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팔하이테코는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기술을 만들고,
좋은 기술을 통해 기업은 성장해 갑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사람을 존경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마팔하이테코에서 시작된 좋은 기술과 좋은 서비스는
기업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제공하는 원동력이기에
오늘도 저희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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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hilosophy | 비전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꿈을 실현시키는 조용히 강한 기업 -

마팔하이테코
고객감동과 도전정신을 향한 마팔하이테코의 생각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창조합니다.
마팔하이테코는 오랜 전통, 최고의 기술력, 신뢰중심의 가치창출을 통해
고객, 직원,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을 목표로 또 다른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객 감동

기본 충실

정직과 신뢰

열정과 도전

Vision 달성을 위한 핵심가치

04

기술 선도

열린 사고

Our Philosophy | CEO 인사말

사람, 산업, 공구의 조화로운 공존
산업성장을 위한 끝없는 고민이 경이적인 정밀공구를 만듭니다.
마팔하이테코는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꿈을 실현시키며,
대한민국 스페셜 공구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도 마팔하이테코의 임직원들은 꺼지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고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단순 공구의 한계를 넘어 고객들 모두가 꿈꾸는 품질과 기술을 개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밀 기술이 담긴 뛰어난 제품만이 아니라 마팔하이테코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의 목표를 향해 새롭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마팔하이테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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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팔하이테코는
최고를 향한 길을 열어갑니다
한 발 내딛더라도 최고만을 생각하는
마팔하이테코의 도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절삭가공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달려온 마팔하이테코는
세계시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 한 발을 내딛더라도
언제나 최고의 혁신기술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01~2005
2001 •독일 MAPAL社와 합작회사 설립

1991~2000
1991 •하이테코 상사 설립
1992 •부산 영업소 개소
1998 •전주 영업소 개소
2000 •제조회사 성원특수공구 인수,
울산 영업소 건축(부산에서 이전)

06

(現,MAPAL HTT), MAPAL HTT 공장 신축
2002 •양산 영업소 개소
2003 •MAPAL HTT ISO9001 인증
•평택영업소 개소
2004 •(주)마팔하이테코로 법인명 변경

Our Philosophy | 연혁

2011~2013
2011 •대구영업소 개소
•네오오토 TMS 수주, 현대파워텍 TMS 수주,

2006~2010
2006 •서산 영업소 개소
•MAPAL HiTECO CHINA Co., Ltd. 설립(중국/북경)
2007 •MAPAL HTT 1차 공장 증축
•HiTECO Czech s.r.o 설립(체코/노소비체)
•A-HiTECO, Inc. 설립(미국/앨라배마)
2008 •HiTECO TMS INDIA PVT., Ltd. 설립(인도/첸나이)
2009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HiTECO USA, Inc. 설립(미국/조지아)

일진글로벌 TMS 수주
•MAPAL HTT 2차공장 증축
•중소기업 대통령상 수상
2012 •(주)하이테코 설립(국내 TMS 업무 전문화 도모)
•인천영업소 개소
•기술연구소 신설
•울산영업소 확장 이전
2013 •서산영업소, 평택영업소를 중부영업소로 통합개편
•서울경기영업소 확장이전
•명화공업(둔포), PTC 2공장, 대림씨엔씨 TMS 수주
•마팔하이테코 ISO9001 인증

2010 •MAPAL HTT ISO14001 인증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HiTECO Slovakia s.r.o 설립(슬로바키아/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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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팔하이테코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합니다

HiTECO CZECH s.r.o
in Nosovice, Czech

HiTECO SLOVAKIA s.r.o
in Zilina, Slovakia

MAPAL HiTECO CHINA Co., Ltd.
in Beijing, China

HiTECO TMS INDIA PVT., Ltd.
in Chennai, India

08

Our Philosophy | 글로벌 네트워크

어디서든 기업의 성공을 위한 혁신을 만들고 꿈을 전하겠습니다.
마팔하이테코는 대한민국 본사를 중심으로 미국·유럽·인도·중국 등 세계 각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마팔하이테코만의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님께 최적화된 서비스와 성공을 위한 혁신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HiTECO USA, Inc.
in Georgia, USA

A-HiTECO, Inc.
in Alabama, USA

MAPAL HiTECO Co., Ltd.
본사
경기도 시흥시

R&D 센터 / 기술연구소
경기도 시흥시

국내영업소
서울/경기, 인천, 중부, 전주, 대구, 울산, 양산

국내 TMS
해외법인
해외 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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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ke it Simple!
당신의 고민이 ‘Simple’해 집니다

마팔하이테코의 헌신적인 서비스 정신과 완벽을 지향하는 기술력으로
고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최적의 답안을 제시합니다.

토탈 툴링과 최적의 절삭 조건을 제공하는

CTS - Complete Tooling System
공정 최적화를 위해 가공라인 전체를 설계하는

TES - Turnkey Engineering Solution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구 관리를 위한

TMS - Tool Management Service
공구의 구매 및 관리, 생산 라인 설계와 사후 서비스를
고민하시는 고객님께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팔하이테코는 고객님께 ‛최고의 선택’이 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10

Our Business | TEOMc*

TEOMc* 은 당신의
‘성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
Complete
Tooling
System

CTS

Total Engineering of
Metal Cutting

TMS

Tool
Management
Service

TES
Turnkey
Engineer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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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 Complete Tooling System
모두들 절삭가공을 위한 툴링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해서 토탈 툴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팔하이테코의 CTS(Complete Tooling System)를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20년 이상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세계적으로 증명된 고품질의 제품
•차원이 다른 전문인력들의 적극적인 대응

마팔하이테코의 CTS는 고객의 기대를 앞서 갑니다.

1

CTS 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가공 공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토탈 툴링(준 공구 및 소모공구) 제공 및 최적의 절삭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투자비 절감 및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는 시스템입니다.

툴링
시스템

2

+

공정
최적화

+

사후관리

=

CTS 의 장점
지속적으로 도입해 온 유럽의 선진기술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생산현장에서 고객
이 필요로 하는 모든 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CTS를 통해 원하는 장비와 지그 컨셉에 따라 ;
1) 생산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툴링 서비스
2) 최적의 가공 절삭 조건
3) Tool 공급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Try out 서비스 등
프로젝트 진행 시 Tool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원받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의 양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2

C

툴

Our Business | CTS

3

CTS의 특징
CTS의 기본 요건은 절삭가공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팔하이테코는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초경 및 PCD Tool, 세계 유수의 회사에서 수입한 우수한
품질의 정밀공구 및 홀더, 쿨런트 시스템, 툴 프리세터 및 검사장비, 스핀들 유닛과 스핀들 액세서리까지
절삭가공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밀링]
•PCD 밀링커터
•초경 앤드릴

[드릴]

[툴 프리세팅 머신]

•TTD 드릴
•초경 드릴
•PCD 드릴

•MAPAL Setting Fixture
•Zoller Presetter

[탭]

[홀더]

