향적인 기술
 – 두가지 제품을 결합하여 고효율 및 시간절약
 – HAIMER 발란싱아답타에서의 고정밀도의 클램핑때문에 아주 높은 정
밀도

 –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효율성
 – 작은 설치공간
 – 간단하고 논리적인 조작
 – 모든 인터페이스용 아답타
 – 가장 높은 측정편리성 

주문 번호: 80.240.00

Two approved systems –  
a trendsetting innovation
Tool balancing and presetting are key elements of modern manufactur-
ing. It is obviously a good idea to combine these two procedures. The 
Tool  Dynamic TD Preset is a perfect combination of HAIMER’s balancing 
technology and Zoller’s measuring technology. The tool is clamped in 
the high pre cision balancing spindle fitted with HAIMER’s proven adapter 
system. This saves time and increases accuracy because the tool does 
not have to be re-clamped.  

 – Forward-looking state-of-the-art technology by technology leaders
 – Highest efficiency and saved time by combining two production stages
 – Utmost precision due to high precision clamping in HAIMER’s balancing 
adapters

 – Reasonable price and efficiency ratio
 – Needs little space
 – Simple and logical operation
 – Adapter for all interfaces
 – Highest possible measuring comfort 
 

Order No. 80.240.00

툴 다이나믹 T D 프리세트
툴 발란싱 및 프리셋팅
T o o l  B A l A n C I n g  A n D  P R e S e T T I n g

프리셋팅
고분해능의 카메라 및 디지털을 갖춘 측정시스템 포토 프로세싱 

Presetting
Measuring system with high resolution camera and digital  
photo processing

전문가용 쇼프트웨어
측정 및 발란싱을 위한 여러가지 옵션이 메뉴에 있음 

Software for professionals
Various options for measuring and balancing clearly arranged in menus



144

발
란

싱
기

계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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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T: BIG-PLUS에도 적용 가능/also suitable for BIG-Plus

자동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SK/BT/CAT/BBT 발란싱 아답터
SK/BT/CAT/BBT balancing adapter with automatic clamping system

주문 번호/Order No. 테이퍼 사이즈/for taper size 풀스터드/for pull stud

80.201.330.01 SK30/BT30/BBT301) 나사/thread M12

80.201.330.01.IN CAT30   나사/thread 1/2”-13 

80.201.330.02 SK30 DIN 69872; ISO 7388-3, Form AF/AD/AC

80.201.330.02 BT30/BBT301) MAS 30°/45°/90°; ISO 7388-3, Form JD/JF

80.201.330.04 SK30 ISO 7388-3, Form UF/UD/UC

80.201.140.01 SK40 DIN 2080 나사/thread M16

80.201.340.01 SK40/BT40/BBT401) 나사/thread M16

80.201.340.01.IN CAT40 나사/thread 5/8”-11

80.201.340.02 SK40 DIN 69872; ISO 7388-3, Form AF/AD/AC

80.201.340.02 BT40/BBT401) JIS B6339

80.201.340.04 SK40 ISO 7388-3, Form UF/UD/UC

80.201.340.06 BT40 MAS 30°/45°/90°; ISO 7388-3, Form JD/JF

80.201.150.01 SK50 DIN 2080 나사/thread M24

80.201.350.01 SK50/BT50/BBT501) 나사/thread M24

80.201.350.01.IN CAT50 나사/thread 1”-8

80.201.350.02 SK50 DIN 69872; ISO 7388-3, Form AF/AD/AC

80.201.350.02 BT50/BBT501) JIS B6339

80.201.350.04 SK50 ISO 7388-3, Form UF/UD/UC

80.201.350.06 BT50/BBT501) MAS 30°/45°/90°; ISO 7388-3, Form JD/ JF

발란싱 아답터 SK/BT/CAT/BBT/CAPTO/KM
B A l A n C I n g  A D A P T e R  S K / B T / C AT / B B T / C A P T o / K M

자동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CAPTO발란싱 아답터/Balancing adapter Capto with automatic clamping system

주문 번호/Order No. 테이퍼 사이즈/for taper size

80.201.9C3.10 Capto C3

80.201.9C4.10 Capto C4

80.201.9C5.10 Capto C5

80.201.9C6.10 Capto C6

80.201.9C8.10 Capto C8

80.201.9C10.10 Capto C10

자동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KM발란싱 아답터/Balancing adapter KM with automatic clamping system

주문 번호/Order No. 테이퍼 사이즈/for taper size

80.201.KM40.00 KM40

80.201.KM50.00 KM50

80.201.KM63.00 KM63

80.201.KM80.00 KM80

80.201.KM100.00 KM100

80.201.KM125.00 KM125 (요청에 따라/upon request)

 – 높은 측정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를 위한 정밀  
한 클램핑 μm

 – 컴팩트한 디자인에 의한 쉽고 빠른 교환 

주의: 아답터는 오직 HAIMER 툴 다이나믹 발란싱 
기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µm precise clamping for highest measuring  
accuracy and repeatability

 – Easy and quickest changing due to compact  
design

Attention: Adapters only to be used with original 
HAIMER Tool Dynamic Balancing Machines

주의: 아답터는 오직 HAIMER 툴 다이나믹 발란싱 기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ATTENTION: Adapters only to be used with original HAIMER Tool Dynamic Balanc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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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싱 아답터 HSK
B A l A n C I n g  A D A P T e R  H S K

- 높은 측정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를 위한 정밀  
  한 클램핑 μm
- 컴팩트한 디자인에 의한 쉽고 빠른 교환

주의: 아답터는 오직 HAIMER 툴 다이나믹 발란
싱 기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µm precise clamping for highest measuring  
accuracy and repeatability

 – Easy and quickest changing due to compact  
design

Attention: Adapters only to be used with original 
HAIMER Tool Dynamic Balancing Machines

자동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 발란싱 아답터/HSK balancing adapter with automatic clamping system

HSK 인터페이스  아답터 주문번호  호환성 사양
HSK interface Adapter Order No. Analogy Description

HSK 25

E 80.201.e25.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25용 아답터/Adapter for HSK-E25 with clamping system

HSK 32

A 80.201.A32.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32용 아답터/Adapter for HSK-A32 with clamping system
B 80.201.e25.00 B32 = E25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25용 아답터/Adapter for HSK-E25 with clamping system
C 80.201.A32.00 C32 = A32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32용 아답터/Adapter for HSK-A32 with clamping system
D 80.201.e25.00 D32 = E25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25용 아답터/Adapter for HSK-E25 with clamping system
E 80.201.e32.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32용 아답터/Adapter for HSK-E32 with clamping system
F 80.201.e25.00 F32 = E25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25용 아답터/Adapter for HSK-E25 with clamping system

HSK 40

A 80.201.A40.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40용 아답터/Adapter for HSK-A40 with clamping system
B 80.201.e32.00 B40 = E32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32용 아답터/Adapter for HSK-E32 with clamping system
C 80.201.A40.00 C40 = A4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40용 아답터/Adapter for HSK-A40 with clamping system
D 80.201.e32.00 D40 = E32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32용 아답터/Adapter for HSK-E32 with clamping system
E 80.201.e40.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4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40 with clamping system
F 80.201.e32.00 F40 = E32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32용 아답터/Adapter for HSK-E32 with clamping system

HSK 50

A 80.201.A50.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50용 아답터/Adapter for HSK-A50 with clamping system
B 80.201.e40.00 B50 = E4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4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40 with clamping system
C 80.201.A50.00 C50 = A5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50용 아답터/Adapter for HSK-A50 with clamping system
D 80.201.e40.00 D50 = E4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4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40 with clamping system
E 80.201.e50.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5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50 with clamping system
F 80.201.e40.00 F50 = E4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4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40 with clamping system

HSK 63

A 80.201.A63.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63용 아답터/Adapter for HSK-A63 with clamping system
B 80.201.e50.00 B63 = E5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5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50 with clamping system
C 80.201.A63.00 C63 = A63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63용 아답터/Adapter for HSK-A63 with clamping system
D 80.201.e50.00 D63 = E5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5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50 with clamping system
E 80.201.e63.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63용 아답터/Adapter for HSK-E63 with clamping system
F 80.201.e50.00 F63 = E5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5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50 with clamping system

Weinig

Weinig 80.201.W63.00   툴홀더 웨이니그용 아답터/Adapter for Weinig tool holder

HSK 80

A 80.201.A80.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80용 아답터/Adapter for HSK-A80 with clamping system
B 80.201.e63.00 B80 = E63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63용 아답터/Adapter for HSK-E63 with clamping system
C 80.201.A80.00 C80 = A8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80용 아답터/Adapter for HSK-A80 with clamping system
D 80.201.e63.00 D80 = E63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63용 아답터/Adapter for HSK-E63 with clamping system
E 80.201.e80.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8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80 with clamping system
F 80.201.e63.00 F80 = E63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63용 아답터/Adapter for HSK-E63 with clamping system

HSK 100

A 80.201.A10.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100용 아답터/Adapter for HSK-A100 with clamping system
B 80.201.e80.00 B100 = E8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8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80 with clamping system
C 80.201.A10.00 C100 = A1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100용 아답터/Adapter for HSK-A100 with clamping system
D 80.201.e80.00 D100 = E8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8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80 with clamping system
E 80.201.e10.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10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100 with clamping system
F 80.201.e80.00 F100 = E8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E80용 아답터/Adapter for HSK-E80 with clamping system

HSK 125

A 80.201.A125.00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HSK-A125용 아답터/Adapter for HSK-A125 with clamping system

주의: 아답터는 오직 HAIMER 툴 다이나믹 발란싱 기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ATTENTION: Adapters only to be used with original HAIMER Tool Dynamic Balanc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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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스 링/ B A l A n C I n g  R I n g S
발란스 스크류세트/ S e T  o F  B A l A n C I n g  S C R e W S

원통형 외형을 가진 툴홀더의 정밀 발란스용(diam.A)
발란스 링은 설정된 언발란스를 가지고 있음.
툴홀더를 보정하고자 할 때 언발란스의 위치를 회전시켜 보정함.
한개의 발란스 평면에 2개의 링이 필요함.

 – Hex렌치 없이 클램핑 스크류와 함께 2개의 링이 공급됨

For fine-balancing of all tool holders with cylindrical outer diameter  
(diam. A)
The balancing rings have a defined unbalance in themselves. They are 
turned in such a position that the unbalance of the tool holder will be 
compensated. There are always 2 rings needed per balancing plane.

 – Included in delivery: 2 balancing rings with clamping screws  
without hex wrench

주문 번호 Ø A [mm] 언발란스 양/ 1)

Order No.  ca. unbalance

79.350.15 15  9 g·mm

79.350.17 17  12 g·mm

79.350.19 19  16 g·mm

79.350.20 20  17 g·mm

79.350.22 22  20 g·mm

79.350.24 24  27 g·mm

79.350.25 25  32 g·mm

79.350.26 26  33 g·mm

79.350.27 27  33 g·mm

79.350.28 28  40 g·mm

79.350.30 30  45 g·mm

79.350.32 32  36 g·mm

79.350.34 34  40 g·mm

79.350.35 35  48 g·mm

79.350.36 36  47 g·mm

79.350.38 38  53 g·mm

79.350.40 40  57 g·mm

79.350.42 42  65 g·mm

주문 번호 Ø A [mm] 언발란스 양/ 1)

Order No.  ca. unbalance

79.350.43 43  65 g·mm

79.350.44 44  68 g·mm

79.350.46 46  75 g·mm

79.350.48 48  81 g·mm

79.350.50 50  87 g·mm

79.350.52 52  94 g·mm

79.350.53 53  86 g·mm

79.350.54 54  91 g·mm

79.350.55 55  94 g·mm

79.350.56 56  100 g·mm

79.350.58 58  106 g·mm

79.350.60 60  110 g·mm

79.350.62 62  120 g·mm

79.350.63 63  123 g·mm

79.350.64 64  126 g·mm

79.350.65 65  129 g·mm

79.350.66 66  120 g·mm

79.350.68 68  135 g·mm

주문 번호 Ø A [mm] 언발란스 양/ 1)

Order No.  ca. unbalance

79.350.70 70  145 g·mm

79.350.72 72  152 g·mm

79.350.74 74  160 g·mm

79.350.76 76  168 g·mm

79.350.78 78  178 g·mm

79.350.80 80  186 g·mm

79.350.82 82  199 g·mm

79.350.84 84  215 g·mm

79.350.86 86  224 g·mm

79.350.87 87  225 g·mm

79.350.88 88  226 g·mm

79.350.89 89  231 g·mm

79.350.90 90  237 g·mm

79.350.92 92  247 g·mm

79.350.94 94  253 g·mm

79.350.96 96  267 g·mm

79.350.98 98  277 g·mm

79.350.100 100  285 g·mm

발란스 스크류 세트
열박음척의 정밀발란스용(열박음척에 나사 자리
가 나있음).
11x10pcs 한 박스로 공급됨.
발란싱 스크류 M16, 1 스크류 드라이버

Set of Balancing Screws
For fine balancing of shrink fit chucks 
(Thread integrated in the shrink fit chucks).  
Included in delivery: case with 11 x 10 pcs. 
balancing screws M6, 1 screw driver

액세서리 /Accessories 주문 번호 / Order No.

