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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6월도 어느새 지나고 벌써 7월의 시작입니

다. 덥고 습한 날씨 탓에 불쾌지수만 점점 높아질 수 있는 요즘, 괜

한 짜증보다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로운 7,8월 보내시

길 바랍니다.

회를 거듭하여 제작할 때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

의 호기심과 욕구를 만족하게 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

다. 좋은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한 마디 한 마디

에 귀 기울여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공구명가와 함께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림

FRONIUS /프로니우스

WERA /베라

STANZANI /스탄자니

CMO /씨엠오

STAHLWILLE /스타빌레

KOKEN /코겐

CHANNELLOCK /채널락

HAZET /하제트

WOODTOOLS /우드툴스

TITEBOND /타이트본드

최과장의 독자상식 /토크렌치

003

004

006

007

008

010

012

013

014

제품 문의 및 구매 : 1588-8609
                     02-859-9900

공구명가를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로 

성함, 연락처, 받으실 주소, 재직업체를 기재하여 메일을 발송
해 주시면 구독이 가능하며, 제품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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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니우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인 ' 플러스 X 어워드 2013 '과 '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에

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높은 품질로 ' 2013년 최고의 제품 ', ' 혁신적인 브랜드 '라는 명예를 얻은 명품 

브랜드로 신흥세진(주)에서 정식 수입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CCTIVA PROFESSIONAL FLASH

충전 전압 12 V

배터리 용량 10 - 250 Ah

전압 100 V 또는 230 V ± 15%

크기 (너비 x 폭 x 높이) 315 x 110 x 200 mm

무게 5 kg

■ 급속 충전 기능
■ 전자식 안전 배터리 충전기
■ 진단 중에도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가능
■ 내장형 USB 포트로 손쉬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ACCTIVA SELLER

충전 전압 30 A

배터리 용량 44 - 300 Ah

전압 230 V ± 15%

크기 (너비 x 폭 x 높이) 270 x 168 x 100 mm

무게 2.4 kg

■ 모든 배터리에 적합
■ 96%의 에너지 효율 등급
■ 컴팩트한 디자인
■ 안전 컷 아웃 및 열 과부하 보호
■ 팬이 없는 디자인으로 소음을 최대로 줄임

ACCTIVA EASY

충전 전압 12 V

배터리 용량 3 - 200 Ah

전압 100 - 203 V ± 15%

크기 (너비 x 폭 x 높이) 119 x 72 x 52 mm

무게 250 g

■ 충전 완료 후, 자체방전을 방지
■ 배터리 충전과 시동성 테스트 기능 모두 사용가능
■ 기본 스위치 모드로 컴팩트한 디자인
■ 활성 인버터 기술
■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 기능

ACCTIVA PROFESSIONAL 35A

충전 전압 35 A

배터리 용량 3 - 350 Ah

전압 230 V ± 15%

크기 (너비 x 폭 x 높이) 247 x 162 x 88 mm

무게 2.0 kg

■ 사용자 안내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손쉬운 설정
■ 차량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하지 않고 충전가능 
■ 활성 인버터 기술
■ 단락 회로 보호 기능
■ 안전 컷 아웃 및 열 과부하 보호

전국 Workshop에서 사용 중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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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DUCT

공구의 새로운 혁신! 재미와 능률을 한번에!

Wera 베라

 베라는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며 제품에 대해 느끼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더욱더 실용적이고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
하고 있는 수공구 제조업체입니다.
 독일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
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70년간 노력하여 해외 유명 디자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사용 시 피로감
을 덜어주고 톡톡 튀는 외형으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는 
공구계의 아이디어 뱅크 베라의 제품을 이제 공식 수입원 신흥세
진(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단단한 소켓 홀딩기술로 볼트나 너트가 마모되거나 미끄러

지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3. Chrome-Moly 재질로 가볍고 단단하며 고급스러운 외형을 

자랑합니다.

2. 30 °의 작은 회전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수월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미끄러짐 방지작은 회전각도최대한도까지 조임 가능

JOKER (기어렌치) Joker Ratcheting combination wrenches

Code

05073268001 8 144 20 5.5 18 7

05073270001 10 159 22 5.5 21 7.2

05073271001 11 165.0 25 6.3 22 7.5

05073272001 12 170.7 26.3 6.6 25 8.5

05073273001 13 177 27.3 7 25 8.6

05073274001 14 188 29.3 7.5 28 9.2

05073275001 15 200 32.3 7.8 28.5 9.2

05073276001 16 212 35 8.2 32.7 10.5

05073277001 17 224 37.2 8.5 32.7 10.5

05073278001 18 235 39 9 33.8 11

05073279001 19 246 42 9.5 34.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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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 90 °에 잠금기능이 있어 안전하고 

미끄러짐 없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3.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손잡이의 그립감

으로 피로를 줄이고 밀착감을 느낄 수 있습
니다.

2. 72개의 teeth와 5 °의 낮은 반환 각도

높은 품질의 타격망치 15 °, 90 ° 잠금기능미끄럼 방지 그립 5 ° 낮은 반환 각도롤링 방지 피로를 최소화

비트 전용 라쳇
드라이버 핸들
1/4"비트홀더
소켓 어댑터
비트 28개
소켓 7개

이 모든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한 혁신적이고 편리한 제품입니다.