•기계 탭
•전조 탭
•Thread Mill

•TRIBOS 척
•콜렛 척
•마이크론 척
•열박음 척
•유압 척
•드릴 척

[인서트]

[보링]

•WP 블레이드
•HX 블레이드
•ISO 인서트

•파인 보링
•라인 보링 바
•PCD, Cermet, 초경,
PCBN 보링툴

[리머]
•HPR 리머
•초경 리머
•PCD 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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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 - Turnkey Engineering Solution
마팔하이테코의 CTS가 종합적인 툴링 시스템을 제공하였다면, TES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생산 합리화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고객의 니즈를 충족 시킬
완벽한 One-point Engineering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ES는 새롭게 생산 라인을 계획하거나, 기존의 설비에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1

TES란?
지그 설계
및 제작

CTS

+

공정
설계

M&E
구매

=

TES

TES는 CTS의 모든 이점을 포함함과 동시에 가공 라인 전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TES는 절삭 가공을 위해 필요한 4가지 영역(가공 설비, 지그, 공구, 세팅 및 측정 장비)에 대한 모든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Our Business | TES

2

TES의 장점
TES는 가공 라인의 신규 검토뿐만 아니라, 기존 라인으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놀라운 수준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ES는 고객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선사합니다.

신규라인

TES

공정설계
공정
정설계

설비결정
설비
비결
결정

Laay Out
Lay
O
검토
검토

지그 설
설계,
제작
작

양산적용
산적용

Try
ry Out

세팅장비
팅장비
선정

Tool 설계,
제작

프로세스

양산라인

3

TES의 특징
2011

공정 최적화(절삭시간 및 비절삭시간 획기적 단축)

H Company Al part
H Company HOB, Wheel

Company가공
TM Case
가공 공정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객에게M 필요한
공정을 직접 정밀 분석하고 개선안을
D Company throttle Body

제시함으로써 고객은 초기 사업성 검토에서 최종 양산 승인까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를 Onepoint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10

2009

2011

H Company TM Case,
HSG, V/V Body

고객은 마팔하이테코에게 전달받은 열쇠로 완벽하게 준비된 설비를 가동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TES 실적>
2009

H Company TM Case, HSG, V/V Body

2010

M Company TM Case, D Company throttle Body, K Company V/V Body

2011

H Company Al part, H Company HOB, Wheel
N Company Converter Housing, Cylinder Head, Supercharger
D Company Converter Housing, A2 Oil Pump Housing, Hybrid Con Housing

2012

W company C200 Diff Carrier, DM Diff Carrier, EN Diff Carrier

2013

S company Oil Pump Cover, C company Converte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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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S - Tool Management Service
마팔하이테코의 우수한 기술력과 서비스를 생산 현장에서 직접 제공해 드리는 TMS
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행업무를 제공합니다.
•일원화된 Contact point
•전문 인력을 통한 최상의 생산환경 제공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원가절감
•투명한 가공비 관리
마팔하이테코의 TMS는 전문화된 공구관리로
고객들의 사업 성장을 바로 곁에서 지원하는 성공 파트너입니다.

1

TMS란?
고객의 생산 현장에서 생산 공정에 필요한 공구분석 및 계획활동부터 재연마 및 공구개선활동까지, 공구에
대한 모든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고객은 전문화된 공구관리를 통해 최적화된 양산환경을 제공받음
으로써 신제품 개발 및 미래성장사업 발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6

Our Business | TES

2

TMS의 장점
다년간 축적된 툴링 경험과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보유한 마팔하이테코 전문가들은
국내외 다수의 고객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구관리에 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TMS의 고객들은 마팔하이테코가 운영하는 공구관리 서비스를 통해
1) 일원화된 Contact Point
2) 지속적인 최신기술 및 최적 프로세스 업데이트
3) 정기적인 공구 세미나를 통한 가공 기술 능력 향상
4) 꾸준한 공구개선활동으로 공구수명향상과 공정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TMS의 특징
전문화된 인력 및 기술이 축적된 마팔하이테코가 직•간접적으로 공구를 관리함으로써
•현장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
•신품 및 재연마품의 통계적 공구수명관리
•새로운 선진기술을 필드에 신속하게 적용
•고객의 생산기술 담당자와의 즉각적인 의사소통
•상호 유기적인 기술 공유 등이 가능하며

고객의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 기여합니다.
(단위 : 대)

<TMS 실적>
연도

엔진

변속기

기타

합계

2007

120,000

470,000

120,000

2008

470,000

180,000

650,000

2009

600,000

550,000

1,150,000

2010

700,000

650,000

1,350,000

2011

1,200,000

1,870,000

6,000,000

9,070,000

2012

1,500,000

3,300,000

6,500,000

11,300,000

2013

1,550,000

4,350,000

8,000,000

13,900,000

www.mapalhiteco.com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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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AL HTT
혁신과 기술로 새로운 가치 창조
마팔에이치티티는 독일 MAPAL사와의 합작 스페셜
공구 제조회사로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공구와 서비스를 창출하여 정밀기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파트너사의 최대 가치 창출을
도모합니다.

3대 혁신철학
마팔에이치티티는 Innovation(기술), Integrity(생산),
Quality(품질)의 3대 혁신철학을 통해 차별화된 선진
기술을 보장하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최적
화된 공구를 생산, 고객의 신뢰와 만족에 부합하기 위한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mapalhiteco.com 19

Specially Yours!

7월
독일 MAPAL사와
합작회사 설립

2001

2001

마팔에이치티티는 혁신기술과 품질의 완벽화라는
스페셜 공구의 이상을 실현하며,
공구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갑니다.
첨단공구기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마팔에이치티티는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

8월
신축 시화공장 이전

9월
ISO9001 인증

2003

Our Company | 마팔에이치티티(주)

10월
INNO-BIZ 지정

8월
1차 공장 증축(2, 3층)

2007

2007

2009

12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5월
중소기업 대통령상 수상

2009

2010

2011

2011

2012

8월
2차 공장 증축
(1, 2층 공장)
7월
MAPAL HTT로
회사명 변경

8월
기술연구소 설립

12월
ISO14001 인증

www.mapalhiteco.com 21

주문
설계

Innovative Technology
과정
관리

마팔에이치티티의 품질과 기술을 고집하는 이유

생산

•독일 MAPAL사의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스페셜 공구를 최적의 납기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 제작
•소재의 입고에서 제품의 최종 검수까지 체계적이고 엄격한 품질보증 시스템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마팔하이테코에 의해 국내 독점 공급

발주

One Stop Service

22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주문

설계

생산

납품

관리

Our Company | 마팔에이치티티(주)

Special Tools &
Applications
마팔에이치티티의 공구는 특별합니다.
•공구 설계, 제작 및 검사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
•응용분야(Application)에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초정밀, 고성능의 가공 형상
및 치수 정밀도에 적합한 공구 제작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공구 제작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설계 및 정밀 제작의 표준화 및 최신 선진 설비를 사용하여 공구 품질의
반복 재현성 탁월
•독일 MAPAL사의 검증된 노하우로 제품의 안정화 실현

적용 산업 분야
혁신이라 말하는 모든 산업분야, 그 중심에는 마팔에이치티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우주항공산업까지 고밀도 경량화 디자인이 요구되는 정밀산업에는 언제나 마팔에이치티티가 함께 합니다.