발란스 스크류세트/Set of Balancing Screws 80.203.00

1)  언발란스 g.mm은 참고 치수이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Unbalance g·mm are reference values, little variance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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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 익스텐션/S H R I n K  F I T  e X T e n S I o n S

주문 번호 길이 A 생크경 Ø 생크 공차 클램핑 Ø Ø 쿨링바디와 쿨링바디 및 쿨링아답터와
Order No. Length A Outer Ø Shank tolerance Clamping Ø  함께 냉각 함께 냉각
   [mm] D3 [mm] D1[mm] D2 [mm] Cooling body Cooling body Adapter

78.160.06 160 16 h6 6 10 Ø 14–16 80.105.14.1.1
78.200.06 160 20 h6 6 14 Ø 14–16 80.105.14.1.2
78.200.08 160 20 h6 8 14 Ø 14–16 80.105.14.1.2
78.250.08 160 25 h6 8 19 Ø 6–8 —
78.250.10 160 25 h6 10 20 Ø 6–8 —
78.250.12 160 25 h6 12 20 Ø 6–8 —
78.250.14 160 25 h6 14 20 Ø 6–8 —
78.250.16 160 25 h6 16 22 Ø 6–8 —
78.320.10 160 32 h6 10 27 Ø 14–16 —
78.320.12 160 32 h6 12 27 Ø 14–16 —
78.320.14 160 32 h6 14 27 Ø 14–16 —
78.320.16 160 32 h6 16 27 Ø 14–16 —
78.320.18 160 32 h6 18 27 Ø 14–16 —
78.320.20 160 32 h6 20 27 Ø 14–16 —

  텔레스코프
Telescope

버전:
 – 세트 스크류 미포함
 – 적당한 클램핑과 절삭공구의 절삭유을 위한 클램핑 보아에 있는 슬릿 포함
 – 다양한 길이 셋팅 (텔레스코프)

Version:
 – Without set screw
 – With slits along the clamping bore for proper clamping and coolant  
around the cutting tool

 – Variable length setting (telescope)

주문 번호 길이 A 생크경 Ø 생크 공차 클램핑 Ø Ø 쿨링바디와 쿨링바디 및 쿨링아답터와
Order No. Length A Outer Ø Shank tolerance Clamping Ø  함께 냉각 함께 냉각
   [mm] D3 [mm] D1[mm] D2 [mm] Cooling body Cooling body Adapter

78.120.03.2 160 12 h6 3 8 Ø 14–16 80.105.14.1.1
78.120.035.2 160 12 h6 3,5 8 Ø 14–16 80.105.14.1.1
78.120.04.2 160 12 h6 4 8 Ø 14–16 80.105.14.1.1
78.120.045.2 160 12 h6 4,5 8 Ø 14–16 80.105.14.1.1
78.160.03.2 160 16 h6 3 10 Ø 14–16 80.105.14.1.1
78.160.035.2 160 16 h6 3,5 10 Ø 14–16 80.105.14.1.1
78.160.04.2 160 16 h6 4 10 Ø 14–16 80.105.14.1.1
78.160.045.2 160 16 h6 4,5 10 Ø 14–16 80.105.14.1.1
78.160.05.2 160 16 h6 5 10 Ø 14–16 80.105.14.1.1
78.200.05.2 160 20 h6 5 14 Ø 14–16 80.105.14.1.2

가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결방법
 – 높은 런아웃 정밀도
 – 최적의 제한이 없는 익스텐션
 – 다용도 사용 및 재사용 
 – 특수가공 조건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
 – 초경 및 하이스 생크용
 – 쿨링 아답터 없이 공급

The universal solution for your machining issues
 – Highest runout accuracy
 – Optimum and almost unlimited extensions likely
 – Versatile to use and always re-usable
 – The most economic way for special machining requi-
rements

 – For carbide steel and HSS shanks
 – Delivery without cooling adapter

버전:
 – 세트 스크류 포함(조절범위 10mm)

Version:
 – With set screw (adjustment range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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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 익스텐션/ S H R I n K  F I T  e X T e n S I o n S

주문 번호 길이 A 생크경 Ø 생크 공차 클램핑 Ø Ø 쿨링바디와 쿨링바디 및 쿨링아답터와
Order No. Length A Outer Ø Shank tolerance Clamping Ø  함께 냉각 함께 냉각
   [mm] D3 [mm] D1[mm] D2 [mm] Cooling body Cooling body Adapter

78.120.03.1 160 12 h4 3 8 Ø 14–16 80.105.14.1.1
78.120.04.1 160 12 h4 4 8 Ø 14–16 80.105.14.1.1
78.160.03.1 160 16 h4 3 10 Ø 14–16 80.105.14.1.1
78.160.04.1 160 16 h4 4 10 Ø 14–16 80.105.14.1.1
78.160.05.1 160 16 h4 5 10 Ø 14–16 80.105.14.1.1
78.160.06.1 160 16 h6 6 10 Ø 14–16 80.105.14.1.1
78.200.05.1 160 20 h4 5 14 Ø 14–16 80.105.14.1.2
78.200.06.1 160 20 h6 6 14 Ø 14–16 80.105.14.1.2
78.200.08.1 160 20 h6 8 14 Ø 14–16 80.105.14.1.2
78.250.08.1 160 25 h6 8 19 Ø 6–8 —
78.250.10.1 160 25 h6 10 20 Ø 6–8 —
78.250.12.1 160 25 h6 12 20 Ø 6–8 —
78.250.14.1 160 25 h6 14 20 Ø 6–8 —
78.250.16.1 160 25 h6 16 22 Ø 6–8 —
78.320.10.1 160 32 h6 10 27 Ø 14–16 —
78.320.12.1 160 32 h6 12 27 Ø 14–16 —
78.320.14.1 160 32 h6 14 27 Ø 14–16 —
78.320.16.1 160 32 h6 16 27 Ø 14–16 —
78.320.18.1 160 32 h6 18 27 Ø 14–16 —
78.320.20.1 160 32 h6 20 27 Ø 14–16 —

텔레스코프
Telescope

버전: 익스텐션 길이 300 mm
 – 세트 스크류 미포함
 – 다양한 길이 셋팅 (텔레스코프)

Version: extension length 300 mm
 – Without set screw
 – Variable length setting (telescope)

주문 번호 길이 A 생크경 Ø 생크 공차 클램핑 Ø Ø 쿨링바디와 쿨링바디 및 쿨링아답터와
Order No. Length A Outer Ø Shank tolerance Clamping Ø  함께 냉각 함께 냉각
   [mm] D3 [mm] D1[mm] D2 [mm] Cooling body Cooling body Adapter

78.161.06.1 300 16 h6 6 10 Ø 14–16 80.105.14.1.1
78.201.06.1 300 20 h6 6 14 Ø 14–16 80.105.14.1.2
78.201.08.1 300 20 h6 8 14 Ø 14–16 80.105.14.1.2
78.251.08.1 300 25 h6 8 19 Ø 6–8 —
78.251.10.1 300 25 h6 10 20 Ø 6–8 —
78.251.12.1 300 25 h6 12 20 Ø 6–8 —
78.251.14.1 300 25 h6 14 20 Ø 6–8 —
78.251.16.1 300 25 h6 16 22 Ø 6–8 —
78.321.10.1 300 32 h6 10 27 Ø 14–16 —
78.321.12.1 300 32 h6 12 27 Ø 14–16 —
78.321.14.1 300 32 h6 14 27 Ø 14–16 —
78.321.16.1 300 32 h6 16 27 Ø 14–16 —
78.321.20.1 300 32 h6 20 27 Ø 14–16 —

버전:
 – 세트 스크류 미포함
 – 다양한 길이 셋팅 (텔레스코프)

Version:
 – Without set screw
 – Variable length setting (telescope)

  텔레스코프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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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 익스텐션/ S H R I n K  F I T  e X T e n S I o n S
미니 열박음 익스텐션/M I n I  S H R I n K  e X T e n S I o n S

주문 번호 길이 A 생크경 Ø 생크 공차 클램핑 Ø Ø 쿨링바디와
Order No. Length A Outer Ø Shank tolerance Clamping Ø  함께 냉각
            [mm] D3 [mm]  D1 [mm] D2 [mm] Cooling body

78.501.10.1 300 50 h6 10 24 Ø 10–12
78.501.12.1 300 50 h6 12 24 Ø 14–16
78.501.14.1 300 50 h6 14 27 Ø 14–16
78.501.16.1 300 50 h6 16 27 Ø 14–16
78.501.18.1 300 50 h6 18 27 Ø 14–16
78.501.20.1 300 50 h6 20 33 Ø 25–32
78.501.25.1 300 50 h6 25 44 Ø 25–32
78.501.32.1 300 50 h6 32 44 Ø 25–32

1) 세트 스크류 포함/With set screw

미니 열박음 익스텐션(모든 초경 공구용, 생크 공차 h6)
Mini Shrink extensions (For all solid carbide tools with shank tolerance h6)

스탠다드 길이 A 생크경 Ø 생크 공차 클램핑 Ø Ø 쿨링바디와 쿨링바디 및 쿨링아답터와
주문 번호 Length A Outer Ø Shank tolerance Clamping Ø  함께 냉각 함께 냉각
Order No. [mm] D3 [mm]  D1 [mm] D2 [mm] Cooling body incl. Cooling adapter

77.162.03 160 16 h6 3 9 Ø 6–8 80.105.14.2.04
77.162.04 160 16 h6 4 10 Ø 6–8 80.105.14.2.08
77.162.05 160 16 h6 5 11 Ø 6–8 80.105.14.2.05
77.162.061) 160 16 h6 6 12 Ø 6–8 80.105.14.2.09
77.162.081) 160 16 h6 8 14 Ø 6–8 80.105.14.2.10
77.162.101) 160 16 h6 10 16 Ø 6–8 —
77.202.06 200 20 h6 6 12 Ø 6–8 80.105.14.2.09
77.202.08 200 20 h6 8 14 Ø 6–8 80.105.14.2.10
77.202.10 200 20 h6 10 16 Ø 6–8 80.105.14.2.11
77.202.12 200 20 h6 12 18 Ø 6–8 80.105.14.2.12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77.160.03 160 16 h6 3 6 Ø 6–8 80.105.14.2.01
77.160.04 160 16 h6 4 7 Ø 6–8 80.105.14.2.02
77.160.05 160 16 h6 5 8 Ø 6–8 80.105.14.2.03
77.160.061) 160 16 h6 6 9 Ø 6–8 80.105.14.2.04
77.160.081) 160 16 h6 8 11 Ø 6–8 80.105.14.2.05
77.160.101) 160 16 h6 10 13 Ø 6–8 80.105.14.2.06
77.200.06 200 20 h6 6 9 Ø 6–8 80.105.14.2.04
77.200.08 200 20 h6 8 11 Ø 6–8 80.105.14.2.05
77.200.10 200 20 h6 10 13 Ø 6–8 80.105.14.2.06
77.200.12 200 20 h6 12 15 Ø 6–8 80.105.14.2.07

 – 버전: 지름 50 mm인 익스텐션     
(Power Clamp Profi Plus로만 열박음)

 – 하이스 + 초경

Version: extension with diameter 50 mm  
(Shrinking only with Power Clamp Profi Plus)
 – HSS + solid carbide

 텔레스코프
Telescope

엑스트라 슬림/Extra slim

스탠다드

 텔레스코프
Tele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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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 코어가 있는  헤비 듀티 열박음 익스텐션/Heavy Duty Shrink Fit extensions with solid carbide core

초경 코어가 없는  헤비 듀티 열박음 익스텐션/Heavy Duty Shrink Fit extensions without solid carbide core

헤비 듀티 열박음 익스텐션 

 – 전체 시스템 제공자로써 HAIMER: 헤비 듀티척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 외경 50 mm을 가진 극도의 안정감
 – 세트 스크류로 공구의 안전한 지원
 – 숨겨진 각도에서의 중절삭 가공: 길이 400mm, 600 mm
 – 익스텐션은 고객의 요청시 짧아질 수 있다
 – 요청시 진동억제를 위하여 초경 삽입 

Heavy Duty Shrink Fit extensions 

 – HAIMER as full system provider: The consistent addition to the  
Heavy Duty Chucks

 – Extremely stable with 50 mm outer diameter
 – Safe support of the tool with setscrews
 – Heavy machining also in hidden angles: Length of 400 and 600 mm
 – The extensions can be shortened to customer’s needs on request
 – Solid carbide inserts for vibration dampening on request

A

ØD
1

Ø
D2Ø
D3

4,5°

A

L

ØD
1

Ø
D2Ø
D3

헤비 듀티 열박음 익스텐션
H e Av y  D u T y  S H R I n K  F I T  e X T e n S I o n S

L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25 

 Ø D2 [mm] 27  33  44 

 Ø D3 [mm] 50  50  50 

 L [mm] 50  52  58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400  400  400
주문 번호/Order No. 78.502… …16  …20  …25

길이/Length A [mm] ZG600 600  600  600
주문 번호/Order No. 78.506… …16  …20  …25

클램핑/Clamping  Ø D1 [mm] 16  20  25 

 Ø D2 [mm] 27  33  44 

 Ø D3 [mm] 50  50  50 

 L [mm] 50  52  58 

길이/Length A [mm] 오버사이즈/oversize 400  400  400
주문 번호/Order No. 78.502… …16.9  …20.9  …25.9

길이/Length A [mm] ZG600 600  600  600
주문 번호/Order No. 78.506… …16.9  …20.9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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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11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110.1.0 0.50 … 1.00 11,5 18

