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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G 은 1984년 창사이래 각종 공작기계의 보호

COVER 를 연구개발, 제작하여 국내/외 관련업체에 공급

해 오고 있습니다. HANSUNG 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우수한 제품생산을 바탕으로 국내 기계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세계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제품의 우수성

을 알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내일의 환경을 책임지는 기업”

한성은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HANSUNG 임직원일동

HANSUNG  Global Technology

Export to -  Japan, U.K., U.S.A., China, Singapore

Import from -  Switzerland, Sweden, Germany, Italy, U.S.A., Japan

Import

Export



History
1984 .03
1985 .07
1988 .07
1989 .07 
1991 .03
1996 .04
1998 .03
2001 .03
2001 .07
2005 .11
2006 .03
2007 .01
2007 .04
2008 .02
2009 .04
2011 .05
2012 .03 
2013 .01
2014 .01
2014 .12
2015 .01

회사 창립 (한성상사)

부산, 대구사무소 개설 

창원, 울산, 광주사무소 개설

한성정밀공업 창립

재무부 장관 표창

익산사무소 개설

본사 이전 (서울    군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현주소지 사옥 준공 이전

ISO 9001/2001 인증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일본 YAMAZAKI MAZAK 사 수출

X형 링크 특허 취득

공작기계용 슬라이드 커버 특허 취득

상호 변경 (한성상사    한성)

생산2공장 (마도공장) 신설

국세청장 표창

법인 전환 (한성    주식회사 한성GT)

연구소 설립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공작기계용 칩 커버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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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특징  

... Cover

C-PLATE COVER

Hansung 

기계가공 중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이나 가공 칩 (Chip), 절삭유 및 작동유를 슬라이드 플레이트와 와이퍼를 

이용하여 기계의 습동면 및 중요부위를 보호하며, 기계의 정밀도 유지와 수명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머시닝 센터

CNC 선반 및 조각기

연삭기

밀링머신 및 대형 플라노밀러

보링기

5면 가공기

기계의 중요부위에 보호가 필요한 모든 분야

소형, 중형, 대형 기계 등, 모든 기계에 적용 가능

기계, 기계부품과의 호환성 및 일체감 유지

미려한 외관과 정밀성

사용용도 및 고객요구에 따른 적합한 재질 및 표면처리 가능

표준부품의 지속적인 개발/개선을 통한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

기계의 특성과 종류, 베드 형상에 따른 다양한 형상이 제작 가능

국내/외에서 검증된 링크 타입 카바 적용 :

카바의 정밀제작으로 작동 시 안정적이며, 

소음 및 떨림 현상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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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플레이트 카바



...Cover

BELLOWS & MULTI COVER

Cover    

시트 (Sheet)를 적용하여, 내유성 및 방수성을 높인 카바로서 기계의 중요부위에 침투되는 이물질, 칩, 절삭유 

등으로부터 기계의 중요부위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

.

.....

CNC 선반 및 조각기

연삭기

밀링머신 및 대형 플라노밀러

보링기

방유, 방수가 필요한 기계

측정기

의료기

레이져 절단기

기계의 중요부위에 보호가 필요한 모든 분야

저소음, 저부하 제품으로 고속/다변화 되어가는 기계산업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

미려한 외관과 정밀성

사용용도 및 고객요구에 따른 적합한 재질 및 표면처리 가능

표준 부품의 지속적인 개발/개선을 통한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

기계의 특성과 종류, 베드 형상에 따른 다양한 형상이 제작 가능

국내/외에서 검증된 링크 타입 카바 적용 :

벨로우즈와 멀티카바의 정밀제작으로 작동 시 안정적이며, 

소음 및 떨림 현상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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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특징 

벨로우즈 & 멀티카바



알루미늄 또는 스틸과 시트(Sheet)가 조합된 제품으로, 보호가 필요한 기계 내부부위의 협소한 공간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롤러에 시트(Sheet)를 감아서 왕복 작동하는 방식의 카바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탁월한 기계 보호능력을 

갖고 있어, 기계의 수명 및 정밀도를 보장한다.

클린 룸

상하 작동용 컬럼 레일

차광막

밀링기계

기계의 내부 부위 중 협소한 공간에 적용

소형 CNC

좁은 공간 설치 용이

좁은 장소를 위한 컴팩트한 디자인

기계의 협소한 공간에도 효과적으로 사용

설치/제거가 쉽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

용도에 따른 다양한 시트의 선정이 가능

고급스러운 제품의 외관과 부드러운 움직임

강한 내식성

가볍고 저항에 강함

표면이 매끄러우며 칩에 강함

용도에 따른 재질 선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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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특징  

적용  

특징  

에이프론 카바

APRON COVER

롤러 카바

... Cover

ROLLER COVER



기계의 중요부위에 이물질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완벽한 접촉력을 자랑하는 한성 와이퍼(WIPER)는 혹독한 

기계 가공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우수한 씰링작용과 내마모성이 강한 합성고무를 사용하여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모든 부착부위 및 조건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표준 와이퍼를 보유하고 있다.