우주항공산업
(경량화 디자인)

자동차 분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선도기술과
준비된 서비스
조선 분야

풍력산업

철도 분야

금형 및 전기 전자

www.mapalhiteco.com 23

Solid Carbide Too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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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고속가공 및 고정밀도 실현
•알루미늄 등 연질부터 주물과 같은 경질에 이르는 다양한
피삭재에 대하여 적용 가능
•내경가공 시 위치 정도가 우수하며 깊은 홀 가공에도 고성능
유지
•특수코팅기술을 접목하여 내열성 및 내마모성 향상으로 고객
원가절감 실현

Reamer
•고정도 및 우수한 표면 조도
•고품질 코팅으로 절삭속도 향상 및 공구수명 증대
•최적 설계로 초정밀 절삭에 적합

Milling tool
•내마모성과 내열성이 있어야 하는 고경도 소재 및 난삭재
가공에 적합
•공구수명이 보장되어 고정도 가공 가능

www.mapalhiteco.com 25

PCD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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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초 경보다 경도 및 절삭성이 탁월한 PCD를 인선으로
제작하여 기존 초경 드릴보다 우수한 절삭속도와 고정도
내경 가공 실현
•정밀한 설계, 복잡한 형태의 다단 드릴에서부터 드릴과
보링툴이 결합한 형태까지 다양한 솔루션 제공
•탁월한 내마모성으로 공구 수명 증대

Reamer
•표준화된 설계와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7급
이상의 높은 치수 정밀도 및 우수한 표면 조도 달성
•단속 가공 및 다단 가공에도 탁월한 동심도, 진원도 및
정밀도 재현 가능
•초경에 비해 고경도 및 절삭성이 우수하여 긴 공구 수명과
높은 절삭속도로 가공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www.mapalhiteco.com 27

Boring Tool
•공정 분석을 통한 최적의 복합 툴링으로 가공시간 단축 및
고정도 품질 실현
•다양하고 정밀한 내경 가공에 적합한 설계를 통해 우수한
진원도 및 동심도 확보 가능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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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ng Tool
•고속가공에 적합한 설계 최적화로 대량 절삭이 용이하여
효율성 증대
•Facing 및 Side Cutting 시 절삭 저항 감소로 표면 조도
우수
•절삭날의 증가로 획기적인 가공시간 단축 가능

www.mapalhiteco.com 29

마팔하이테코는
최고의 기술만을
추구합니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품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팔하이테코는 절삭가공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으로 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제품공급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제품 이상의
신뢰를 제공해 드립니다.

30

Our Products | Supplier 소개

LER /
/ ZOL
K
UN
SCH
/
PAL
MA

KNOLL / JEL / SH
OWA
/ DI
EBO
LD

/ O
RT
LIE
B

/

TA
SO

C O N T E N T S
MAPAL 32 + SCHUNK 50 + ZOLLER 54 + KNOLL 60 + JEL 64
SHOWA 70 + DIEBOLD 72 + ORTLIEB 76 + TASO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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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절삭공구의
세계적인 표준

MAPAL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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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AL 계열사 및 주요 제품군
>> MAPAL in Aalen

- Fine boring tools
- Clamping devices
- Setting fixture
- HPR(HFS) reamer
- Blade & Insert

>> MAPAL WWS

- PCD tools

세계 절삭공구 시장에서 처음으로 파인 보링
툴을 소개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MAPAL은
수많은 유사 경쟁 제품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 MAPAL Miller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적인 창조정신으로

- Solid carbide tools
(Drill, Reamer, Endmill, etc.)

보다 뛰어난 솔루션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 MAPAL ISOTOOL

이제 MAPAL은 초정밀 절삭가공에 있어

- Line boring tools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계 표준이 되었

- Actuating tools

습니다.

>> MAPAL Strom

- Special boring tools

>> MAPAL Beck

- Fixed reamers
>> MAPAL WTE

- Hydraulic chuck
- Heat shrinking chuck
- Precision drill chuck

>> MAPAL LaserPluss

- Laser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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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Bor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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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AL Single Bladed Reamers

파인 보링 툴
MAPAL은 정밀 보링 분야에 Fine
Boring Tool을 처음 선보인 이후
세계적인 기술로 이를 선도하고 있으며,
제품과 기술 솔루션에서 완벽하고 혁신
적인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가이드 패드와 미크론(μ) 단위의 경을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大, 小 직경의 다단
정밀 가공이 필요하거나, 고품질의 정밀한 가공
공차가 요구되는 복잡한 형상의 가공에 대하여
타 공구에서 실현할 수 없는 정밀한 공차의
가공에 최적인 공구입니다.
또한, 교환 타입의 Blade 시스템을 적용함
으로써 생산 안정성과 Running cost 등 생산
비용을 여타 공구 시스템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구입니다.

MAPAL WP Single Bladed Reamer는 탈부착이 가능한
두 개의 절삭 인선이 있는 Blade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MAPAL의 원리가 적용된 가이드 패드는 매우 정교한
절삭 가공이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정밀한 절삭날
조정 시스템을 통해 Blade 교환 시에도 일정한 직경의
가공이 가능합니다.
주물과 강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MAPAL HX Blade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기에는 6개의 절삭
인선이 있어서 아주 경제적인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MAPAL Twin Bladed Reamers
두 개의 Blade를 축 방향 및 반경 방향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마이크로 커팅 가공이 가능하여 매우 우수한
표면 조도 가공이 가능하고 공구의 수명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물과 강을 가공할 때에는
Single Bladed Reamer에 비해
더욱 우수한 가공 성능으로 품질
수준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MAPAL Indexable Blades
초경, Cermet, PCD 및 CBN
등 현대의 모든 절삭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가공품 및 가공
작업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PCD와 CBN과 같은
고경도 절삭 소재에서도
최적의 칩 형성과 배출을 위한 칩 브레이커 제작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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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t 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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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R(High Performance Reamer)
HPR은 HFS(Head Fitting System)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Tool Body에 고정도 결합과 함께 빠른 교환이
가능하며, 선택적으로 가공경에 대해 미크론(μ)
단위의 조정도 가능한 기능을 갖추
고 있습니다.