 81.110.1.5 1.00 … 1.50 11,5 18

 81.110.2.0 1.50 … 2.00 11,5 18

 81.110.2.5 2.00 … 2.50 11,5 18

 81.110.3.0 2.50 … 3.00 11,5 18

 81.110.3.5 3.00 … 3.50 11,5 18

 81.110.4.0 3.50 … 4.00 11,5 18

 81.110.4.5 4.00 … 4.50 11,5 18

 81.110.5.0 4.50 … 5.00 11,5 18

 81.110.5.5 5.00 … 5.50 11,5 18

 81.110.6.0 5.50 … 6.00 11,5 18

 81.110.6.5 6.00 … 6.50 11,5 18

 81.110.7.0 6.50 … 7.00 11,5 18

eR 20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200.02  1.50 …  2.00 21 31,5

 81.200.03  2.00 …  3.00 21 31,5

 81.200.04  3.00 …  4.00 21 31,5

 81.200.05  4.00 …  5.00 21 31,5

 81.200.06  5.00 …  6.00 21 31,5

 81.200.07  6.00 …  7.00 21 31,5

 81.200.08  7.00 …  8.00 21 31,5

 81.200.09  8.00 …  9.00 21 31,5

 81.200.10  9.00 … 10.00 21 31,5

 81.200.11 10.00 … 11.00 21 31,5

 81.200.12 11.00 … 12.00 21 31,5

 81.200.13 12.00 … 13.00 21 31,5

eR 16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160.01 0.50 …  1.00 17 27

 81.160.1.5 1.00 …  1.50 17 27

 81.160.02 1.50 …  2.00 17 27

 81.160.2.5 2.00 …  2.50 17 27

 81.160.03 2.50 …  3.00 17 27

 81.160.04 3.00 …  4.00 17 27

 81.160.05 4.00 …  5.00 17 27

 81.160.06 5.00 …  6.00 17 27

 81.160.07 6.00 …  7.00 17 27

 81.160.08 7.00 …  8.00 17 27

 81.160.09 8.00 …  9.00 17 27

 81.160.10 9.00 … 10.00 17 27

eR 25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250.1.5  1.00 …  1.50 26 35

 81.250.02  1.50 …  2.00 26 35

 81.250.2.5  2.00 …  2.50 26 35

 81.250.03  2.50 …  3.00 26 35

 81.250.04  3.00 …  4.00 26 35

 81.250.05  4.00 …  5.00 26 35

 81.250.06  5.00 …  6.00 26 35

 81.250.07  6.00 …  7.00 26 35

 81.250.08  7.00 …  8.00 26 35

 81.250.09  8.00 …  9.00 26 35

 81.250.10  9.00 … 10.00 26 35

 81.250.11 10.00 … 11.00 26 35

 81.250.12 11.00 … 12.00 26 35

 81.250.13 12.00 … 13.00 26 35

 81.250.14 13.00 … 14.00 26 35

 81.250.15 14.00 … 15.00 26 35

 81.250.16 15.00 … 16.00 26 35

정밀 콜렛 ER/ H I g H  P R e C I S I o n  C o l l e T S  e R

 – 초정밀도 및 수명연장을 위한 폴리싱 마감, 특히 HAIMER ER척에 클램핑 
될때

 – 우수한 클램핑력
 – 모든 ER홀더에  적합
 – 런아웃 정밀도 5 μm 

 – High polished finish for extra accuracy and long life, especially when 
 clamped in HAIMER ER chucks 

 – Superior clamping strength
 – Fits all brands of ER holders
 – Run-out accuracy 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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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콜렛 ER/H I g H  P R e C I S I o n  C o l l e T S  e R

 – 초정밀도 및 수명연장을 위한 폴리싱 마감, 특히 HAIMER ER척에 클램핑 
될때

 – 우수한 클램핑력
 – 모든 ER홀더에  적합
 – 런아웃 정밀도 5 μm 

 – High polished finish for extra accuracy and long life, especially when 
 clamped in HAIMER ER chucks 

 – Superior clamping strength
 – Fits all brands of ER holders
 – Run-out accuracy 5 µm

eR 32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320.02  1.50 …  2.00 33 40

 81.320.2.5  2.00 …  2.50 33 40

 81.320.03  2.50 …  3.00 33 40

 81.320.04  3.00 …  4.00 33 40

 81.320.05  4.00 …  5.00 33 40

 81.320.06  5.00 …  6.00 33 40

 81.320.07  6.00 …  7.00 33 40

 81.320.08  7.00 …  8.00 33 40

 81.320.09  8.00 …  9.00 33 40

 81.320.10  9.00 … 10.00 33 40

 81.320.11 10.00 … 11.00 33 40

 81.320.12 11.00 … 12.00 33 40

 81.320.13 12.00 … 13.00 33 40

 81.320.14 13.00 … 14.00 33 40

 81.320.15 14.00 … 15.00 33 40

 81.320.16 15.00 … 16.00 33 40

 81.320.17 16.00 … 17.00 33 40

 81.320.18 17.00 … 18.00 33 40

 81.320.19 18.00 … 19.00 33 40

 81.320.20 19.00 … 20.00 33 40

eR 40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400.03  2.50 …  3.00 41 46

 81.400.04  3.00 …  4.00 41 46

 81.400.05  4.00 …  5.00 41 46

 81.400.06  5.00 …  6.00 41 46

 81.400.07  6.00 …  7.00 41 46

 81.400.08  7.00 …  8.00 41 46

 81.400.09  8.00 …  9.00 41 46

 81.400.10  9.00 … 10.00 41 46

 81.400.11 10.00 … 11.00 41 46

 81.400.12 11.00 … 12.00 41 46

 81.400.13 12.00 … 13.00 41 46

 81.400.14 13.00 … 14.00 41 46

 81.400.15 14.00 … 15.00 41 46

 81.400.16 15.00 … 16.00 41 46

 81.400.17 16.00 … 17.00 41 46

 81.400.18 17.00 … 18.00 41 46

 81.400.19 18.00 … 19.00 41 46

 81.400.20 19.00 … 20.00 41 46

 81.400.21 20.00 … 21.00 41 46

 81.400.22 21.00 … 22.00 41 46

 81.400.23 22.00 … 23.00 41 46

 81.400.24 23.00 … 24.00 41 46

 81.400.25 24.00 … 25.00 41 46

 81.400.26 25.00 … 26.00 4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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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16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165.03 03 16,7 30

 81.165.04 04 16,7 30

 81.165.05 05 16,7 30

 81.165.06 06 16,7 30

 81.165.07 07 16,7 30

 81.165.08 08 16,7 30

 81.165.09 09 16,7 30

 81.165.10 10 16,7 30

eR 25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255.03 03 25,7 37

 81.255.04 04 25,7 37

 81.255.05 05 25,7 37

 81.255.06 06 25,7 37

 81.255.07 07 25,7 37

 81.255.08 08 25,7 37

 81.255.09 09 25,7 37

 81.255.10 10 25,7 37

 81.255.11 11 25,7 37

 81.255.12 12 25,7 37

 81.255.13 13 25,7 37

 81.255.14 14 25,7 37

 81.255.15 15 25,7 37

 81.255.16 16 25,7 37

eR 20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205.03 03 20,7 30

 81.205.04 04 20,7 30

 81.205.05 05 20,7 30

 81.205.06 06 20,7 30

 81.205.07 07 20,7 30

 81.205.08 08 20,7 30

 81.205.09 09 20,7 30

 81.205.10 10 20,7 30

 81.205.11 11 20,7 30

 81.205.12 12 20,7 30

eR 32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325.03 03 32,7 45

 81.325.04 04 32,7 45

 81.325.05 05 32,7 45

 81.325.06 06 32,7 45

 81.325.07 07 32,7 45

 81.325.08 08 32,7 45

 81.325.09 09 32,7 45

 81.325.10 10 32,7 45

 81.325.11 11 32,7 45

 81.325.12 12 32,7 45

 81.325.13 13 32,7 45

 81.325.14 14 32,7 45

 81.325.15 15 32,7 45

 81.325.16 16 32,7 45

 81.325.17 17 32,7 45

 81.325.18 18 32,7 45

 81.325.19 19 32,7 45

 81.325.20 20 32,7 45

정밀 콜렛ER - 밀폐됨
H I g H  P R e C I S I o n  C o l l e T S  e R  –  S e A l e D

eR 40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405.06 06 40,7 30

 81.405.08 08 40,7 30

 81.405.10 10 40,7 30

 81.405.12 12 40,7 30

 81.405.14 14 40,7 30

 81.405.16 16 40,7 30

 81.405.18 18 40,7 30

 81.405.20 20 40,7 30

 81.405.22 22 40,7 30

 81.405.25 25 40,7 30

 – 초정밀도 및 수명연장을 위한 폴리싱 마감, 특히 HAIMER ER척에 클램핑 
될때

 – 우수한 클램핑력
 – 모든 ER홀더에  적합
 – 런아웃 정밀도 5 μm 
 – 내부쿨란트툴용으로 밀폐됨

 – High polished finish for extra accuracy and long life, especially when 
 clamped in HAIMER ER chucks 

 – Superior clamping strength
 – Fits all brands of ER holders
 – Run-out accuracy 5 µm
 – Sealed for internal coolan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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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콜렛ER - 밀폐됨, 쿨젯보아
H I g H  P R e C I S I o n  C o l l e T S  e R  –  S e A l e D  W I T H  C o o l  J e T

 – 초정밀도 및 수명연장을 위한 폴리싱 마감, 특히 HAIMER ER척에 클램핑 
될때

 – 우수한 클램핑력
 – 모든 ER홀더에  적합
 – 런아웃 정밀도 5 μm
 – 최상의 쿨란트 공급을 위한 쿨젯 보아 포함 

 – High polished finish for extra accuracy and long life, especially when 
 clamped in HAIMER ER chucks 

 – Superior clamping strength
 – Fits all brands of ER holders
 – Run-out accuracy 5 µm
 – With Cool Jet bores for optimal coolant delivery

eR 25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252.04 04 26 37

 81.252.06 06 26 37

 81.252.08 08 26 37

 81.252.10 10 26 37

 81.252.12 12 26 37

 81.252.14 14 26 37

eR 32 클램핑/Clamping Ø [mm] Ø D L

주문 번호/Order No. 81.322.04 04 33 45

 81.322.06 06 33 45

 81.322.08 08 33 45

 81.322.10 10 33 45

 81.322.12 12  33 45

 81.322.14 14 33 45

 81.322.16 16 33 45

 81.322.18 18 3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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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MER 파워 콜렛척용 파워 콜렛
P o W e R  C o l l e T  F o R  H A I M e R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 높은 런아웃 정밀도: 0.003 mm at 3 × D
 – 우수한 클램핑 강도
 – HAIMER 파워 콜렛척에 적용 
 – 공차 h10을 가진 생크용
 – 옵션: ER25 및 ER32의 Ø6 부터 쿨젯보아 옵션이 가능함 

 – High runout accuracy: 0.003 mm at 3 × D
 – Superior clamping strength
 – Fits HAIMER Power Collet Chucks
 – For cylindrical shanks with tolerance h10
 – Optional: Cool Jet bores from Ø 6 mm at ER25 and ER 32

eR 16 클램핑/Clamping Ø [mm] D1 D2 L

주문 번호/Order No. 81.163.02 2 16,45 30

 81.163.03 3 16,45 30

 81.163.04 4 16,45 30

 81.163.05 5 16,45 30

 81.163.06 6 16,45 30

 81.163.08 8 16,45 30

 81.163.10 10 16,45 30

eR 25 클램핑/Clamping Ø [mm] D1 D2 L

주문 번호/Order No. 81.253.02 2 25,45 37

 81.253.03 3 25,45 37

 81.253.04 4 25,45 37

 81.253.05 5 25,45 37

 81.253.06 6 25,45 37

 81.253.08 8 25,45 37

 81.253.10 10 25,45 37

 81.253.12 12 25,45 37

 81.253.14 14 25,45 37

 81.253.16 16 25,45 37

eR 32 클램핑/Clamping Ø [mm] D1 D2 L

주문 번호/Order No. 81.323.02 2 32,48 45

 81.323.03 3 32,48 45

 81.323.04 4 32,48 45

 81.323.05 5 32,48 45

 81.323.06 6 32,48 45

 81.323.08 8 32,48 45

 81.323.10 10 32,48 45

 81.323.12 12 32,48 45

 81.323.14 14 32,48 45

 81.323.16 16 32,48 45

 81.323.18 18 32,48 45

 81.323.20 20 32,48 45

세이프록 파워콜렛
P o W e R  C o l l e T  W I T H  S A F e - l o C K ®

액세서리 /Accessories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eR 25  (6,0-16,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주문 번호/Order No.   81.253… ...06.7 ...08.7 ...10.7 ...12.7 ...14.7 ...16.7

eR 32  (6,0-20,0) 클램핑/Clamping  Ø D1 [mm] 06 08 10 12 14 16 18 20

주문 번호/Order No.   81.323… ...06.7 ...08.7 ...10.7 ...12.7 ...14.7 ...16.7 ...18.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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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Accessories
토르크 렌치 인서트/Torque wrench inserts
치수/Size  ER 16 ER 20 ER 25 ER 32
파워 콜렛척용/For Power Collet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10… …16 — …25 …32
스탠다드 ER척용/For standard eR chucks
주문 번호/Order No. 84.620… …16 …20 …25 …32
파워 콜렛용 쿨젯 보아 /Cool-Jet bores for Power Collets
주문 번호/Order No. 91.100.27

H A I M E R  파 워 콜 렛 척 을  위 한  토 크  마 스 터  토 크  렌 치  및  클 램 핑  렌 치
T o R Q u e  M A S T e R  T o R Q u e  W R e n C H  A n D  C l A M P I n g  W R e n C H  F o R 
H A I M e R  P o W e R  C o l l e T  C H u C K

클램핑렌치/Clamping wrench 

주문번호/Order No.  크기/Size

84.650.16  eR 16

84.650.25  eR 25

84.650.32  eR 32

Torque Master torque wrench 

주문번호/Order No.  크기/Size

84.600.00  eR 16/eR 25/eR 32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콜렛척용 클램핑 렌치 및 토르크 렌치:
 – 높은 런아웃 정밀도
 – 연속가공에서 최적의 파워 전달력
 – 높은 클램핑력과 반복정밀도을 위한 다이얼게이지가 부착된 토르
크 렌치
 – 높은 클램핑력을 위한 최대의 토르크
 – 소형 공구에 과부하 없음
 – 교환 가능한 인서트, 또한 표준 ER-콜렉 사용 가능 

Clamping wrench and torque wrench for Collet Chucks:
 – For highest runout accuracy, no one-sided clamping
 – Optimal power transmission by constant force application
 – Torque wrench for highest clamping and repeatability with dial 
gauge
 – Maximum torque for highest clamping force
 – No overloading of smaller clamping diameters
 – Changeable inserts, useable also for standard ER-Co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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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리덕션 슬리브/R e D u C T I o n  S l e e v e S
미케니컬 척용/F o R  M e C H A n I C A l  C H u C K S

리덕션 슬리브/ R e D u C T I o n  S l e e v e S
열박음척용/ F o R  S H R I n K  F I T  C H u C K S

사용:
Ø 5/16" 또는 8 mm ID을 가진 척에서 작은 생크 클램핑용

 – 생크공차 h6
 – 봉인됨 (내부 절삭유 준비)

Use:
For clamping small shanks in chucks with Ø 5/16" or 8 mm ID’s.