뛰어난 내구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기계에 필요한 사양을 충족시키는 제품.

문 형상과 다양한 크기에 일치하도록 제작된 

고기능성 제품.

다양한 형상 및 부착부위에 일치하도록 제작되는 

주문형 와이퍼로서, 제품과의 완벽한 일치가 가능.

각종 플레이트(PLATE) 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제작 가능한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

카바용 와이퍼 (COVER TYPE)

도어용 와이퍼  (DOOR TYPE) 각종 형상 와이퍼 ( VARIOUS TYPE)

플레이트용 와이퍼 (PLAT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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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

...Cover

WIPER



TURCITE®는 등록상표이며, 한성에서만 판매합니다.

테프론 + 동 + 첨가물을 혼합한 저마찰 소재

마찰계수 0.02 ~ 0.05㎛

STICK SLIP (스틱슬립)이 없다.

속도 50m/min에 사용 (윤활 및 PV조건에 따라)

압축변형 1% 이하 (하중 93kg/㎠)

무윤활 사용 가능 (상담요)

우수한 내구성으로 유지보수용으로 사용

충격, 진동 흡수 효과

우수한 가공성으로 자유롭게 절단하여 사용

EPOXY 계열의 전용 접착제로 접합

표준 규격 t 0.8, t 1.2, t 1.5, t 2.0, t 3.0

테프론 + 특수 첨가물을 혼합한 저마찰 소재

우수한 마찰계수 (TURCITE® B 대비 20%~ 30%  낮다.)

마찰력 감소로 서보모터의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

테이블 이동속도 증가

기계적 강도 증가

기본 특성은 TURCITE® B와 동일

Hansung08

...........

......

특징

특징

타가이드 LF

TURCITE® LF SLYDWAY

타가이드 B

... Machining Parts

TURCITE® B SLYDWAY



자체 윤활성이 있는 열가소성수지

마찰계수 0.3㎛ (무윤활)

STICK SLIP (스틱슬립)이 없다.

백래쉬가 적은 너트로 사용 가능

압축변형 10% 이하 (하중 910kg/㎠)

베어링, 부쉬, 슬리브, 스러스트와셔 등 사용

철도산업 분야

조선산업 분야

발전설비 부쉬, 가이드패드

펌프 및 밸브

사출기 형체부 가이드

각종 오일레스 베어링 대체

특수 폴리머와 결합된 열경화성수지

마찰계수 0.05 ~ 0.35㎛ (재질에 따라)

최대 압축강도 3,500kg/㎠ (재질에 따라)

압축변형률 10%  이하 (1,000kg/㎠ 기준)

최대 15m/s 속도에 사용 (재질, PV조건에 따라)

사용 온도 범위 (극저온 ~ 250℃)

윤활없이 사용 가능 (재질, PV조건에 따라)

유체 흡수율 0.1% 미만

로드, 튜브, 패드, 스러스트 형태로 공급

 Machining Parts    09

......

......

특징

적용분야

.........

특징

열경화성수지 (올코트)

ORKOT COMPOSITES

타가이드 A

...Machining Parts

TURCITE® A SLYDWAY



산업용 유•공압 실린더

중장비용 실린더  

서버실린더, 서버밸브

극저온 씰링시스템

공작기계 씰링시스템

사출 및 다이캐스팅 씰링시스템

프레스 씰링시스템

풍력발전 씰링시스템

원자력-수력-화력발전

화학 플랜트-공정 씰링시스템

자동차-생산설비 씰링시스템 

제철설비 씰링시스템

식품-약품 생산공정 씰링시스템

충격 흡수장치 씰링시스템

유압햄머-드릴 씰링시스템

측정장비 씰링시스템

압력 : Vacuum ~ 최대 600kg/㎠

온도 : 극저온 ~ 200℃ (최대 325℃)

       ~ 850℃ (메탈오링)

속도 : 최대 15m/s (직선)

        최대 30m/s (회전)

대부분의 유체 적용 (재질에 따라)

직경 최소 3mm ~ 최대 2,7000mm 가능

Zero 누유방지

Zero 스틱슬립

Hansung10

................