멀티 컷 리머
HPC Reamer
HPC Reamer는 구상흑연주철이나 Steel가공에 적합한 써멧
팁을 적용한 고성능 리머로써 고속가공에 적합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MAPAL의 고성능 리머 제품 군을 대표하는
멀티 컷 리머는 여러 날과 다양한 절삭 인선부
형상, 가공경의 조정 기능 등이 적용되어
고속정밀가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여러가지 타입의
제품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Mono Ream 600, 700, 800
Mono Ream 600, 700, 800은 모델 별로 가공경 고정 타입
또는 가공경 조정 타입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절삭날 소재를
초경, CBN, Cermet, PCD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고객의 요구와 가공물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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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Carbid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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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Carbide Tools
Solid Carbide Tool은 고속가공을 위한 최적의 High
Performance Solid Carbide Tool입니다.
+ MEGA Drill Hardened, SMART Drill, MEGA Quadro Drill
+ MEGA Deep Drill(Ø3~Ø16, 15XD, 20XD,
25XD, 30XD의 표준품 대응)
+ GIGA Drill(4-flutes), MEGA Drill, Reamer,
MEGA Speed Drill

Head 교환형 Drill Torque Transfer Drill ( TTD)

초경 공구
MAPAL은 기존 Solid 타입 홀 가공용 드릴뿐
아니라 리머의 정밀가공이 복합된 Drill
Reamer, 고속 홀 가공을 위한 GIGA 드릴, 큰
직경에 정밀 홀 가공을 위한 TTD, CFRP 및
CFRP-금속 복합소재 가공용 특수 드릴,
그리고 고성능 엔드밀 제품군의 Optimill에
이르기까지 진일보한 차별화된 초경 툴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ead 교환형 Drill은 기술적인 여러 장점과 경제성을 제공해
드리며, 다양한 표준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 Type 01 : Steel 및 Cast iron(주철) 가공용
+ Type 02 : Stainless steel 가공용
+ Type 03 : 비철금속 가공용

OptiMillⓇ Endmill
OptiMillⓇ HPC는 비대칭 편차의 나사산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드럽게 대량 절삭 가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Tool로 범용
밀링 가공에 있어 높은 경제성을 보장해 줍니다.
+ 구조용 steel, Case hardening steel, Tool steel, Cast
steel, Cast iron 등의 Milling 가공
+ 고성능의 초경 Milling cutter
+ 잘 연마된 Chip 배출용 Flute

MEGA Drill 180°
180°의 선단각 및 특수 형상으로 제작되어 평평한 Blind hole
및 경사면의 Hole 가공이 가능하고, 4개의
가이드 마진을 가지고 있어 진원도가
우수합니다.

신소재 가공용 Drill 및 Endmill
CFRP 및 CFRP-금속 복합소재 가공용. PCD-tip 인서트 또는
특수 다이아몬드 코팅된 MAPAL Tool은 우수한 공구 수명을
가지며 CFRP, GFRP, Aramid, Soft foam, Plastic 및 CFRP금속 다층소재 가공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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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 Tool

40

(Poly Crystalline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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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Milling
높은 정밀도로 다양한 형상의
Circular Milling가공에 최적의
공구로써, 가공 품질이 탁월하고
PCD 절삭소재를 적용하여 긴
공구 수명을 실현하였습니다.

PCD 공구
MAPAL PCD 공구는 PCD를 세계 최초로
금속절삭가공에 적용 및 발전시켜 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PCD 절삭공구제작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알루미늄, 마그
네슘과 같은 비철금속 계열 소재 가공에 탁월한
성능 및 고속가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nd Milling
우수한 절삭성을
갖는 새로운 차원의
Milling Tool로 최적
화된 설계를 통해
높은 가공 안정성 및
절삭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Face Milling Power Mill, Eco Mill Series
높은 절삭능력 및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의 평면 가공이
특징인 Face Milling은
재연마가 가능한 Blade 교환
타입 Power Mill 및 카트리지
교환형 Eco Mill의 다양한 구성을
통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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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 Standard
Bor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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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Boring Tool
Special Boring Tool은 다양한 표준
또는 Tangential 인서트 타입의
고성능 보링공구로써 최적의 복합
툴링을 통한 고성능 절삭 성능을
발휘하며, 이는 최고 성능을 위한 앞선
툴 설계를 통해 가능합니다.

Standard Boring Tool
(TSW & TFB)
TSW는 Tangential 인서트 교환 타입으로 중절삭
·황삭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쉬운 인서트 교환 및
낮은 절삭부하로 빠른 절삭이 가능합니다.
TFB는 고정밀도인 X grade의 Tangential
정삭 인서트를 적용한 고정밀의 고속 절삭
공구로 쉽고 빠른 인서트 교환
시스템과 미크론 단위로
가공경 조정이 가능하며,
모듈 타입의 조정 시스템을
장착하여 축과 경 방향의 런
아웃 보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보링 공구
황삭 및 정삭 보링가공에 표준 또는 Tangential
인서트를 적용한 최적의 공구 설계로 절삭
부하를 낮춰 고속 및 고정밀도 가공을 실현
하였습니다.

다양한 Interpolation Tool
원호 보간 가공을 통해 우수한 표면
품질과 빠른 가공이 가능하며 내·
외측 홈 가공 시 간섭 방지 및 깊은
홀 내측 홈 가공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Large Part Machining Tool
공구 경량화 및 치수 정밀도를 위해 열팽창계수가 낮은
CFRP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공구와 하나의 공구로
다양한 홀에 대해 빠른 대량 절삭이 가능한 Helix
Milling Tool 등 대형 피삭재 및 구조물 가공을 위한
다양한 스페셜 공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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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ng
Slid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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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TOOLTRONICⓇ
머시닝 센터에 장착된
별도의 유닛을 통해 Tool
내부에 설계된 U축을
구동시켜 복잡한 형상 가공
뿐 아니라 TOOLTRONICⓇ 표준품
으로 헤드 유닛만 교체하여 다양한
종류의 가공이 가능합니다.

스페셜 공구
MAPAL의 Generating Tool은 머시닝
센터 및 고객의 스페셜 장비 사양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표준화된 Facing Head
드로바 또는 로터리 방식을 사용하는 전용 장비에 별도
축을 구성하기 위한 기어구조가 내재된 공구로써 브레
이크 캘리퍼, 스티어링 너클, 피스톤 헤드 등의 양산 전용
장비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공 공구 내부에 자유롭게 컨트롤이 가능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공구 회전 가공
만으로는 어려웠던 형상이나 정밀한 부위를
가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Draw Bar를 이용한 다양한
Generating Tool
실린더 헤드의 밸브 시트와 밸브
가이드 가공 그리고 Line boring bar를
이용한 크랭크 샤프트 홀 가공 등에
적용되어 기존에 가공하기 힘든 형상
이나 부위를 높은 정밀도로 쉽게 가공
합니다.