 – Shank tolerance h6
 – Sealed (ready for internal coolant)

사용:
12 mm 내경을 가진 척에 작은 생크 클램핑용

첫번째 단계: 척 보아안으로 리덕션 슬리브를 삽입
두번째 단계: 리덕션 슬리브에 툴생크를 클램프 함.

 – 생크공차 h6

Use:
For clamping small shanks in chucks with 12 mm ID’s. 

First step: press reduction sleeve into bore of chuck
Second step: clamp tool shank in reduction sleeve.

 – Shank tolerance h6

[mm]  Ø D Ø D1 L

주문 번호/Order No. 79.110.2.5 2,5  8  7,5 

주문 번호/Order No. 79.110.03 3  8  9 

주문 번호/Order No. 79.110.3.5 3,5  8  10,5 

주문 번호/Order No. 79.110.04 4  8  12 

주문 번호/Order No. 79.110.4.5 4,5  8  13,5 

주문 번호/Order No. 79.110.05 5  8  15 

주문 번호/Order No. 79.110.5.5 5,5  8  16,5 

[mm]  클램핑/Clamping Ø D

주문 번호/Order No. 79.150.03 3  

주문 번호/Order No. 79.150.04 4  

주문 번호/Order No. 79.150.06 6 

리덕션을 위한 모든 척에 사용:
 – 콜렛척
 – 하이드라우딕척
 – HG척
 – 다른 높은 미케니컬척

For use in all chucks for reduction:
 – Collet chucks
 – Hydraulic chucks
 – HG-chucks
 – other high recision mechanical chucks

리덕션 슬리브
Reduction sleeve

예: HG 척
Example: High-precision chuck

리덕션 슬리브
Reduction sleeve



159

액
세

서
리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HG 콜렛 및 HG 콘와이퍼
H g  C o l l e T S  A n D  H g  C o n e  W I P e R

HG 콜렛

정밀한 HG척과 함께 사용하는 원형통 생크에 공구 클램핑용

HG Collets

For clamping tools with cylindrical shank with utmost precision in HG chucks.

콘와이퍼

HG척의 툴홀더 내경 청소용

Cone wiper

For cleaning tool holder I.D. of HG chuck.

1) 요청시/on request

HG 01 Ø D [mm] 2 2,5 3 4 4,5 5 5,5 5,61) 6 6,3 7 7,11) 8 9

 Ø D1[mm]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L [mm]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주문 번호/Order No. 82.510… …02 …02.5 …03 …04 …04.5 …05 …05.5 …05.6 …06 …06.3 …07 …07.1 …08 …09

HG 02 Ø D [mm] 10  11  12  12,5  14

 Ø D1[mm] 17,87  17,87  17,87  17,87  17,87

 L [mm]  64,2  64,2  64,2  64,2  64,2

주문 번호/Order No. 82.520… …10  …11  …12  …12.5  …14

HG 03 Ø D [mm] 16  18  20

 Ø D1[mm] 26,147  26,147  26,147

 L [mm]  69,7  69,7  69,7

주문 번호/Order No. 82.530… …16  …18  …20

HG  HG 01 HG 02 HG 03

주문 번호/Order No. 82.590… …01 …02 03

액세서리 /Accessories 
뽑기 후크/Pull-out hook
HG  
주문 번호/Order No. 82.570.00 
윤활제/Lubricating paste
주문 번호/Order No. 82.585.00
쿨젯 보아 /Cool Jet bores 168페이지 참조/See page 168
주문 번호/Order No. 9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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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세이프록: 
안전의 중요성을 위하여/For the safety-conscious
고성능가공시 절삭공구가 척으로부터 빠져 나올수 있다. 그 이유는 천
천히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고속가
공 및 높은 추력이 발생하는 가공에서 나타난다. 심지어 아주 높은 파지
력을 갖는 척에서도 이런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방지할 수 없다. 만약에 가공중에 공구가 빠져나오면 고품질의 제품이 
불량이 된다. 세이프록 시스템은 이런 현상을 방지한다.  척 내부에 있
는 키는 절삭공구 생크의 그루브를 잡는다. 거기에다 열박음척의 마찰 
클램핑력이 절삭공구를 빠지지않게 잡는다. 결과적으로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방지되며, 절삭공구가 안전하게 클램
핑된다.
세이프록, 절삭공구를 위한 안전벨트

In high performance cutting (HPC), it is possible for the cutting tool to 
become pulled out from the chuck. The reason is a slow micro-creeping 
motion. It happens with cutting at high speed and with high pull out 
forces. Even chucks with extremely high clamping force cannot prevent 
micro-creeping. High-quality workpieces become scrap as a result.  
The Safe-Lock™ system offers help. Keys in the chuck grip the 
grooves in the tool shrank. In addition to the frictional clamping force of 
the shrink fit chuck, the tool is held  using positive locking. As a result, mi-
cro-creeping is effectively prevented and your tool is clamped safely. 

Safe-Lock™, the safety belt for your cutting tools.

세이프록 공구빠짐 방지
S A F e -λo C K ™  P u l l  o u T  P R o T e C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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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세이프록을 갖춘 안전면 :
 – 고성능 절삭용(HPC)
 – 열박음기술 덕분에 매우 정밀한 클램핑
 – 형상에 가까운 클램핑에 의한 높은 토르크
 – 정밀도의 손실이 없음
 – 공구의 빠짐이 없음
 – 공구의 미끌림이 없음
 – 제품 또는 기계에 손상을 주지 않음
 – 공구 생크상의 그루브는 꼬여있어 절삭공구가 척의 안으로 들어간다 
(회전방향에 따라 다름)

 – 특허출원됨: 라이센스 가능함

On the safe side with Safe-Lock™:
 – For High Performance Cutting (HPC)
 – Highly accurate clamping due to shrink fit technology
 – High torque due to form closed clamping
 – No loss of accuracy
 – No pull out of the tool
 – No spinning of the tool
 – No damages on work piece or machine
 – Groove on tool shank is directed so that tool will be pulled  
into the chuck (depending on direction of rotation)

 – Patent granted: licensing possible

공구조립 방향
Movement for insertion of tool

높은 정밀도 열박음 클램핑
High accurate shrink fit clamping

공구생크 안의 그루브
Grooves in tool shank

척내부에 있는 드라이브키
Form closed drive keys 
in chuck

세이프록 공구빠짐 방지 - 기능성
S A F e -λo C K ™  P u l l  o u T  P R o T e C T I o n  –  F u n C T I o n A l I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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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세이프록 공구빠짐 방지
S A F e -λo C K ™  P u l l  o u T  P R o T e C T I o n

높은 절삭가공(HPC)에서 절삭공구는 척으로부터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미세한 동작이다. 이것은 고속가공시 빠지는 
힘이 강한 절삭가공시 발생한다. 매우 강한 클램핑력을 가진 척조
차도 미세한 움직임을 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고품질가공물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흔히 절삭가공조건을 줄여야 한다. 기계와 공구의 최대 가공한계
를 장점으로 살릴 수 가 없다. 
이런 절삭은 비효율적이다.
세이프록 시스템이 도움을 제공한다.
척안에 있는 키는 툴생크 내부의 그루브를 움켜 잡는다.
더욱이 열박음척의 클램핑력은 공구가 긍정적인 잠금에 사용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In high performance cutting (HPC), it is possible for the cutting tool 
to become pulled out from the chuck. The cause of this is a slow 
microcreeping motion. It happens with cutting at high speed and with 
high pull out forces. Even chucks with an extremely high clamping 
force cannot prevent micro-creeping. High-quality workpieces become 
scrap as a result.
Often, the cutting conditions must be reduced. The maximum perfor-
mance limits of the machine and tool cannot be taken full advantage 
of. The cutting is ineffective.
The Safe-Lock™ system offers help.
Keys in the chuck grip the grooves in the tool shrank. In addition to 
the frictional clamping force of the shrink fit chuck, the tool is held 
using positive locking. As a result, micro-creeping is effectively pre-
vented.

세이프록을 갖춘 안전면 :
 – 고성능 절삭용(HPC)
 – 열박음기술 덕분에 매우 정밀한 클램핑
 – 형상에 가까운 클램핑에 의한 높은 토르크
 – 정밀도의 손실이 없음
 – 공구의 빠짐이 없음
 – 공구의 미끌림이 없음
 – 제품 또는 기계에 손상을 주지 않음
 – 공구 생크상의 그루브는 꼬여있어 절삭공구가 척의 안으로 들어
간다  (회전방향에 따라 다름)

 – 특허출원: 라이선스 가능함

On the safe side with Safe-Lock™:
– For High Power Cutting (HPC)
– Highly accurate clamping due to shrink fit technology
– High torque due to form closed clamping
– No loss of accuracy
– No pull out of the tool
– No spinning of the tool
– No damages on work piece or machine
– Groove on tool shank is directed so that tool will be pulled into  
 the chuck (depending on direction of rotation)
– Patent granted: licensing for cutting tool manufacturers possible

다음의 툴제조업체는 공식적으로 HAIMER와 라이선스가 되어 있고, 
툴 생크안에 세이프록 그루브를 가진 절삭공구를 표준품으로 판매
하고 있다.

The following tool manufacturers are licensed by HAIMER officially 
and offer their shank cutting tools with Safe-Lock™ grooves in the 
tool shank as a standard.

Manufacturers of High Performance
Carbide Cutting Tools

Manufacturers of High Performance
Carbide Cutting Tools

(P) 207-854-5581 ● (F) 207-854-5968 ● www.1helic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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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록 어플리케이션 예
S A F e -λo C K ™  A P P l I C AT I o n  e X A M P l e S

어플리케이션:   연속 밀링

소재재질:   스틸
절삭공구:  평면이 있는 HPC 초경 컷타   
     Ø = 20 mm, Z = 4
어플리케이션 파라미터 :
반경방향 절입 깊이 (ae) = 10 mm, 
축방향 절입 깊이 (ap) = 0,75xD
절삭속도 (vc) = 180 m/min      
날 당 이송속도  (fz) = 0,07 mm

Application: Contour milling 

Material workpiece:  Steel

Cutting tool:    HPC solid carbide cutter with variable flutes 
    Ø = 20 mm, Z=4

Application parameters:   
Cutting depth radial (ae) =10 mm,
Cutting depth axial (ap) =0.75xD,
Cutting speed (vc) = 180 m/min, 
Feed rate/flute (fz) = 0.07 mm

세이프록:   기계산업에서의 황삭 어플리케이션

SAFe-LOCKTM: Roughing application in the machine tool industry

문제:

 – 한날에서 높은 공구 마모(공구파손)
 – 오로지 웰던척이 사용되어 질 수 있음

Problem:

 – High tool wear on one flute (tool breakout)
 – Only Weldon holders could be used

목표:

 – 공구수명 연장
 – 웰던 대신에 고정밀 툴홀딩에 사용

Target:

 – Increase of tool life
 – Usage of high precision tool holding instead of Weldon 

결과

이 비교는 다양한 가공시간에 절삭공구의 마모형태를 보여준다.
참고로, 세이프록의 경우에는 가공시간이 2배가 되어도 마모가
적게 되며 웰던보다 더 관리가 잘 된다. - 빠짐에 대한 100% 보호

Result

This comparison shows the wear characteristics of the cutting tools 
at various machining times. Of note is that, in the case of Safe-Lock™, 
even at double the machining time, wear is less prevalent and more 
controlled than for Weldon - with 100% protection against pull-
out. 

30 분후 공구 마모
Tool wear after 30 min.

4날 모두에 동일하게 마모가 됨
Equal width of the wear marks at all 
four flutes

사이드록 평면 반대쪽에 있는 
공구날 파손 / Tool breakout on the 
opposite side of the Weldon flat

15 분후 공구 마모
Tool wear after 15 min.

30 분후 공구 마모
Tool wear after 30 min.