.........

적용분야

적용범위

유•공압 씰

... Seal

HYDRAULIC & PNEUMATIC



AS4716 Groove

Actuator (max. 8,000psi/55MPa)

Flight Controls

Landing Gear

Wheel and Brake

Engine Systems

Airframe

Helicopter Gearbox System

Helicopter Main Mast Seals

Auxiliary Power Unit Gearbox Seals

ISU (In-arm Suspension Unit)

HSU (Hydraulic Suspension Unit)

MR Fluid System

Cryogenic System

Accumulators System

Submarine Sealing System

Control Surface Actuators

Control Valves

 Seal    11

Total Aircraft Sealing Capability

Defense Applications

Seal Profiles

..................

항공용 & 방산용 씰

...Seal

AEROSPACE & MILITARY 



Hansung

보링 툴

인서트 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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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MA -  스위스

모듈러 툴링 시스템

∅0.2 ~ 2,400mm 보링 툴

보링 문제점 해결

원가 절감

더블 카타 황삭 보링 툴

정삭용 밸런스 보링 툴

길이 조절, 툴 홀더 교환 사용

ISO 표준 인서트 사용

0.001mm 디지털 정삭 보링 헤드

∅0.2 ~ 2,400mm 보링 툴

고정밀 보링

디지털 : 미크론 치수 표시

치수 조절 간편

기계 외부에서 치수 조절

교환식 인서트 리머

RX 리머 (특허품)

∅11 .90 ~ 140.60mm 리밍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정밀, 양산용

배리오 포인트 리머 (∅5.8부터)

........

......

.......

보링 툴

디지텍 : 디지털 정삭 보링

인서트 리머

... Tool

URMA -  스위스



 Tool    

툴 프리세터

엔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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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ISA -  스위스

엔드밀 선도업체

평, 볼, 코너 R 엔드밀

재질별 황, 정삭 엔드밀

정밀도, 품질 안정

원가절감

절삭 소프트웨어 제공

아주 쉬운 측정

빠른 측정 (5초에 5가지 측정)

고정밀도

툴 형상 측정 (이미지 프로세서)

비접촉식 툴 프리세터

직경, 높이, 반경, 테이퍼 측정

툴 관리 기능

고기능, 경제적

아답타 교환 사용

머시닝 센터, CNC 선반용

모델 : EZgo, EZset IC1, IC2, IC3

독일 제조

고성능

오일 홀 롱 드릴

재질별 탭 생산

스파이럴, 포인트 탭

......

............

..

..

고성능 엔드밀

툴 프리세터

초경 드릴

고성능 탭

...Tool

 EZSET -  독일



클램프

전원 꺼져도 안전한 클램프

공압 4 bar / 6 bar 사용

강력한 클램핑력

셀프 센터링

....

에어 클램프

회전 운동용 클램프

축용, 하우징용

표준형, 운동용

피스톤 로드용 클램프

에어 실린더 로드 클램핑

리프트 장치 안전 클램핑

직선 운동용 클램프, LM 가이드용

클램핑과 비상 정지용

...

...

..

로토 클램프

피 클램프

린 클램프

Hansung14

... Tool

HEMA -  독일



볼 스크류 카바

윙 벤드 : 절곡 다이

전동 스크래퍼

HEMA -  독일

TSH -  일본

BIAX -  스위스

듀라스프링

볼 스크류, 각종 로드 보호용

공작기계, 자동화 장비용

특수 스프링 강, SUS 재질

....

볼 스크류 카바

다이 교환 필요없음

다이 마크 거의 없음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

짧은 플랜지 절곡 가능

빠른 벤딩, 안정성

.....

윙 벤드: 절곡 다이

속도 및 스트록 조정 가능

블레이드(초경) 교환 가능

가벼워 취급 용이

범용, 정밀 사상용, 오일 포켓용으로 구분

....

특징

 Tool    15

...Tool

HEMA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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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선반 툴

너링 툴

ACCU-TRAK -  미국

자동선반 인서트 선도 업체

칩 브레이커 연삭

전면 연삭 인서트

두 가지 홀더에 인서트 사용

터닝, 백터닝, 홈, 나사, 절단

내경용 보링바

4 코너 나사 인서트

경제적

절삭유 홀더

고압 사용 칩 제거

버 없음

다양한 규격

드릴, 스텝 드릴

주문제작

컷 널, 폼 널, 다양한 피치

자동선반, CNC 선반용

......

.. ..

.. ..

..