쿨런트 압력이나 원심력을 이용한
Actuating Tool
머시닝 센터에서 쿨런트 압력이나 원심력
등을 이용하여 실린더 헤드의 쓰러스트 면
등을 손쉽게 가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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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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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모듈 아답터

클램핑 시스템
HSK-C 타입 홀더

고정밀 클램핑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와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HSK, SK, BT 등 홀더 연결
타입과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표준부품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고품질의 표준 Adaptor로 높은
연결 정밀도 확보 및 Run-out의 최소화를 통해
고품질, 고성능, 고정밀 가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BT 타입 홀더

HFS 툴 홀더

플로팅 홀더류

KS 클램핑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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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Fixture
MASTERSET
MASTERSET은 Fine Boring Tool 세팅을 위한 정밀 수동 세팅
기로 핸드레버를 통한 간편한 클램핑과 Axial 방향 미세조정이
가능합니다. MAPAL Tool의 최상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직경치수와 Back Taper를 미크론(μ)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길이 측정 범위 : 최대 750mm
+ 직경 측정 범위 : 최대 Ø200mm

UNISCALE-M
UNISCALE-M은 모든 타입의 Drill과 End Mill 그리고 Reamer의
형상 및 치수측정이 가능합니다. 광학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을
통해 모든 종류의 길이, 각도, 지름의 측정이 자유롭게 서비스
되며, 절삭인선의 검사와 측정 및 마모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 광학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 / Xenon 무열 광원 /
고해상도 카메라
+ 직경 측정 범위 : 최대 Ø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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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ET-H 600/900
UNISET-H 600/900은 손쉽게 Fine Boring Tool 세팅 및 Insert
Type Boring Tool의 세팅이 가능한 전자식 정밀 세팅기로 본체
베이스 부분에 Granite 재질을 적용하여 열변형을 최소화
하였으며, Roller bearing이 장착된 정밀 스핀들과 SK50 타입의
스핀들(옵션 : HSK 아답터)로 정밀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
합니다.
+ 200 mN 측정 Force(PCD, CBN 소재에 적합)
+ 길이 측정 범위 : 최대 600/900mm
+ 직경 측정 범위 : 최대 Ø190mm

세팅 기기
Setting Fixture는 MAPAL
Fine Boring Tool 및 정밀공구
세팅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진동에 대한 우수한 복원력과 최적
소재를 적용한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따라 Granite 재질 및 견고한 가이드
구조를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MAPAL의 중요한 제품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UNISET-V vision
UNISET-V vision은 Fine Boring Tool의 정밀 세팅을 위한
터치식 측정과 일반 절삭 공구의 편리한 프리세팅을 위한 광학
(Optical)식 측정이 동시에 가능토록 최적화된 전자식 전자동
정밀 세팅기입니다. CNC 전자식 세팅 장비는 간편한 터치
스크린과 조이스틱 사용으로 고객 중심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길이 측정 범위 : 최대 1,000mm
+ 직경 측정 범위 : 최대 Ø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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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Holding 시스템의
글로벌 리더

SCH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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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gure above is a picture provided by the D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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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척

TENDO
TENDO는 고속가공(HSC, Max. 50,000rpm)에
적합하며 빠른 셋업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공구
교환능력과 Run-out 0.003mm 이하의 최고
정밀도를 구현합니다.
뛰어난 진동 흡수력(Vibration Damping)을 통해
가공 품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최상의 유압
척입니다.

+ 제품구성

SCHUNK는 Clamping Technology와
Automation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TENDO ZERO - 선반용 홀더,
동심도 ‛ZERO’ 구현
•TENDO 익스텐션 - R
 un-out 0.006mm 이하
(150mm 구간)

창의적인 솔루션,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 라인
업은 모든 산업에 걸쳐 SCHUNK를 선호하는
파트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압척의 세계적인 기준이 된 TENDO, 세계
최초로 한국 자동차 양산 가공에 적용된 트리
보스척, 높은 파지력을 자랑하는 열박음척 등
뛰어난 기술을 가진 SCHUNK의 제품을 마팔
하이테코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TENDO E-COMPACT
TENDO E COMPACT는 기존 TENDO + ∝ 버전
으로 최대 토크 900Nm(건식, Ø20mm h6),
습식 상태일 때, 520Nm의 토크를 발휘하는
탁월한 파지력과 기존 공구 수명을 40%까지
향상시켜 비용 대비 성능의 우수성을 보여
드립니다.

+ 응용분야
•重절삭 가공 / 리밍 / 드릴링 /
카운터 싱킹 / 챔퍼 /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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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파지척

TRIBOS
TRIBOS는 획기적인 3선 클램핑 방식을 적용한 척으로 Run-out 0.003mm의
반복 정도를 자랑하고 고속가공(TRIBOS-S, 85,000rpm)을 위한 정밀
밸런싱을 실현하였습니다.
Clamping device(SVP)를 이용하여 20초 이내 Tool을 교체(수동/자동)
함으로써 한계, 그 이상의 작업능력을 구현해 드립니다.

+ 응용분야
•드릴링 / 리밍 / 정삭 / 경절삭 / 고속가공
TRIBOS 클램핑 원리

TRIBOS-Mini
TRIBOS-Mini는 Ø0.3mm~5mm까지의 초소경 공구의
클램핑이 가능하여, TRIBOS 작업능력을 초소경의 영역까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응용분야
•전자부품 / 임플란트 가공 / 시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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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척

CELSIO
CELSIO는 Run-out 0.003mm을 보장하는 정밀가공
열박음척으로 클램핑 시간을 최소화하였으며, 표준에
준하는 정밀도, 높은 밸런스를 자랑하는 정밀가공용
척입니다.

악세서리
SVL (Tool Extension)
SCHNUK에서 제공하는 Tool extension 제품들로 Fixture에
의한 간섭 발생 부위 가공이나 제품 형상에서 비롯된 홀더와의
간섭 발생 부위 가공 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un-out
0.003mm 반복 정도를 유지하며 슬림한 디자인으로 모든
타입의 홀더에 호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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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프리세팅 머신 분야의
21세기 선구자

Z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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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프리세팅 및 측정
>> venturion / pilot 3.0 <<
•3축의 컴퓨터 수치 제어로 자동 측정 가능
•사물의 이미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최첨단 입력
장치 구축
•자동적인 원점 세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 제공

+ A.C.E 스핀들
•높은 정밀도와 간단한 아답터 교환
- Run-out at base : 0.002mm 이내
- Run-out at 300mm : 0.003mm 이내
•SK, HSK, VDI, Capto 홀더 등 다양한 사양에 맞는 아답터 제공

ZOLLER는 3대에 걸쳐 툴 프리세팅 머신만을
생산하는 장인 기업으로서 기술혁신, 고품질
제품,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이상적인 H/W 및
최첨단의 S/W가 결합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툴 프리세팅 머신 분야에서 NO.1 ZOLLER를
마팔하이테코에서 만나 보십시오.