4날 모두에 동일하게 마모가 됨
Equal width of the wear marks at all 
four flutes

사이드록 평면 반대쪽에 있는 
공구날 파손 / Tool breakout on the 
opposite side of the Weldon flat

15 분후 공구 마모
Tool wear after 1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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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록 어플리케이션 예
S A F e -λo C K ™  A P P l I C AT I o n  e X A M P l e S

목표:

 – 금속 절삭비의 증가가 요구되어 짐-특히 황삭용
 – 절삭공구 수명 연장이 요구됨
 – 공정 신뢰성 향상으로 비싼 스크랩 방지

어플리케이션:  황삭 티탄늄

가공물:   티탄늄 합금인 Ti6Al4V으로 구성된 항공기 
  부품 
기계:   수직 포털 밀링기계
기계툴:   HSK-A100
툴홀더:   열박음 척 HAIMER 세이프록 Ø 32 mm,
  길이 120 mm
황삭,    
정삭 가공:   코팅된 초경공구 효과적인 절삭길이 83 mm

결과:

 – 절삭공구는 모든 테스트에 세이프록을 적용함 가공을 하는 동안 
척안에서의 움직임이 없음

 – 툴이 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위험이 없음
 – 공구수명 두배 이상
 – 황삭과 정삭 작업을 하는 동안 진동이 없음, 그리고 뜰린 자국도 
없음 - 웰던척과 다름

 – 생산성향상이 재료 제거 비율을 30% 향상시킴으로써 증가된다.

Target:

 – Needed to increase metal removal rate – especially for roughing
 – Wanted to increase cutting tool life
 – Increase of process reliability to avoid expensive scrap

Application:  Roughing Titanium

Workpiece:  critical airplane component made of Ti6Al4V,
  a titanium alloy 
 Machine:  Vertical portal milling machine
Machine tool: HSK-A100
Tool holder:  Shrink Fit Chuck HAIMER Safe-LockTM,   
  Ø 32 mm, length 120 mm
Roughing,    
Fine machining: one and the same coated solid carbide tool,  
  effective cutting length of 83 mm

Result: 

 – Cutting tool was securely held due to Safe-LockTM in all tests, no 
movement in the chuck during the entire machining process

 – No danger of the tool being pulled out of the chuck
 – Tool life more than doubled
 – During roughing and finishing operations no vibrations, and con-
sequently no chatter marks – unlike the Weldon chuck

 – Significant productivity increases through the increase in material 
removal rates of 30% 

세이프록: 미국의 대형 항공기 제조회사에서의 항공산업 어플리케이션

SAFe-λOCKTM: Application in the aerospace industry at a large aircraft manufacturer in the USA

문제:

 – 낮은 금속 절삭비(특히 황삭용)
 – 절삭공구 수명 단축
 – 티탄늄과 알루미늄 소재의 비싼 폐기
 – 다른 시스템으로 한 모든 테스트는 실패함: 밀링척, 프레스 피트
척, 유압척 또는 보강된 열박음척은 높은 클램핑력에도 불구하고
절삭공구의 빠짐을 피할 수 없다.

 – 결과적으로 그들은 단지 휘슬리 로치와 웰던을 사용했음

Problem:

 – Low metal removal rate (especially for roughing)
 – Low cutting tool life
 – Expensive scrap at titanium and aluminium workpieces
 – All tests with different systems failed: Milling Chucks, Press-Fit 
Chucks, Hydraulic Chucks or reinforced shrink fit chucks could not 
prevent cutting tool pull-out, despite high clamping forces 

 – As a result they only used Whistle Notch / Weldon

100% 공구수명 향상 1 0 0 %  M o R e  T o o l  l I F e  W I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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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록 어플리케이션 예
S A F e -λo C K ™  A P P l I C AT I o n  e X A M P l e S

세이프록: 산업용 실링기술의 선도자에서의 어플리케이션 

SAFe-λOCKTM: Application at a leading provider in the industrial sealing technology

문제:

 – 고정밀 공구홀더에서 공구가 빠져 나옴
 – 오로지 웰던척이 사용되어 질 수 있음

Problem:

 – Tool pull-out at high precision tool holder
 – Only Weldon holders could be used

어플리케이션: 황삭 VA 스틸

가공물:   가스켓 링
재질:    1.4571 (VA)
기계:   Mazak
인터페이스: SK 40
공구:   초경, 다양한 엔드밀 Ø 16 mm

어플리케이션
파라미터:  축방향 절입 깊이 (ap) 19.8 mm
  반경방향 슬롯(ae)29.8 mm
RPM:  1194 rpm
절삭속도 (vc):  60 m/min
날 당 이송속도 (fz): 0.2 mm/r

Application:  Roughing VA Steel

Workpiece:   Gasket ring 
Material:   1.4571 (VA)
Machine:  Mazak 
Interface:  SK 40
Tool:  Solid carbide, variable flute end mill,   
  Ø 16 mm
Application parameters:
Cutting Depth: axial (ap) 19.8 mm
  radial (ae) Slot 29.8 mm
RPM:  1194 rpm
Cutting speed (vc): 60 m/min
Feed rate/flute (fz): 0.2 mm/r

결과:

 – 웰던 홀더 공구당 50-70개
 – 세이프록 공구당 150개 및 빠져나오는 현상 없음
 – 기계는 낮은 진동으로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

Result:

 – With Weldon holder and tooling 50–70 parts per cutter
 – With Safe-LockTM 150 parts per cutter and no pull-out issue 
 – Machine runs much smoother with less vibrations

웰던 홀더 / Weldon Holder
Ø 16 mm, 길이/Length A = 80 mm

HAIMER 세이프록 파워 열박음척
40.445.16.37, 길이 A=65mm

  30 60 90 120 150 180 

Test:
 

70 제품/개/Pieces

156 제품/개/Pieces

테스트 결과: 같은 시간에 86개의 더 높은 아웃풋 예.122% 향상
Test result: In same time 86 pieces higher output i.e. increase by 122%

목표:

 – 매우 정밀한 툴 홀딩으로 가공에서의 신뢰성 향상
Target:

 – Process reliability in machining with highly precise tool holding



166

Sa
fe

-λ
oc

kTM
 /

 C
oo

l F
la

sh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 HAIMER 슬로건인 "좋은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자" 이 종
전의 쿨제트 시스템을 쿨플래쉬 시스템으로 진화시켰다. 절삭유
는 절삭공구 주위에 있는 여러가지 슬롯과 플롯에 의해 압력이 가
해지며, 절삭공구인선를 냉각한다.

 – 절삭날에 직접 절삭유 공급
 – 100%까지 공구수명 연장
 – 절삭공구 위에 있는 칩 제거
 – 또한, 고속 회전용
 – 최적화된 런아웃 정밀도! 추가 발란스가 필요 없음!
 – 어떠한 클리언스도 허용하지 않음!
 – 내경 6mm에서 20mm까지의 툴에 적용 가능

True to the slogan “make good things even better” HAIMER has
developed the Cool Flash system out of the existing Cool Jet system.
The coolant is pressed out by several slots, floats around the shank 
via the chip flute and cools up to the cutting edge!

 – Coolant directly to the cutting edge
 – Extended tool life up to 100 %
 – Eliminates balls of chips on the cutting tool
 – Also for high rpm
 – Optimized runout accuracy! No additional unbalance!   
No disturbing clearance!

 – For tools from diam. 6 mm up to 20 mm

슬롯을 통한 절삭유 분출을 갖춘 최적화된 쿨란트 보아
HAIMER에 의한 쿨플래쉬
Optimized coolant bores with coolant outlet through slots
Cool Flash by HAIMER

쿨링시스템 쿨링플래쉬 - 인선에 공급되는 절삭유
C o o l I n g  S y S T e M  C o o l  F l A S H  –  C o o l A n T  TA K e n  T o  T H e  T o P

표준 
Standard

쿨플래쉬 
Cool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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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서의 
평균 압력
Pressure
demand

쿨란트 압력과 회전수에 따라 절삭공구의 인선에 최적화된 절삭유 공급
Optimized coolant supply to the top of the cutting tool in dependence of coolant pressure and RPM

돌출길이/Protruding length: 28 mm, 공구/Tool Ø 4 mm

그래픽이 보여줌:
Graphic shows:

Cool Flash

쿨플래쉬/ Cool Flash         주문 번호/Order No. 91.100.40
쿨플래쉬 업그레이드 포함 /Cool Flash Upgrade  incl. Cool Jet        주문 번호/Order No. 91.100.41

 Durchschnittlicher Druck in Werkzeugmaschinen
 Average Pressure in machine tools

쿨링시스템 쿨링플래쉬 - 시뮬레이션
C o o l I n g  S y S T e M  C o o l  F l A S H  –  S I M u l AT I o n

절삭공구의 선단에 절삭유 공급 @18,000 rpm
Coolant to the top of the cutting tool @ 18,000 rpm.

경쟁사의 시스템과 비교한 쿨 플래쉬
Cool Flash compared to competitive systems

 높은 성능/Top performance

HAIMER 쿨플래쉬 
HAIMER Cool Flash

노즐이 있는 슬립-온 슬리브/
Slip-on sleeve with nozzles

HAIMER 쿨젯/HAIMER Cool Jet

쿨플래쉬와 내부쿨링의 비교/Cool Flash vs. internal tool cooling

Cool Flash 내부 툴쿨링
internal tool cooling

절삭인선에서 쿨링 범위
Cooling range at the cutting edge

✔  100 % ✘  max. 30–40 %

툴안정성
Tool stability

✔  최대 
maximum

✘  감소됨 
reduced

어플리케이션 범위
Application range

✔  다양한 
variable

✘   컷팅툴에 따라 다름 
per cutting tool

지름범위
Diameter area

✔  6mm부터/from 6 
mm

✘  12mm부터/from 12 
mm

구입비용
Acquisition cost

✔  공구홀더 당 
per tool holder

✘   절삭공구 당 
per cut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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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제트-칩을 한번에 절단
C o o l  J e T  –  C u T  T H e  C H I P  o n ly  o n C e !

 – 절삭날에 직접 절삭유 공급
 – 100%까지 공구수명 연장
 – 절삭공정의 높은 신뢰성
 – 더 이상 공구위에 칩의 감김이 없
음

 – Coolant directly to the cutting 
edge

 – Extended toollife up to 100 %
 – Higher reliability of cutting process
 – No more balls of chips on tool

고속 스핀들에서의 기능

종래의 절삭유 구멍:
직선
최적의 절삭유 구멍:
센터를 향함

Function at high spindle speed

Previous coolant bores: 
straight
Optimized coolant bores: 
aimed at center

표준/Standard 쿨제트 /Cool Jet 직선/straight 쿨제트 /Cool Jet

중앙집중력 
Centrifugal 
force

열박음척
Shrink fit chuck

센터를 향한 절삭유 보아
Haimer 쿨제트
Coolant bores aimed at center
Cool Jet by HAIMER

웰던
Weldon

예

사용가능 척:
 – 열박음척
 – HG척
 – 페이스 밀 홀더
 – 웰던 

examples

For use in:
 – Shrink fit chuck
 – HG chuck
 – Face mill holder
 – Weldon

중앙집중력 
Centrifugal 
force

쿨젯             주문 번호/Order No.

열박음척 (Ø 6 – 14 mm), 웰던척(Ø 6 – 20 mm) 및 HG콜렛을 위한 2개의 쿨란트 보아를 갖춘 쿨젯
Cool Jet with 2 Coolant bores for Shrink fit chucks (Ø 6 – 14 mm), Weldon (Ø 6 – 20 mm) and HG Collets     91.100.24

열박음척 (Ø 16 mm – 32 mm) 을 위한 3개의 쿨란트 보아를 갖춘 쿨젯
Cool Jet with 3 Coolant bores (Shrink fit chuck Ø 16 mm – 32 mm)           91.100.25

열박음척 (Ø 6 mm – 14 mm) 을 위한 4개의 쿨란트 보아를 갖춘 쿨젯
Cool Jet with 4 Coolant bores (Shrink fit chuck Ø 6 mm – 14 mm)           9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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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3D-TASTER
    IP 67

유니버셜 3D-센서
u n I v e R S A l  3 D - S e n S o R

유니버셜 3D-센서

유니버셜 3D-센서는 아주 정밀하며 다용도의 측정기기이고, 밀링 및 EDM 기계에 사
용된다. 이 기기는 모든 공장에서 사용된다. 
3D-센서는 툴홀더에 결합되어 밀링 스핀들에 장착된다. 일단 스핀들에 장착되면 반
드시 런아웃을 제로로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공제품의 가장자리에 스핀들축을 
정확히 갖다 놓을 수가 있으며, X,Y,Z축의 제로 셋팅과 길이 셋팅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다이얼게이지가 제로로 되면 스핀들축이 제품의 가장자리에 정확히 왔다는 것을 의
미한다.
Haimer 3D-센서만이 한 번의 시도로 정확한 가장자리를 찾을 수 있다. 프로브의 직
경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수학적 또는 산수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작업자의 실수를 방지한다. 당사의 3D-센
서는 빠르고 쉽고 비가공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정밀도를 높인다. 짧은 
프로브와 긴 프로브가 있다. 이 프로브는 별도의 공구가 없이도 교환이 가능하다. 교
환 후 프로브팁의 런아웃을 다시 제로로 맞추어야 한다 또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기계안에 있는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검사할 정도의 정밀도를 갖고 있다.
Haimer 3D-센서로 바이스의 정렬작업, 구멍의 센터링, 제품의 가장자리 측정 및 제품
검사가 가능하다.
당사의 3D-센서는 플로브팁이 파손될 때까지의 긴 안전거리를 갖고 있어서 수명이 
길다. 모든 유니버셜 3D-센서는 전수검사가 되고 제로셋팅 되어 출하된다.
 – IP67 방수

Universal 3D-Sensor

The Universal 3D-Sensor is a very precise and versatile measuring instrument for 
milling and EDM machines (insulated probe). The 3D-Sensor is clamped into a tool 
holder and inserted into a milling spindle. Once clamped into the machine spindle, 
the run-out (T.I.R) is fully adjustable to Zero. Then, you are able to find exact posi-
tioning of the spindle axis on the edges of the workpiece. This allows for zeros to 
be set and the length to be measured quickly and easily. You may approach in any 
direction (X-, Y-, Z- axis – hence the name „3D-Sensor“). When the dial gage shows 
zero, the spindle axis is exactly on the workpiece edge.