자동선반 툴

나사 인서트 위즈힙

쓰레드 카타 위즈 드릴

너링 툴

... Tool

WHIZCUT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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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 공구

자동선반 툴

DIAMETAL -  스위스

지그 그라인딩, 내경 연삭용

CBN, 다이아몬드 전착

고정밀도, 긴 수명

다이아몬드, CBN 휠

레진, 메탈, 비트리화이드 본딩 휠

평휠, 컵휠, 성형휠, 센터레스 휠

절삭공구 연삭용 휠

인서트용 연삭 휠

PCD/PCBN 용 연삭 휠 

Rollomatic, Ewag, Agathon에 공급

고품질 스위스 터닝툴

다양한 형상 인서트

의료용 제품 가공에 최적

...

.......

...

전착 그라인딩 핀

연삭 휠

자동선반 툴

...Tool

DIAMETAL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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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 절삭 공구

초경 소재

EXTRAMET -  스위스

0.01mm 단위 드릴

정밀도, 품질 안정

HRC 62  가공용 드릴, 리머

∅0.75 부터 소경 오일홀 롱 드릴

슬리팅 쏘우

평, 볼, 코너 R 엔드밀

∅0.03 ~ 32 mm

전극용, 비철 금속용, 스틸용

흑연용, HRC 65 가공용

CVD/PCD 다이아몬드 엔드밀

수술용, 치과용, 정형외과용

인공 치아 가공용 엔드밀

톡스 스크류용 엔드밀

본 프레이트용 테이퍼 엔드밀

T-카타, 특수 공구 주문제작

치과용,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가공용

M0.8 부터 제작

고정밀도, 품질 안정

고품질, 초미립자

엔드밀, 드릴 소재

오일홀 드릴 소재

공구 반제품 제작

.....

.....

.....
....

....

마이크로 초경 드릴

고성능 엔드밀

의료용 절삭공구

쓰레드 카타

초경 소재

... Tool

ZECHA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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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게이지

연삭 헤드

RAY -  스위스

0.001mm 미크론(μ) 이송

최대 100,000 rpm

최대 가공 직경 ∅310mm

MCT 에서 지그 그라인딩 가능

고주파 스핀들, 캠 그라인더

고품질 나사 게이지

나사용 플러그, 링 게이지

양산용 멀티 체크 게이지

MCT 용 쓰레드 카타

툴 한개로 드릴링, 챔퍼링, 나사 가공

공정 개선, 품질 향상

다양한 쓰레드 카타 주문 제작

내경, 외경용 콤비 툴 제작

숫나사용 다이스

고품질

긴 수명

.....

...

.....

...

지그 그라인딩 장치

나사 게이지

쓰레드 카타

다이스

...Tool

JBO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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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헤드

고강성, 열 안정성

저소음

고정밀도, 고품질

센터 쿨링용 앵글헤드

45°, 래디알, 유니버셜형

모듈러 앵글헤드

터닝 센터 작업용

크로스, 래디알, 유니버셜형

고정밀도, 열 안정성, 고강성

드릴, 엔드밀, 카타 작업용

5배 증속 헤드

최대 25,000 rpm

고속 정밀 가공용

소형 드릴, 엔드밀 작업용

회전수 ~ 80,000 rpm

고속 가공, 마이크로 머시닝

BT30용 : 터보 드릴, 미니 라인

......

....

....

...

앵글헤드

드리븐 툴 (Live Tool)

스핀들 스피더

터보플랙스, 슬림라인

... Tool

ALBERTI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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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제로 포인트

GERARDI -  이탈리아

HRC 60 스틸 바이스

강력한 클램핑

고강성 유지

다양한 종류, 사용법 간편

급속 교환 죠, 신개념 바이스

각종 죠 사용

다양한 바이스 작업

5축 장비 전용

MCT, 선반 작업용

셀프 센터링 클램핑

제품 여러개를 동시에 클램핑

생산성 향상

바이스 한개로 3개 역할

수평, 수직, 다양한 바이스 작업

정밀도 0.003/100mm

....

...

...

..

..

.

스틸 바이스 선도 업체

스탠다드 플랙스 바이스

멀티 태스킹 바이스

멀티 플랙스 바이스

FMS 바이스

OK 바이스: 연마 바이스

한번에 클램핑과 위치 정밀도 세팅

공압, 유압용 생산

강력한 클램핑력

클램핑 즉시 작업

기계 1대로 양산 가능

다품종 소량 생산

양산, 생산성 향상

.......

제로 포인트

...TOOL

GERARDI -  이탈리아



에코부스터는 오일홀이 내장된 공구 또는 홀더를 사용하여, 오일홀 드릴 가공기, 머시닝센터, CNC 선반 등에 

적용되는 내부급유방식 (Internal Apply)의 오일 미스트 공급 장치이다.