>> smile / pilot 2.0, 3.0, 2mT <<
•C.R.I.S를 통한 절삭날의 최외각 스캐닝 기능
•두 축에 대한 반경, 지름, 구간 측정, 카운터 정지 작업
(Counter Stop Operation) 수행
•공구와 아답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구현
✽버전 별 기능 상이

+ 추가 옵션 가능 사항
•Vaccum 클램핑
•자동 축 제어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

smile / pilo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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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프리세팅 및 측정
>> tribos <<
•측정장치에 SCHUNK TRIBOS 클램핑 장치가 결합하여 멀티
시스템 구축
•TRIBOS 척의 자동 위치 인식 및 각각의 척에 맞는 압력을
자동으로 전달
•로터리 부속을 사용한 MQL(최소윤활가공)으로 클램핑 시간
단축, 사용자를 위한 위생 및 환경 개선

>> power Shrink <<
•초경 및 HSS Tool을 열박음척에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1 0초 이내의 Shrink-clamping 시간이
소요되며, Unclamping 및 Cooling을
포함하여 최대 40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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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omatic <<
•열박음장치, 냉각장치, 측정장치가 하나로 결합하여 멀티
시스템 구축
•툴 길이 자동 조절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 증가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집진기 탑재
•툴 세팅부터 냉각까지 최대 2분으로 시간적 효율성 창출

+ 열박음 장치 제품 구성
•냉각 장치, 심압대(Tailstock), 인덕션 코일(Induction coil)

공구 검사 및 측정
>> genius 3 / pilot 3.0 <<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구를 측정 및 검사할 수 있는
범용적인 측정장비
•5축의 컴퓨터 수치 제어로 자동 측정 가능
•간단한 입력만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동측정 프로그램 탑재
•제작반경을 컨트롤하여 절삭 각, 여유 각, 챔퍼의 폭, 흔들림
보정(Tumble compensation), 스텝 드릴 비트(Step Drill
Bits), 동심도(Concentricity) 측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측정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 요인 차단 가능
(빛, 먼지 등)
•모든 측정 결과값에 대한 상세한 문서 출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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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검사 및 측정
>> pomSkpGo <<
•절삭날 Roundings을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형태의
경제적인 Mobile Desktop 측정장비
•Carbon으로 구성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용이
하여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삭날 측정에
효과적으로 대응
•사 용자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밀링공구 및 드릴의 절삭날을 쉽게 측정
•0.0015mm의 높은 반복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절삭날
형상의 3D 형상 구현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 pomBasic <<
•컴팩트한 디자인의 범용 공구 측정 장치
•생산 현장에서 드릴, 밀링커터, 리머 등과 같은 일반
공구들의 측정과 검사를 직접 실행 가능
•고정밀도의 절삭날 자동 확인 가능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쉬운 인터페이스 적용
•한 번의 조작으로 측정 및 테스트 결과값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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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관리 솔루션
생산공정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ZOLLER TMS (Tool Management Solution)
+ 관리의 유연성
•간단한 소프트웨어 설치로 프리세팅 머신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생산공정을 확인 및 관리 가능

+ 데이터 표준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저장'

+ 강력한 호환성
•CAM, MCT 및 Tool storage 같은 다른 시스템과의 강력한 호환기능

+ 모듈화 시스템
•모듈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순차적 확장 가능
ZOLLER TMS Solutions packages CD

+ 통합 관리 프로그램
•공구의 측정 및 세팅 값을 가공 장비로 전송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CAM 시스템,
공구 수명 및 재고 관리까지 생산 공정을 통합 관리

“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서버를 중심으로 생산공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원활한 공정 흐름과 생산원가 절감을 실현

품질 보증

공구 수리

”

생산

반입품/
반출품
검사,
프리세팅,
측정

제어/
관리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서버
공구 조립/
해체
작업준비, CAM

디자인, CAD

구매,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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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ant System을 위한
최적의 선택

KN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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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KTS Screw Spindle Pump
- 고압용

KTS Screw Spindle Pump는 유체(Oil, Emulsion, Aqueous
Solution)의 이상적인 고압 전달을 위해 개발된 최고의 고압용
펌프(동작 압력 : 1~150bar)로 자흡식 용적 펌프(Self-prim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된
KTS Screw Spindle Pump는 미로형 유속 감속 구조를 적용한
고압력 경감 기술로 저소음, 저진동, 우수한 내구성 및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KNOLL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칩과 절삭유 및
기타 유체의 이동과 필터링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체의 고압 이송 분야에서 KTS Screw
Spindle Pump는 시장의 선두 주자다운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Knoll 펌프와
필터링 시스템의 완벽한 조합을 통한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기술을 마팔하이테코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PQ-Tronics
유체에 이상적인 고압 전달을 위해 개발된 KTS펌프에 Motor
회전을 가변식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절약 및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압력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Motor에 투입되는 전기의 주파수를 25Hz~75Hz
까지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펌프의 성능곡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변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약
7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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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T Centrifugal Pump
- 저압용
T Centrifugal Pump는 각 분야에 사용되는 유체에 최적
화된 임펠러(Impellers)를 통해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는
저압용(동작 압력 : 1~6bar) 펌프입니다. 금속의 절삭가공 시
발생한 여러 형태의 가공칩을 함유한 오염된 절삭유를 이송
하는데 적합한 제품으로서 높은 성능과 긴 수명을 제공
합니다.

MX Progressing Cavity Pump
- 고점도/정량이송
Progressing Cavity Pump MX는 혁신적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으로 용접을 최소화시킨 디자인을 채택하여 위생성과
청결성을 높여 주었고, 최적의 응용 디자인인 모듈화 디자인
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간소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및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창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식품 및 음료, 화장품, 제약 등의
청결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최적의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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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Back Station
- 무인 칩 이송 시스템
Pump Back Station은 절삭유 및 칩 이송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공 기계에서 분리기를 통해 오염된 냉각
윤활유(절삭유), 칩 등을 필터링하여 무인으로 운송하고
가공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기존의 머신과의 호환성이 좋고, 높이 조절과 머신 외부
에서 제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최적의 작업 환경을
구현해 드립니다.
◀ RKR

+ 제품 종류
•Pump back station RIK

•Pump back station RKR

•Pump back station RSR

RIK ▶

필터
KF Compact Filter
칩과 절삭유 및 기타 유체의 이송과 필터링에 대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KNOLL의 소형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은 필터 부직포를 사용한 드럼 필터 방식이며 독립
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떠한 Conveyor System과도 완벽한
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공재료와 절삭유에 사용할
수 있어 어떠한 가공 공정에도 적용 가능하며, 소량의 필터
부직포를 사용하여 높은 필터링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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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ing 시스템의
선두 주자

J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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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 쓰레드밀링 + 챔퍼링
BGF
BGF는 하나의 툴로 고속 드릴, 나사, 챔퍼 가공이 가능하여
절삭시간과 교체시간이 단축됩니다.
쓰레드 밀링 가공으로 뚫린 홀과 막힌 홀 가공에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칩 문제없이 고품질의 나사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급범위 = M3~Max 3XD
+ 적용분야
•실린더헤드, 컨버터 하우징, 트랜스미션 케이스

JEL은 금속가공 공구와 공구 시스템을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구멍 및 나사
가공에 필요한 공구, 기술지원 그리고 CNC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BGF(Drill+Mill Thread), MGF(Mill Thread),
초경, HSS Cut Tap, Roll Form Tap, VABOS
등의 많은 라인업과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나사 가공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JEL의
Threading 시스템을 마팔하이테코의 최상의

쓰레드밀링 + 챔퍼링

서비스와 함께 만나 보십시오.