Only the HAIMER 3DSensor allows for the edge to be found on the first attempt. 
No calculating of the probe’s ball diameter is necessary – just Zero it out! Problems 
with mathematics or calculations are eliminated, allowing for fewer operator er-
rors. Our 3D-Sensor is quick and easy, reducing the extra time needed with most 
edge-finders, increasing the productivity and accuracy of the operator.

Short and long probes are available. The sensor probes may be changed without 
any tool. No re-calibration of the unit is needed during a sensor probe change over.

Simply bring the needle to Zero, and that is your edge with any probe. The accura-
cy is such that you are able to inspect your parts right on the machine. Tram vises, 
find the center of your bore, find your edge and inspect parts - it is all possible with 
the HAIMER 3D-Sensor, The unit has a large overrun distance in connection with 
the fully tested preset breaking points giving the sensor long life. All Universal 3D-
Sensors are individually tested and adjusted when being assembled in order to 
achieve a maximum of measuring precision.
 – IP 67 waterproof

프로브팁/probe tips
     

                    롱/long

숏/short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80.364.40 80.360.00

기술적인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유니버셜 3D-센서, 클램핑생크 Φ20mm, 숏프로브팁 포함/
Universal 3D-Sensor including clamping shank Ø 20 mm short probe tip

정밀도/Accuracy   0,01 mm
생크길이를 제외한 길이/Length without clamping shank  113 mm
주문번호/Order No. 80.360.00

부품/Accessories

숏프로브팁 Φ4mm/Short probe tip Ø 4 mm
주문번호/Order No. 80.362.00

롱프로브팁 Φ8mm/Long probe tip Ø 8 mm
주문번호/Order No. 80.363.00

유니버셜-3D센서용 하이머 툴홀더 추천
Recommended Haimer tool holders for Universal 3D-Sensor

 주문번호/Order No.

SK 40 데이퍼 포함 80.364.40.FHN
with integrated taper SK 40
BT 40 데이퍼 포함 80.365.40.FHN
with integrated taper BT 40
짧은척/short chuck SK 40 40.305.20
짧은척/short chuck SK 50 50.300.20
짧은척/short chuck BT 40 40.500.20
짧은척/short chuck BT 50 50.500.20
짧은척/short chuck HSK-A 50 A50.000.20
짧은척/short chuck HSK-E 50 e50.000.20
짧은척/short chuck HSK-A 63 A63.000.20
짧은척/short chuck HSK-A 80 A80.000.20
짧은척/short chuck HSK-A 100 A10.000.20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171

3D
 센

서
 11

3 
m

m

65 mm

50
 m

m

10
0

20

30

40
50

60

70

80

90
10

20

70

60

30

40

90

80

0.01 mm

Germany
Made in

-2

-1
0

1

2

4 mm

Ø 20 mm

Ø 7,5 mm

M3

8 mm

65
 m

m

25
 m

m

Ø 7,5 mm

4 mm

M3

UNIVERSAL 3D-TASTER

L L

SK30, BT30, HSK-25/32/40/50/63 방식

머신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며 간단히 소재를 측정
버젼:
 – SK30, BT30, HSK-25/32/40/50/63 버젼에 짧은 테이퍼 부착
 – 더 이상 수동으로 런아웃을 조절할 필요가 없음!  0.01mm의 런아웃 정밀도로 
프리셋된 프로브팁과 함께 공급

 – 측정 정밀도: 0.01mm
 – 짧고 긴 프로브팁 사용 가능, 툴 교환 불필요
 –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음
 – 오버런 거리 증대
 – IP67 방수

적용분야 :
 – 작은 밀링 및 EDM 머신에 사용(독립적인 프로브팁)
 – 소재의 재설정 및 길이 측정
 – 모든 방향으로 접촉(X,Y,Z축)

For interfaces SK30, BT30, HSK-25/32/40/50/63

Simple workpiece measuring with less space in the machine.

Version:
 – With integrated short adapter in version SK30, BT30, HSK-25/32/40/50/63
 – No further manual runout adjustment necessary! Delivery with preset runout  
accuracy at the probe tip of 0.01 mm

 – Measuring accuracy: 0.01 mm
 – Short and long probe tips available, no tool change necessary
 – No re-calibration of the sensor is needed
 – Enhanced overrun distance 
 – IP 67 waterproof

Application:
 – For small Milling and EDM machines (isolated probe)
 – For workpiece-reset and length measuring
 – Any direction approach (X-, Y-, Z-axis)

짧은 테이퍼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 
Zero Master with short adapter

짧은 테이퍼와 결합된 제로마스터
3D-Sensor NG with short adapter

기술적인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짧은 아답터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 또는 제로마스터
3D-Sensor NG or Zero Master with integrated short adapter

정밀도/Accuracy   0,01 mm
품목/Article   주문번호/Order No. L [mm]
HSK-E25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HSK-e25 80.363.e25NG  129,5
HSK-E32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HSK-e32 80.363.e32NG  139,5
HSK-E40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HSK-e40 80.363.e40NG  139,5
HSK-E50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HSK-e50 80.363.e50NG  146,5
HSK-A32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HSK-A32 80.363.A32NG  139,5
HSK-A40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HSK-A40 80.363.A40NG  139,5
HSK-A50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HSK-A50 80.363.A50NG  146,5
HSK-A63가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HSK-A63 80.363.A63NG  150
SK30이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SK30  80.364.30NG  139,1
BT30이 결합된 3D-센서 뉴제네레이션/with short adapter BT30  80.365.30NG  138,5

HSK-E25가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HSK-e25 80.963.e25  121,6
HSK-E32가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HSK-e32 80.963.e32  131,6
HSK-E40가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HSK-e40 80.963.e40  131,6
HSK-E50가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HSK-e50 80.963.e50  138,6
HSK-A32가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HSK-A32 80.963.A32  131,6
HSK-A40가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HSK-A40 80.963.A40  131,6
HSK-A50가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HSK-A50 80.963.A50  138,6
HSK-A63가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HSK-A63 80.963.A63  142,1
SK30이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SK30  80.964.30  131,2
BT30이 결합된 3D-센서 제로마스터/with short adapter BT30  80.965.30  130,7

부품/Accessories

숏프로브팁 Φ4mm/Short probe tip Ø 4 mm
주문번호/Order No. 80.362.00

롱프로브팁 Φ8mm/Long probe tip Ø 8 mm
주문번호/Order No. 80.363.00

프로브팁/probe tips
     
                                롱/long 
숏/short 

짧은 테이퍼가 부착된 3D센서 NG (뉴제네레이션)과 제로마스터
3D-SenSoR ng AnD ZeRo MASTeR WITH InTegRATeD SHoRT ADAPTeR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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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3D-센서 NG, 클램핑생크 Φ12mm,  숏프로브팁 포함

3D-Sensor NG with clamping shank, diam. 12 mm including short probe tip

정밀도/Accuracy  0,01 mm
생크길이를 제외한 길이/Length without clamping shank 100 mm
주문번호/Order No. 80.360.00NG

부품/Accessories

숏프로브팁 Φ4mm/Short Probe tip Ø 4 mm
주문번호/Order No. 80.362.00

롱프로브팁 Φ8mm/Long Probe tip Ø 8 mm
주문번호/Order No. 80.363.00

3D-센서 뉴 제너레이션
3 D - S e n S o R  n e W  g e n e R AT I o n

3D-센서의 새로운 세대

3D-센서NG는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증명된 세계적인 3D-센서의 한층 더 개선
된 제품입니다. 3D-센서NG 특징은 새롭고 콤펙트한 디자인으로 기구적구조를 개
선하였습니다.
장점:

 – 작업장에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콤펙트하고 손으로 잡기 쉬운 모양입니다.
 – 1/100 mm 큰 다이얼 게이지(2개 의 바늘)로 축 위치의 정밀한 표시
 – 0.01mm 정밀도 (정품 Haimer  프로브팁을 사용시)
 – 오버런거리 표시(안전거리)

기능:

 – 소재와 기준면을 기계축에 맞춤(x, y, z축)
 – 세트 제로
 – 구멍과 축의 센터링 
 – 길이와 깊이 측정
 – 표면의 진직도와 수평 체크
 – 소재와 바이스 조정
 – 빠르고, 계산이 필요없고, 실수가 없음

3D-Sensor New Generation

The 3D-Sensor NG is a further development of our worldwide accepted and proven 
Universal 3D-Sensor. Its distinguishing features are improved mechanics and a new 
and compact design.

Advantages:
 – Compact and easy to grip casing, no restriction to working area
 – Precise display of spindle position with large 1/100 mm dial gauge (2 hands)
 – Utmost precision of 0.01 mm (when using original Haimer probe tips)
 – Marked overrun distance (safety distance)

Functions:
 – Aligning machine spindles to work piece edges and reference edges  
(x-, y-, z-axis)

 – Set zeros
 – Centre borings and shafts
 – Measuring lengths and depths
 – Checking straightness and levelness of surfaces
 – Aligning work pieces and vices
 – Quick, without calculations, no mistakes with algebraic signs

프로브팁/probe tips

 롱/long

숏/short

숏프로브팁 Φ4mm/Short Probe tip Ø 4 mm
롱프로브팁 Φ8mm/Long Probe tip Ø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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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O

기술데이터는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기술적인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스트레이트 프로브팁로 센터링, Φ5mm, 클램핑생크 Φ16mm
Centro with straight probe tip, Ø 5 mm, clamping shank Ø 16 mm

센터링 정밀도/Centering accuracy  0,003 mm
최대 회전속도/Max. rotation speed  150 1/min
내경 측정 범위(드릴구멍)/Measuring range interior diameter (drill hole)	  3–125 mm
외경 측정 범위(굽은 프로브팁사용,축)
Measuring range exterior diameter (shaft, with probe tip bent)  0–125 mm
주문번호/Order No. 80.300.00

부품/Accessories

Φ5mm 스트레이트 프로브팁/Probe tip straight with diameter of ball 5 mm
주문번호/Order No. 80.301.00

Φ5mm 굽은 프로브팁/Probe tip bent with diameter of ball 5 mm
주문번호/Order No. 80.302.00

Φ2mm 스트레이트 프로브팁 소경용
Probe tip straight with diameter of ball 2 mm, for small bores
주문번호/Order No. 80.303.00

센터로
C e n T R o

센터로

빠르고 정밀한 구멍과 축의 센터링

밀링기계의 스핀들에 장착후 센터링을 원하는 축 가까이에 접근한다.
프로브팁의 센서볼이 구멍이나 축의 표면에 터치되도록 한다.

다이얼 게이지는 항상 보여집니다.

프로브팁은 소재의 표면을 따라 회전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이얼게이지의 포인터로 전송된다.
센터로는 축과 함께 회전하지 않으며 오퍼레이터는 항상 다이얼게이지를 볼 수 있
다.
센터로는 원하는 축을 정확하게 찾아 줍니다.

서로 축이 일치하지 않으면 포인터가 움직인다. 
포인터가 정지할 때까지 축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다. 
원하는 축을 찾으면 포인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장점
 – 축의 표면 점검
 – 척과 축의 중심오차가 보정된다.>>조정이 불필요하다.
 – 큰사이즈의 다이얼게이지가 정밀도를 높인다.
 – 교환가능한 프로브

Centro

Center bores and arbors quick and precise
The Centro is clamped in a tool holder and positioned close the sought axis. 
The probe tip is adjusted and touches the bore or arbor all the way around.

Dial gauge always in field of vision
With low rpm the probe slides along the bore or arbor.  
Its movement is transferred to the dial gauge. By using an antenna the Centro 
does not spin around and stays in field of vision.

By using the Centro you find the axis of bores or arbors - reliably
As long as the spindle is out of the center of the bore or arbor the hands of the 
dial gauge stay in movement. By changing the position of x- and y- axis at the  
machine you can jibe the axis of the spindle and the work piece.

Further advantages:
 – Check the axial run-out of the work piece to the spindle
 – Compensation of the run-out errors of the spindle and tool holder  
>> No adjustment necessary

 – Even in bigger distance the unusual size of the dial gauge is helpful to finish the 
job

 – Replaceable probes

프로브팁/probe tips

스트레이트 굽은
straight bent

추천하는 Haimer 툴홀더 
Recommended Haimer tool holders

센터링용 주문번호
for Centro Order No.