크랭크 샤프트 및 캠 샤프트 오일홀 가공 전용기 (Inline Type)

가동 중 오일 보충, 급유 가능

보충 급유없이 400시간 가동 가능

오일미스트 생성 감지기능 내장

금형 및 부품 가공

머시닝센터, CNC 선반 적용

오일 급유 전용펌프 내장, 오일 소모량 조절 가능

Cutting Fluid & MQL

에코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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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7AEP

EB3

크랭크 샤프트 및 캠 샤프트 오일홀 가공

오일홀 드릴가공기, 머시닝 센터 적용

..

....

...

EB7P

... Cutting Fluid & MQL

ECOBOOSTER



아큐루브 시스템은 외부급유방식 (External Apply) 의 오일 미스트 공급장치로 일반 공작기계 및 톱 사용 

절삭기계 등에 사용된다.

에코부스터 및 아큐루브 시스템 (ALS) 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오일 

인체 무해한 식물성 베이스 오일

우수한 표면조도, 공구수명 (Tool Life) 연장

LB 2000 (일반 스틸용),  LB 6000 (비철금속용)

1 노즐에서 10 노즐까지 구성 가능

극소량 오일 소모 

오일 급유 전용펌프 내장

노즐당 4 ~ 5cc/hr 극소량 오일 소모

Cutting Fluid & MQL

ALS: 아큐루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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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

ALS-SP (스페셜 타입)

ALS-1, ALS-2, ALS-3....

....

아큐루브 오일

ACCU-LUBE OIL

MQL 전용 툴

FUJI BC -  일본

내부 급유용 선반 툴

절삭 공구 날끝 윤활

환경, 공정 개선

오일홀 드릴

....

MQL용 EB Tool

...Cutting Fluid & MQL

ACCU-LUBE SYSTEM



우수한 내부패성

고품위 미네랄 오일 60% 이상 함유

표면조도 향상 및 공구수명 연장

안정된 에멀젼 유지 (ph 8.0 ~ 9.0, 최저농도 1.6%)

RUSTLICK 631 (방습형: 일반 스틸용)

RUSTLICK 606 (제습 증발형: 주물용)

실내 방청 목적의 오일 피막형 (15㎛) 방청유 

실내 2년 방청 효과, 후처리 용이

염소 (Chlorine EP) 성분을 제거한 친환경 절삭유

METOSOL 506 의 일반적인 특성 유지

습동유와 슬러지의 신속한 분리

세라믹, 유리 등 비금속 가공에서도 우수한 효과

탁월한 세정력 및 녹방지 기능

Cutting Fluid & MQL

절삭유, 연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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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LICK™ CPG [초경 전용연삭유]  

RUSTLICK™ G-25J [수용성 절삭유]  

METOSOL 506CF [수용성 절삭유]  

METOSOL 506 [수용성 절삭유]  

RUSTLICK™ B [수용성 공정 방청유]  

RUSTLICK™ 1066D [웨이퍼 절단 및 가공전용 연삭유]  

RUSTLICK™ 1066L [금속 및 세라믹 가공 절삭유]  

RUSTLICK™ 631, 606 [방청유]  

....

....

...

..

... Cutting Fluid & MQL

CUTTING FLUID



...Oil Skimmer

OIL SKIMMER

...

...

수용성 절삭유 희석장치로 원하는 농도를 빠른 시간내에 간편하게 희석시켜준다.

현장의 악취 (Monday morning Odor)를 없애줌

혐기성 박테리아 발생을 차단, 절삭유 수명 연장

수용성 절삭유에 혼입되어 있는 부유물 (습동유, 기계유 등)을 분리/제거하는 장치이다.

원형 SUS 디스크 판 (300 ~ 450mm)

벨트형보다 월등한 습동유 회수

머시닝센터 절삭유 탱크 상부에 설치

원액 절감 효과 (수작업시의 배합비율 어려움 해결)

근원적 역에멀젼 현상 방지

대용량 희석 (Max. 1,000L/Hr)

좁은 공간 설치 가능

다양한 벨트 폭 (30mm, 55mm, 100mm 등)

머시닝센터 절삭유 탱크 상부에 설치

Oil Skimmer    

오일 스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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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타입]

HOB 30A, 55A, 100A

[스페셜 타입]

HOB 30AS

[디스크 타입]  

HOD 300A, 350A, 400A, 450A  

..

...

드럼 믹서

DRUM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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