MGF
MGF는 나사, 챔퍼 가공을 수행하며, JEL의 M 콘셉트로
소경에서도 좋은 강성을 보여 줍니다. Micro MGF XH는
M1~2,5 HRC 45~60소재 가공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실제로
인덱서블 바디 제작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MKG는 챔퍼링이 없는 타입으로 MGF 대비 가격에서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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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폼 탭핑
롤탭 MOREX HML
초경 롤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HSS 바디에 초경
스트립을 용접한 MOREX HML은 바디의 유연성과 초경의
내마모성이 조합되어 트랜스퍼 라인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보여줍니다.
+ 공급범위 = M5~
+ JEL 특허

롤탭 MOREX R
MOREX HML과 더불어 초경롤탭의 약점을 보완한 HSS
바디에 초경 팁이 용접된 MOREX R은, 트랜스퍼 라인
에서의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구현함과 동시에 리팁핑이
가능하여 매우 경제적입니다.
+ 공급범위 = M10~
+ 적용범위
•크랭크 샤프트, 컨로드 등

+ JEL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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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1) 가공물 : 티타늄(TiAl6V4) M8-6H
•가공툴 : MGF M8 1.5D, 나사 깊이=12mm, 3 flutes
•가공조건 : Vc=100m/min, fz=0.04mm. tooth, 수용성 절삭유 4%
•가공시간 : 9.3초
•공구수명 : 680 나사/툴

2) 가공물 : 인코넬(Inconel 718) M7X1, 나사 깊이=9.3mm
•가공툴 : MGF M6 1.5D TiCN, 3 flutes
•가공조건 : Vc=20m/min, fz=0.035mm/z, 수용성 절삭유 5%
•가공시간 : 48초
•공구수명 : 210 나사/툴

3) 가공물 : 디젤엔진 CGI500
•가공툴 : M6, M8, M10 carbide tipped taps 2.5D
•가공조건 : Vc=25m/min
•공구수명 : 100,000나사/탭

4) 가공물 : 커넥팅로드
•가공툴 : M9 HML 롤탭(초경 stripped)
•가공조건 : Vc=10m/min, 외부급유
•공구수명 : 기존 CPM tap대비 20배 수명 향상, 8,000나사/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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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답터
JSF (탭핑척)
JSF는 CNC의 리지드탭핑 사용 시, 백래쉬로 인해 발생하는
탭의 수명 저하와 나사면 품질문제를 길이 보정을 해줌
으로써 공구수명 및 품질을 개선해 줍니다. 내부급유 및
MQL-1 방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스페셜 솔루션
Special Solutions
스페셜 가공은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개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JEL은 고객의 특별한 요청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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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T Online and Mobile
BGF, MGF 등의 쓰레드 밀링공구의 선정 및 CNC 프로
그래밍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인터넷 환경에서는 T.P.T
onlin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mytpt.org/TPT

VABOS 시스템
•솔리드 공구의 가격적인 한계와 가공 스텝을 하나로 해결
함으로써 빠른 가공과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조합형
공구입니다.
•오일 필터 하우징 내경형상, 나사, 스폿 훼이싱을 가공하는
PCD 툴 버트레스 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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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스크류 메커니즘
‘고성능 밀링척’

SH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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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척
Micron Chuck
▶▶ 최대 Run-out 2㎛
볼 스크류 메커니즘 설계된 마이크론척은 Chuck nose
구간에서 1㎛, 3XD 구간에서 2㎛의 정교한 Run-out을
자랑합니다.

SHOWA는 금속절삭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일본의 대표적 고성능 머신 툴 제작
기업이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볼 스크류
클램핑 메커니즘을 활용한 고성능 밀링척인
마이크론척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유통하고

▶▶ 클램핑 파워 2,450N·m

있습니다.

고정밀 마이크론척은 경이적인 클램핑 파워를 보여줍니다.
Ø32mm인 경우 2,450Nm의 클램핑 파워 및 직경 Ø6mm인
경우에는 45Nm 클램핑 파워를 구현하여 유압척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의 높은 파워를 자랑합니다.

경이적인 파지력과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마이크론척을 마팔하이테코를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 절삭날의 안정적인 포지셔닝
마이크론척은 특별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클램핑 시 콜렛척
처럼 절삭날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척은 타이트한 공차로 절삭날의 전장을 세팅하여,
절삭날의 안정적인 포지셔닝을 구현해 냈습니다.

▲Standard

▲H-Series

▲M-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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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Tool Clamping
테크놀로지

DIE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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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척
Collet Chuck
Diebold가 제공하는 콜렛척은 800N/㎟ 이상의 고강성 소재와
반복 정도 1㎛를 자랑하는 마스터 바에 따라 제조되어, 테이퍼
조도 Ra ≤0,4 및 8,000rpm 이상의 밸런싱을 구현하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HSK Type

BT Type

콜렛척, 특허받은 확장형 보어를 적용한
열박음척 등을 생산하는 홀더 제조사
DIEBOLD는 머시닝센터 스핀들을 함께 생산
하면서 고속가공에 적합한 고성능과 고품질을

열박음척

실현하고 있습니다.
DIEBOLD의 특허받은 ShrinkFit 테크놀로지
를 마팔하이테코를 통해 만나 보십시오.

ShrinFit Chuck
ShrinkFit척은 고품질, 고강성 스틸 소재를 사용하고 정밀한
공정과 철저한 품질 관리과정을 거쳐 제작되어 물리적 변형없이
5,000번 이상의 Shrink Cycle을 보장합니다. 특허받은 입구
확장형 보어(bore)로 더 편리한 클램핑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HSK Type

BT Type

UltraSlim Chuck
Micro 제품 생산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으로 아주 얇은 nose
구성, 최경량, 최소한의 부피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속가공에
적합하며 견고한 코팅처리로 부식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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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척
Jetsleeve®
16개의 내부 노즐에서 절삭유 및 에어가 적절하게 믹스되어
분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경용 내부 급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입니다.

+ 가공분야
•밀링, 금형, 시계, 전자부품 가공 등

ER Shrink Collet (TER)
Heat Shrink 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ER 콜렛척 제품으로
가열척 장점인 높은 파지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구 클램핑
시 콜렛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도(Run-out) 문제를 보완
하였습니다.