BT 40 40.500.16
BT 50 50.500.16
SK 40 40.300.16
SK 50 50.300.16
HSK-A 40 A40.000.16
HSK-E 40 e40.000.16
HSK-A 50 A50.000.16
HSK-E 50 e50.000.16
HSK-A 63 A63.000.16
HSK-A 100 A1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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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제로마스터 아날로그
Z e R o  M A S T e R  A n A l o g

제로마스터

작지만 훌륭함
제로마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3D-센서이다. 사용용도, 기능 및 정밀도는 유니
버셜 3D-센서와 동일하다. 제로마스터의 크기는 소형기계에 적합하다. 클램핑생
크는 10mm이다. 그래서, 이 제로마스터는 BT30 또는 소형 HSK스핀들을 갖고 있
는 기계에 사용된다. 하우징이 짧다. 또한 큰 제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스핀들 밖으
로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다. 제로마스터는 소형 아날로그 디지털게이지가 장착되
어 있다.
제로마스터는 숏프로브팁 Φ4mm와 롱프로브팁 Φ8mm과 함께 사용 될 수 있다. 
이 프로브팁은 다른 Haimer 3D-센서와 공용으로 사용된다.
주의:

제공된 측정 정밀도 0.001mm는 Haimer 프로브팁을 사용할 때만 적용됨.

Zero Master

Small but nice
The Zero Master is the smallest 3D-Sensor worldwide. Usage, function and  
accuracy are equal to the Universal 3D-Sensor. The size of the Zero Master is 
adapted to small machines. The diameter of the clamping shank is 10mm. 
Thus it can be also used on machines with ISO 30 or small HSK spindles.  
The housing is shortened and does not protrude far out of the spindle so even 
big work pieces can be measured. The Zero Master can be read with a small 
analog dial gauge. 

The Zero Master can be equipped with a short (ball diam. 4 mm) and a long  
(ball diam. 8 mm) probe tip. The probe tips of course are compatible to all  
other Haimer 3D-Sensors. 

Please take note: 
The given measuring precision of 0.01 mm only applies if the original Haimer  
probe tips are used.

프로브팁/probe tips

 롱/long

숏/short

기술적인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제로마스터, 아날로그, 클램핑생크 Φ10mm, 숏프로브팁 포함

Zero Master Analog with clamping shank Ø 10 mm including short probe tip

정밀도/Accuracy  0,01 mm
생크길이를 제외한 길이/Length without clamping shank 96 mm
주문번호/Order No. 80.960.00

부품/Accessories

숏프로브팁 Φ4mm/Short probe tip Ø 4 mm
주문번호/Order No. 80.362.00

롱프로브팁 Φ8mm//Long probe tip Ø 8 mm
주문번호/Order No. 80.363.00

숏프로브팁 Φ4mm/Short probe tip Ø 4 mm
롱프로브팁 Φ8mm/Long probe tip Ø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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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세부사항/Technical details

디지털 3D-센서, Φ4mm 숏 프로브 포함
3D-Sensor Digital with short probe tip Ø 4 mm

측정 최소 분해능력//Smallest unit of measure 0,001 mm
반복 정밀도/Repeatability 0,001 mm
측정 정밀도/Measuring accuracy 0,005 mm
디스플레이/Display
디스플레이 모드  mm/Inch umschaltbar
Display mode  May be switched to inch or metric
디스플레이 크기/Display size 45 x 23 mm
숫자크기/Height of numbers 8,5 mm
밧데리 수명(연속 사용 시)약 3000 Stunden
Service life of battery (continuous operation) approx. 3000 hrs
주문번호/Order No. 80.460.00

부품/Accessories

숏프로브팁 Φ4mm/Short probe tip Ø 4 mm
주문번호/Order No. 80.362.00

롱프로브팁 Φ8mm//Long probe tip Ø 8 mm
주문번호/Order No. 80.363.00

추천하는 Haimer 툴홀더 
Recommended Haimer tool holders

유니버셜 3D-센서용 주문번호
for Universal 3D-Sensor Order No.

SK 40 데이퍼 포함  80.464.40
with integrated taper SK 40
숏척 SK40 40.305.20
short chuck SK 40
SK 50 50.300.20
BT 40 40.500.20
BT 50 50.500.20
HSK-A 50 A50.000.20
HSK-E 50 e50.000.20
HSK-A 63 A63.000.20
HSK-A 80 A80.000.20
HSK-A 100 A10.000.20

디지털 3D-센서
3 D - S e n S o R  D I g I TA l

디지털 3D-센서

고정밀도- 안전한 조작성
디지털 3D-센서는 이미 검증된 기계적 3D-센서보다 진보된 개발품이다.
이것은 밀링기계 및 EDM 기계 안에 있는 제품을 측정한다.
스핀들은 좌표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다. 측정지점은 디지털 화면
상에 정확하게 나타난다. 제로지점은 단숨에 확인된다. 가공좌표 시스템은 다른 
특별한 계산 없이 설정될 수 있다. 

스핀들이 가공좌표상에 정확하게 놓여지므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0.001mm까지 측정된다.(1μmm)
이것은 긴 거리로부터 읽어 들일 수 있다. (예. 대형 머신닝 센터에서 사용될 때)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방수 및 방진 처리된 제품이며, 툴매거진에 넣어 놓고 사용 
가능하다.

Digital 3D-Sensor

Highly accurate – safe handling
The Digital 3D-Sensor is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time proven mechanical  
3D-Sensor. It serves for approaching workpiece edges on milling and EDM  
machines. The spindle may be positioned quickly and safely on the references 
edge. The approaching operation can be exactly monitored on the digital display. 
The zero points can be set without any calculations because the spindle axis is po-
sitioned exactly on the approached edge.

especially practical
The digital display has large numbers that measure in increments of 0.001 mm.  
It can be easily read from a long distance (i.e. when mounted on a large machining 
center). The digital display is water- and dust-proofed and can be stored in the tool 
magazine of the machine.

프로브팁/probe tips

 롱/long

숏/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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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
Shrinking Technology

발란싱
Balancing Technology

툴홀더
Tooling Technology
 

SInCe 1977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nts

툴매니지먼트   
로지스틱 시스템
Tool Management

1977년 이래 당사는 독일본사에서 독점적으로 특수 주문에 의해 
디자인된 초정밀 공구홀더와 특수한 기계를 생산했습니다. 35명의 
견습공이 포함된 약 350명의 숙련된 직원과 100%의 품질관리는 
당사의 기업이념에 따라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장합니다: 품질승
리.

시카고, 홍콩, 자카르타, 마드리드, 오사카, 푸네, 께레따로, 상파울
로, 상하이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10개 영업지사를 통하여 당사는 
높은 재고 효용성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지원을 보장합니다.

Since 1977 we have produced ultra-precise tool holders and  
special machines designed for specific applications exclusively at 
our German headquarters. About 350 highly qualified employees, 
among them 35 apprentices, and a 100% quality control ensure 
our absolutely reliable quality according to our corporate philoso-
phy: quality wins.
With our ten sales subsidiaries in Chicago, Hong Kong, Jakarta, 
Madrid, Osaka, Pune, Querétaro, São Paulo, Shanghai and Seoul 
we guarantee first class service and support with high stock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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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mer Korea Co., Ltd., KOREA Haimer Asia Pacific Ltd., INDONESIA Haimer Japan K.K., JAPAN Haimer do Brasil Ltda., BRASIL

Haimer Asia Pacific Limited, CHINAHaimer USA, LLC, USA Haimer SPAIN, S.L, SPAIN Haimer India Pvt. Limited, INDIA Haimer (Shanghai) Trading Co., Ltd., CHINA

Haimer Mexico, MEXICO

독일본사/Headquarters:
Haimer GmbH | Weiherstrasse 21 | 86568 Igenhausen | GERMANY 
Phone +49-82 57-99 88-0 | Fax +49-82 57-18 50 
www.haimer.com | haimer@haimer.de

해외지사들
Sales Offices

Haimer USA, LLC 
134 E. Hill Street 
Villa Park, IL 60181 
USA 
Phone +1-630-833-15 00 
Fax +1-630-833-15 07 
www.haimer-usa.com 
haimer@haimer-usa.com

Haimer Asia Pacific Limited 
Flat 6, 9F Vanta  
Industrial Centre,  
21-33 Tai Lin Pai Road,  
Kwai Chung, N.T., Hong Kong, 
CHINA 
Phone +852-29 40-17 26 
Fax +852-29 40-17 21 
www.haimer-asia.com
haimer@haimer-asia.com

Haimer SPAIN, S.L 
Calle Valle de Roncal 12  
(Piso 1, Oficina No. 13)
28232 Las Rozas de Madrid 
SPAIN 
Phone +34-916-266-240 
Fax +34-916-266-146 
www.haimer.es 
haimer@haimer.es

Haimer India Pvt. Limited
Indo-German Technology Park,  
Survey No. 297-299
AT & Post-Village Urawade,  
Taluka-Mulshi, Dist. Pune-412108  
Maharashtra
INDIA
Phone +91-20-66 75-05 51
Fax +91-20-66 75-05 51
www.haimer.in 
haimer@haimer.in

Haimer (Shanghai) Trading Co., 
Ltd.
3/F., Building No. 42,  
258 Xinzhuan Road,
Xinqiao Town, SongJiang District,
201612 Shanghai
CHINA 
Phone +86-21-6 77 66-318
Fax +86-21-6 77 66-319
www.haimer.cn
haimer@haimer.cn 

Haimer Korea Co., Ltd.
# D-1204, Gwangmyeong  
TechnoPark, Sohadong,  
Gwangmyeongsi, Gyeonggi-do,  
Seoul 423-050 
KOREA 
Phone +82-2-20 83-26 33 
Fax +82-2-64 55-18 50 
www.haimer.kr 
haimer@haimer.kr 

Haimer Asia Pacific Ltd. 
Technical Center Indonesia 
Alam Sutera Town Center,  
Block 10F, No. 28
Serpong – Tangerang 15326
INDONESIA 
Phone +62 21-80 30 25 28  
www.haimer.com 
haimer@haimer-asia.com 

Haimer Japan K.K.
Higashi-Tenma  
ENVY Building 1-39,  
Matsugae-cho, Kita-ku,  
Osaka-city 530-0037 
JAPAN 
Phone +81-6-47 92-79 80 
Fax +81-6-47 92-78 71 
www.haimer.jp 
haimer@haimer.jp

Haimer do Brasil Ltda.
Av. Ceci, 2193,  
Planalto Paulista
CEP 04065-004,  
São Paulo – SP 
BRASIL
Phone +55-11-27 37-84 64
Fax +55-11-27 37-84 73
www.haimer-brasil.com  
haimer@haimer-brasil.com

Haimer Mexico
Anillo Vial Fray Junipero
Serra No. 16950 Bodega 2
Micro Parque Industrial Sota-
vento
Querétaro., QRO. C.P 76127
Mexico
Phone +442-243-09 50
Fax +442-243-19 92
www.haimer-mexico.com
haimer@haimerm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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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 R  g o o D  C o M M u n I C AT I o n

To ensure fast service and smooth 
processing of purchase orders, 
please include your HAIMER cus-
tomer number with all orders and 
inquiries.

 
 your HAIMeR customer number:

Customer-no.          

Phone +82-2-20 83-26 33
Fax +82-2-64 55-18 50
e-Mail haimer@haimer.kr
Internet www.haimer.kr

하이머코 리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D동 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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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및 결제 조건
t E r M s  o F  d E l I v E ry  a n d  Pay M E n t

I. Generalities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to all business transactions – also those in the future – with the customer. Our sales and shipping conditions apply exclusively; we do not recognize contrary or otherwise differing conditions on 
the part of the customer, unless we explicitly approve of the validity of those conditions. Our sales and shipping conditions also apply in the event that we acknowledge contrary or differing conditions on the side of the  
customer and unreservedly fulfil the order. All agreements reached between ourselves and the customer must be in written form in order to be valid. Our sales and shipping conditions apply exclusively towards registered 
businessmen/businesswomen if the contract is integrated in operating their business and towards legal entities under public law and separate estates or assets under public law. 

II. Prices/Price changes, shipping
1.  Our prices offered are Euro prices, and do not include value-added tax. Therefore, value-added tax must be added to the prices at the rate determined by the law applicable at the time. If not agreed specifically otherwise, 

our prices are ex works, excluding costs for packaging, postage, and shipping. All offered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2.  Our prices offered are applicable only for the dates of order upon which the offers are based. Subsequent changes or additions upon request or at the instigation of the customer, including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the 

above, shall be charged additionally. The same applies for additional costs which might arise as the result of the above from machine down-time. In the event of changes in wages or material costs which arise either be-
tween making the offer and the placing of the order, or at any time exceeding four months following completion of contract, we reserve the right to adjust the price accordingly.

3.  Shipping of goods occurs at expense and risk of the customer. Inasmuch as goods are shipped at cost and risk of the customer at the customer’s request, our liability, as far as is legally permissible, is limited to damage 
caused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At the customer’s written request, and at his own expense, goods may be shipped insured by ourselves against theft, breakage, damage to or loss of goods in transit, fire and 
water damage, or against such other risks as may be expressed explicitly by the customer insofar as such are insurable.

4.  As far as can be reasonably expected on the part of the customer, partial shipments are permissible.

III. Payment
1.  The goods are to be paid in full, no deductions, within 30 calendar days of date of invoice.
2.  Bills of exchange are only accepted upon special agreement and on account of performance without allowance for discount. Discounting and bill charges shall be borne by the customer and become due for payment  

immediately. We are not liable for the timely presentation of a bill of exchange, its due protest, due notice, or the return of an unpaid bill, unless we or our vicarious agents are guilty of damage by intention or gross negli-
gence. 

3.  The customer is only entitled to set-off claims if his counterclaims have become res judicata, are uncontested or recognized by ourselves. In the event of contested counterclaims, the customer has no right of retention.
4.  In the case of uncontested counterclaims, the customer can only claim a right of retention regarding asserted claims which are based upon the same contractual relationship.

IV. Delay in Payment
1.  In the event of delay in payment, we are entitled to charge the legal rate of interest on overdue payments, i.e. the rate of 8% plus the basic annual interest rate current at the time in question; this notwithstanding, we  

explicitly reserve the right to assert claims regarding additional damages.
2.  Should we become aware of circumstances which call into question the customer’s creditworthiness and therefore deem our claim for payment to be at risk, particularly if the initiation of insolvency proceedings are filed 

for – or if insolvency proceedings are opened against the customer’s property, or if a cheque is not honoured, or the customer stops payments, then we are entitled to declare the residual debt due immediately and to 
demand immediate payment. Further, we are entitled to demand advance payment or provisions of security, and to retain the goods until payment, advance payment, or provisions of security are made, and to discontinue 
processing running orders until the same.

V. Reservation of title
1.  Until all claims arising from the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are fulfilled, the customer is required to grant the following securities, which we will release at the customer’s request and at our own free will if the 

securities’ value consistently exceeds that of the claims by more than 10%. 
2.  All goods delivered to the customer remain our property until all claims arising from the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are paid in full. 
3.  The object delivered may be neither pledged nor transferred for security to a third party before it is paid in full. In the event of attachment by a third party to the object of delivery, particularly as a pledge, the customer 

shall refer to our ownership and inform us in writing immediately, so that we can enforce our rights of ownership. The customer is liable for costs which arise judicially or extra-judicially should the third party not be in a 
position to repay us such costs as arise in relation to the above mentioned.

4.  The customer is permitted to sell and process the goods within the context of proper business transactions, as long as he is not in arrears with fulfilling the claims which he owes. We can revoke this permission if the 
customer is overdue in payments or comes into a state of forfeiture of assets, particularly if insolvency proceedings are opened against his property. 

5.  The processing or transforming of the goods by the customer shall always be done for us. In the event that the goods are joined, mixed, or blended with other items, we acquire co-ownership in proportion with the value 
of the goods (sum total of invoice including legal value-added tax) to the remaining items which were joined, mixed, or blended together at the time when they were joined, mixed, or blended together. For the event that 
ownership of the goods be lost inasmuch as the goods become an integral or necessary part of another item, the customer hereby concedes to us now, in advance, co-ownership of the main item equal to the share which 
corresponds with the proportion of the value of the goods delivered (sum total of invoice including legal value-added tax) to the value of the main item at the time of said joining, mixing, or blending. 

6.  In the event that the goods are sold, the customer now and hereby, for the security of our claims arising from the whole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assigns all claims which arise for the customer from resale or from 
other legal grounds (insurance, tortius act, or the like) against the buyer or third parties, independently of whether the goods, of which we have (partial) ownership, are resold with or without processing. Upon our request, 
which may be made at any time, the customer must inform us regarding the state of the claim, and allow us or anyone authorized by us to inspect those business records relevant to the above. We grant the customer 
permission, subject to revocation, to collect the sums due for the claims we assigned, to his own account and in his own name. This direct debit authorization can only be revoked if the customer does not meet his finan-
cial obligations in a proper manner. Our authority to collect ourselves the sums due remains unaffected by the above. However, we bind ourselves not to collect the sums due as long as the customer meets his financial 
obligations with the collected sales revenue, is not overdue for payments, and especially if no initiation for insolvency proceedings has been filed or cessation of payments has been noted. If this is the case, however, we 
can require that the customer makes known to us immediately the claims assigned and their debtors, including all information required for collection purposes, providing us with all records necessary therefore, and inform-
ing the debtors (third parties) of the assignment of claims. We as well have the right of disclosure of assignments against debtors. The customer, however, is not entitled to assign this claim to third parties. 

7.  Contrary to position 3, the customer is not entitled to sell the goods, even within the context of proper, standard business transactions, if the customer excludes assigning claims based on the sale of the goods to us.
8.  In the event of actions contrary to the terms of contrac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delay of payment, we are entitled to rescission of the contract. Following rescission, we can demand return of the goods from the  

customer.

VI. Delivery time
1.  Delivery dates and delivery periods are only binding if they are confirmed by us explicitly in writing. 
2.  The confirmed delivery dates and delivery periods start when the following cumulative conditions are met: the clarification of all technical questions; the fulfilment of the customer’s contractual obligations, particularly that 

of furnishing records, authorizations, and release statements. When alterations ordered by the customer have an influence upon the duration of production time, we are entitled to insist upon agreeing to a new delivery 
time which is adjusted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We are not liable for delays in delivery and performance, even if binding dates and times have been agreed upon, in case of acts of God, in case of circumstances 
which we are not responsible for, and in the event of incidents which not only temporarily substantially impede delivery or make it impossible – this includes in particular strike, lock-out, sovereign intervention, acts of war, 
riots, electrical shortage, destruction or damage to our production or works fixtures for which we are not liable, as well as transportation failure, work limitations etc., also when the above affect our suppliers or their sub-
suppliers. Such circumstances entitle us to postpone delivery or performance for the duration of the impediment plus a reasonable starting-up time. Furthermore, such a case entitles us, for our part, to adjust the price 
accordingly. We are also not liable for the circumstances mentioned if they arise during an already existing delay. In important cases, we will inform the customer as soon as possible regarding the beginning and end of 
such hindrances. The delivery deadline is met if by date of its expiry the goods have left the works or the customer has received notice of readiness of dispatch. 

VII. Samples
Samples of all kinds, whether designs, models, etc., are prepared especially for the customer according to his instructions and only by prior written commission for the same. In every case, these samples will be billed sepa-
rately to the customer.

VIII. Storage of documents and items for further use
The storage of the customer’s papers and other objects such as may serve some future purpose is undertaken only upon prior written agreement and in exchange for special compensation beyond the date of delivery of the 
goods ordered. The above mentioned goods a/o objects, if they are placed at our disposal by the customer, shall be handled with care up to the delivery date. In this case as well, storage beyond the delivery date is only 
granted upon prior written agreement and in return for special compensation. Should the above mentioned documents a/o objects be insured against water, fire, theft, or other dangers, the customer must provide the neces-
sary insurance himself. Further, within legally permissible limits, we are exempt from liability for the loss of, damage to, or destruction of these documents a/o objects. 

IX. Company print
On objects of our manufacture, we can, with the customer’s permission, make reference to our company in an appropriate manner. The customer can only withhold his permission in the event that he has a justifiable interest 
in so doing.
 
X. Time limit for making a claim
Upon delivery, the customer must inspect the goods without delay, and in the event that the goods have obvious defects, these must be reported to us within a period of two weeks following receipt of the goods, in the case 
of shipping from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from the shipper or carrier; otherwise, the customer’s claims regarding defects are excluded. Claims for non-obvious defects can only be asserted within a period of one year upon 
receipt of the goods, in the case of shipping upon taking delivery from the shipper or carrier.

XI. Warranty
In the event of defects, we are entitled to choose between rectifying the defects or delivering a substitute, up to the amount of the contractual value, unless we or our vicarious agents are guilty of damage by intent or gross 
negligence, or if we have given a guarantee for the condition of the goods. If two attempts at rectifying the defects or at delivering a substitute fail, or if rectification or substitution is not possible, not to be reasonably  
expected for the customer, or finally refused by ourselves, then the customer can demand a reasonable reduction in price or withdraw from the contract. For substantial third-party products, our liability is limited initially to 
the assignment of liability claims to which we are entitled against the supplier of the third-party products. Any liability ensuing on our part in this instance can only be secondary and requires prior recourse to the courts for 
the supplier of the third-party product. We will reimburse such costs as may arise if they cannot be collected from the supplier and if they were necessary for prosecution. Guarantee and damage claims which exceed the 
above are excluded, so far as is permissible by law. 

XII.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following liability limits apply for damage claims,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law: 
For all damages arising from culpable breach of contract, we are liable if we ourselves or our vicarious agents are at fault, but only in case of damage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this also 
applies in cases of default or when performance becomes impossible. Insofar as we are considered liable for damages due to breach of contract which results from a slight degree of negligence on our part or on the part of 
our vicarious agents, liability for indirect damages is excluded. When delay damages arise due to delay in our performance, we are only liable to the extent of contractual value (our own work excluding advance performance 
and material) if we or our vicarious agents are only at fault for slight negligence. 

XIII. Taking Delivery; Passing of Risk
The custom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completion time agreed upon if the goods are ready for acceptance. If the customer is in default of acceptance, regardless of article III.1 the price agreed upon is due 
immediately. If the customer does not meet this obligation, we are entitled to withdraw from the contract and to make other use of the goods, whereby the sales revenues gained in this case are credited to the price agreed 
upon. We must be compensated for profit lost. If the seller is in default of acceptance or fails to perform other participation duties, then we are entitled to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us caused, including any  
additional expenditures which may arise. We reserve the right to further claims on our behalf. In case of default or delay in acceptance by the buyer, or other failure to perform participation duties on the part of the buyer, then 
the risk of accidental loss of the goods or of accidental worsening of the state of the goods passes over to the buyer from the point in which he entered into the state of default in acceptance or debtor’s delay. 

XIV. Ownership, Copyright, Duty of Secrecy
Those articles of the trade which we use to manufacture the product of the contract, in particular special means of operation (tools, devices) remain our property and shall not be delivered. We reserve for ourselves the own-
ership and copyrights of estimates of cost, drawings, and other documents. They may only then be made available to unauthorized third parties if we give our prior explicit written permission. The customer is solely liable if, 
in the process of executing orders, any rights, particularly copyrights, trademarks, or patents of third parties are infringed upon. The customer indemnifies us against claims of third parties in the event of such violations of 
rights. All ideas and documents drawn up by ourselves, in particular samples, sketches, designs, technical information, models, etc. are under the protection of our intellectual property, and may not be used or applied in any 
manner without our prior written consent.

XV. Applicability of German Law
The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s exclusively applicable. Appl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ated January 1, 1991, is precluded.

XVI. Place of Performance, Place of Jurisdiction, and Validity
The place of performance for all claims arising from this contractual relationship is Igenhausen. Augsburg is the place of jurisdiction for all legal disputes arising from this business connection. We are, however, entitled  
to bring grievances before the legal place of jurisdiction as well. The partial or complete invalidity of any provision in these terms of sales and delivery, or of any provision within the context of other agreements, whether now 
or in the future,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part of the remaining provisions or agreements. The invalid provision is then replaced by that lawfully permissible provision which is closest to the meaning of the invalid  
provision.



Headquarters

Haimer GmbH | Weiherstrasse 21 | 86568 Igenhausen | Germany

Phone +49-82 57-99 88-0 | Fax +49-82 57-18 50 | E-Mail: haimer@haimer.de | www.haimer.com

독일본사/Headquarters
Haimer GmbH
Weiherstrasse 21 | 86568 Igenhausen
GERMANY 
Phone +49-82 57-99 88-0
Fax +49-82 57-18 50 
www.haimer.com | haimer@haimer.de

한국지사/Sales Office
하이머코리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D동 1204호
전화 : 02-2083-2633
팩스 : 02-645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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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1977년 이래 당사는 초정밀 기계 부품과 특수 주문에 의해 디자인된 특
수한 기계를 생산했습니다. 항상 최고의 품질과 완벽한 구조로 만들었습
니다. 당사의 기업이념에 따른 “품질승리”를 추구합니다!

당사 웹사이트 www.haimer.kr 방문하세요. 그리고 당사의 배송 프로그램
을 요청하세요.

Decide on quality.
Since 1977 we have produced ultra-precise machine components and  
special machines designed for specific branches. Always made of  
the highest quality and perfect 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our  
corporate philosophy: Quality wins!

Visit our website: www.haimer.kr and ask for our delivery program.

Haimer 제작:  
공구 홀더

 – 공정한 가격에 최고의 정밀도
 – DIN 69871 – SK 30, SK 40, SK 50
 – CAT 40, CAT 50
 – JIS B 6339 – BT 30, BT 40, BT 50
 – DIN 69893 – HSK-A, HSK-E, 
HSK-F

 – ISO 26623 – Capto C6
 – 직경 2 ~ 20 mm의 초경 엔드 
밀

Made by HaiMer:  
Tooling Technology

 – Highest precision at fair prices
 – DIN 69871 – SK 30, SK 40, SK 50
 – CAT 40, CAT 50
 – JIS B 6339 – BT 30, BT 40, BT 50
 – DIN 69893 – HSK-A, HSK-E, 
HSK-F

 – ISO 26623 – Capto C6
 – Solid carbide endmills from Ø 2 
to 20 mm

Haimer 제작:  
Tool Dynamic

 – 공구 홀더, 그라인딩 흴과 로타
를 위한 모듈러 밸런싱 시스템

 – 한면 또는 두면에서 측정
 – 쉽고 빠른 조작

Made by HaiMer:   
Tool Dynamic

 – Modular balancing system for  
tool holders, grinding wheels  
and rotors

 – Measuring in one or two planes
 – Easy and fast handling

Haimer 제작:  
Power Clamp

 – 최단 공구교환을 위한 전기유도 
열박음 기계

 – 간단한 버튼조작만으로 공구 교
환

 – 하이스 및 초경공구, Ø3 ~ Ø50 
mm 열박음 가능

Made by HaiMer:  
Power Clamp

 – Inductive shrink fit equipment  
for shortest rigging periods

 – Tool change just by pressing  
a button

 – For shrinking HSS and  
solid carbide tools from  
Ø 3 to Ø 50 mm

Haimer 제작:  
센서

 – 보아 및 샤프트의 센터링용
 –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음
 – 높은 측정 정밀도

Made by HaiMer:  
Sensors

 – For centering bores and shafts
 – Different versions
 – High measuring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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