+ 콜렛 사양에 완벽 적용 가능
+ Run-out 0.003mm 이하
+ 300% 이상의 공구수명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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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음 장치
Device for Heat Shrinking
열박음척 전문회사인 Diebold는 자사의 기술이 집대성된
다양한 Heat Shrinking Syste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박음척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해 수명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열박음 장치와 다양한 방식의 Cooling Unit(Water
Cooling type, Air Cooling typ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 범위에 따른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경제적으로
Heat Shrinking Syst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오퍼레이팅 방식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SG 2202 / FKS 03

MS 502

게이지

스핀들

Tool Taper Inspection Gauge

High Tech Spindle

인증된 마스터 바가 제공되어 Taper 부위 소/대 단부 직경 및
각도, 플랜지면 위치 및 Run-out 등 기타 규정된 치수, 정도
검사가 가능한 제품이며, 기기 하나로 HSK 또는 BT타입의
테이퍼 요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Diebold는 이미 독일 및 유럽
권의 수많은 공작기계 빌더들을
위한 스핀들 샤프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정밀, 고속가공에 적
합한 스핀들을 위한 다양한 제
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경 650㎜, 전장
2,500㎜까지의 스핀들 샤프트를
제조하며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모듈 솔루션을 제시
합니다. 최적화된 Cooling Channel을 통해 온도 편차 0.8℃
이하로 관리하여 장비의 치수 정밀도를 향상 시킵니다.

HSK 테이퍼 측정

BT 테이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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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도 Drawbar
시스템의 최강자

ORTLI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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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바 클램핑
Clamping Unit (BT/HSK)
▶▶ 특징
•Clamping cone(Draw bolt) of Ceramic ring
- 제품 수명 향상 / 탁월한 내마모성
•BT type : 6개의 Clamping segments
- 균일한 Force 전달

▶▶ 장점
•짧은 전장과 쉬운 장착
•효율적인 Force 전달 경로
(높은 Clamping Force 유지)
•90° shoulder
•장착이 쉬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Ortlieb는
경제적이면서도 고정도의 클램핑 및 드라이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Electric Unclamping Cylinder

Ortlieb의 그립퍼는 수많은 머신 툴 스핀들

•유압 시스템 구성 필요 없음
•툴 교체 사이클 타임의 단축
- Ortlieb 제품 C/T : ≈ 0.15~0.2sec,
Hyd. C/T : ≈ 0.3sec.
•공구 클램핑/언클램핑 위치에 Position
sensor 내장
•드로바 스프링 압력 감지를 통한 스프링 Failure 감지 (option)
•유압 시스템 대비 70%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

메이커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압시스템이
필요치 않은 드로바 시스템으로 빠른 공구
교환이 가능합니다. Ortlieb의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혁신적이고 정밀한 고품질의
클램핑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Drawbar System
자동 공구 클램핑 시스템
▶▶ TSGP
•높은 신뢰성의 클램핑 스프링 :
Rohrs 社 코일 스프링 사용
•표준 유압 및 공압 실린더에
적용이 가능한 구성

▶▶ KVSL
•Pneumatic system (2 Way cylinder)
•클 램핑용 드로바 스프링이 필요
없는 클램핑 시스템
•구조가 간단하여 스핀들
길이가 짧아짐

www.mapalhiteco.com 77

피삭재 클램핑
QUADRO®
•Push type의 클램핑 방식으로 피삭재 축 방향 변위가 없음
•경량화, 컴팩트한 디자인
•회전속도가 증가하여도 파지력의 손실이 없음
•콜렛 교환시간이 짧음

+ QUADRO® / SPANNAX® 적용분야
- NC/CNC machine
- Lathe
- Special machine

SPANNAX®
•높은 파지력과 강성
•축 방향으로부터의 마찰 손실의 최소화
•원형, 사각형, 육각형 등의 다양한 내부형상
•Run-out < 0.01mm의 높은 정밀도 조절이 가능하여
Run-out ‘zero’까지 세팅 가능
•클램핑 공차 : ± 0.5mm
•최대 허용 회전수 : 8,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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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시스템
SERAC® Electric Cylinder
•높은 하중 밀도와 내구성을 지닌 전기 실린더
•유압/공압 실린더를 대체하는 혁신적 제품
•백래쉬 없이 정밀제어 가능(±1㎛)
•짧은 싸이클 타임

ASCA Servo Screw
•Planetary roller screw에 의한 스핀들 구동
•L ead 길이를 조정하여 여러 조합(속도/힘)을 구현하며
최적의 고객 맞춤설계 제공
•3.5Nm의 토크로 10kN의 힘 발휘
•낮음 소음과 누유 없음
•환경 친화적
•추가적인 감속기어 필요 없음
•우수한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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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통의 공업용
브러쉬

T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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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브러쉬
TASO Cup Brush
특허받은 Clover leaf 모양의 스페셜 브러쉬는 빠른 Feed
속도로 사이클 타임을 감소시켜주고, 우수한 De-burring
품질을 보장합니다.

TASO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공업용 브러쉬 제작
업체로서 고객의 요구에 맞춘 스페셜 브러쉬를
제작합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해외 유수의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가 있으며, 특허를 받은 TASO ‘Cup
브러쉬’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라인업으로
피삭재에 적합한 최적의 브러쉬를 제안합니다.

Special Brush
고객요구에 맞춘 다양한 스페셜 브러쉬를 제작합니다.
브러쉬에 초경과 다이아몬드 입자를 입혀 최고의 De-burring
품질을 재현합니다.
ISO 9001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러쉬
밸런싱 검사로 고품질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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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80
TEL. 1661.0091 | www.mapalhiteco.com
서울경기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81-44, 6동 212호
TEL. 070.4825.2400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C-411호 		
TEL. 032.362.0902
중부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경성1길 19		
TEL. 031.683.0930
전주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12-39
TEL. 063.291.8165
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90-16 유일빌딩 206호		
TEL. 070.4825.2436

울산영업소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3길 4-4		
TEL. 052.288.6351

양산영업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금산로 45			
TEL. 055.385.6400

해외법인
A-HiTECO, Inc.
Tool Room, Engine Shop (THETA)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700
Hyundai Boulevard Montgomery, AL 36105 U.S.A.
TEL. +1-334-481-6380

HiTECO CZECH s.r.o
Tool Room, Transmission Factory Hyundai Motor Manufacturing Czech s.r.o,
Industrial Zone, Nosovice, CZECH
TEL. +420-596-144-090

HiTECO TMS INDIA PVT., Ltd.
16/23, Swagatham Apartments, Shenoy Road, Nungambakkam, Chennai-600 034, INDIA
TEL. +91-044-67107138

HiTECO USA, Inc.
Tool Room, Hyundai Powertec Manufacturing America 6801 Kia Parkway West Point,
GA 31833 U.S.A.
TEL. +1-706-902-6868

MAPAL HiTECO CHINA Co., Ltd.
Room 401 on Fourth Floor of automobile building B, No. 28, Shun Tong Road,
Shunyi District, Beijing City, CHINA
TEL. +86-10-8945-2302

HiTECO SLOVAKIA s.r.o
Kia Motors, Engine shop I & II, Tool room Obchodná 8555/3A, 010 08 Žilina , SLOVAKIA
TEL. +421-41-515-3940

관계사

Supplier

ISO 9001:2009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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