구성품 :

Tool-Check PLUS (툴책 플러스)

932/6 Screwdriver set :
Chiseldriver and rack (타격 드라이버 세트)

Zyklop ratchet with drive
(자이클롭 자동 라쳇)

Code

05056490001

8001 A 1 x 1/4"x87.0

813 1 x 1/4"x78

889/4/1 K 1 x 1/4"x50

870/1 1 x 1/4"x25

8790 HMA
1 x 5.5x23.0; 1 x 6.0x23.0; 1 x 7.0x23.0;
1 x 8.0x23.0; 1 x 10.0x23.0;1 x 12.0x23.0;
1 x 13.0x23.0

851/1 TZ PH 2 x PH 1x25; 3 x PH 2x25; 1 x PH 3x25

855/1 TH PZ 1 x PZ 1x25; 3 x PZ 2x25; 1 x PZ 3x25

867/1 TZ TORX
1 x TX 10x25; 1 x TX 15x25; 1 x TX 20x25;
1 x TX 25x25; 1 x TX 30x25; 1 x TX 40x25

867/1 Z TORX 
BO

1 x TX 10x25; 1 x TX 15x25; 1 x TX 20x25;
1 x TX 25x25; 1 x TX 30x25

840/1 Z  Hex-
Plus

1 x 3,0x25; 1 x 4,0x25; 1 x 5,0x25; 1 x 6,0x25;
1 x 8,0x25

800/1 TZ 1 x 1,0x5,5x25

Code

05018282001
917 SPH 1 x PH 1x80;  1 x PH 2x100

932 A
1 x 0,6x3,5x80;  1 x 0,8x4,5x90;
1 x 1,0x5,5x100;  1 x 1,2x7,0x125

Code

8000 A 1/4" 152.0

8000 B 3/8" 199.0

8000 C 1/2"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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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변형된 도어틀의 복원 시 사용

차체 교정 시 도어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지지해준다

2개 1조로 구성 됨

길이 조정 가능 (810mm ~ 1000mm)

클램프 부분 파손 시 교체 가능

■

■

 
■ 
■

■ 

1000mm

810mm

1
0
0
m

m

도어 클램프 세트  ART.100>>

승용차 및 SUV 차량 픽업트럭 등의 사고

차량 이동 대차

철로 된 바퀴 사용으로 내구성이 좋다

2개의 고무패드와 3가지의 연결 봉으로 구성

■

■

 
■ 

사고차 이동 캐리어  ART.116>>

차체 교정 시 엔진룸 및 트렁크가 변형

되지 않도록 지지해준다

길이 조정 가능 (1080mm ~ 1600mm)

대형차의 도어에도 사용가능

클램프 부분 파손 시 교체 가능

■

■

■ 
■

 

엔진 룸 및 트렁크 고정 클램프  

ART.102

>>

1600mm

1080mm

1
0
0
m

m

STANZANI>>

자동차 수리 장비 전문 기업으로 40년 이상 명성을 이어온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릴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장 판금공구

의 명품 스탄자니의 명성을 직접 느껴보세요.

무거운 도어를 장착, 이동이 용이하여 1인 

작업 가능

미세 조정이 가능하여 분해, 결합 작업도 

손쉽게 할 수 있다

■

 
■  

도어 이동 작업대  ART.311>>

자동차 휀더 및 도어 작업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2개의 도어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연결 

BAR

도장작업의 필수품

■

■

■

■  

휀더, 도어 작업대  ART.309>>

6톤 자체 잠금 자동 클램프입니다

자동 퀵 클램프를 사용하여 스레드 핀을 금

속 패널에 연결합니다

■

■  

자동 클램프  ART.128>>

2
9
0
m

m

2
8
0
m

m

59mm 68mm

max 12mm

2014 July6



10TON
5100 - C100

4TON
5400 - C400

메탈 케이스

핸드펌프(PMS 610)

유압호수(1.5m)

실린더(MS 150)-300mm + 150mm

웻지램(PS100)

연결파이프(600,450,250,120)

기타 악세서리

 메탈 케이스

 핸드펌프(PMS 400)

 유압호수(1.5m)

실린더(MS 040)-310mm+135mm

 웻지램(PS100)

연결파이프(435,300,200,80)

 기타 악세서리

C.M.O는 명차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공기펌프,

판금작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동적 장비 부분

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엄격한 테스트와 

컨트롤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ydraulic kit : 판금작기 세트

• 정격용량 이상 작동 시, 펌프와 실린더를 보호
    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파손과 사고를
    예방함
  • 내구성이 뛰어난 합금강을 사용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낄수 있음

100% Real Made in ITALY

■ 토크 측정 후 "0"값을 다시 세팅할 필요없이 다음 토크 측정이 가능함

■ 안전 잠금장치(퀵릴리즈)를 부착하여 인서트툴의 정확한 장착과 신속한 분리가 가능함

■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간단히 조정이 가능함

■ Nm와 ft.lb 값이 다른 두 가지 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분이 쉬움

■ 정품 인증서 내장

■ 디자인 등록

리셋을 원하시는 경우

토크렌치 뒤쪽의 버튼을 잡아당겨 리셋 후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고정시킵니다.

토크렌치 730N 시리즈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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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P
166S

ℓ
(mm)

L
(mm) (g) (pcs)

2
100 210 129 6
150 260 135 6

6
100 210 129 6
150 260 135 6

8 150 270 203 6

잘 팔리는 제품보다 신뢰받는 제품을 !

Koken 코겐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Koken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소켓
렌치 제작 전문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켓의 초기 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
였으며 지금은 하나의 표준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항공
(JAL)정비분야에 지정공구가 될 정도로 이미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겐은 현재 6,00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55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소켓렌치 생산, 수출 1위 브랜드로 자
리잡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보다 신뢰받는 제품으로 여러분
께 기억될 것입니다.

드라이버 뒷부분을 망치로 때리며 작업이 가능한 타격드라이버입니다

특수 열처리된 TIP으로 날이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한 손에 들어오는 안정된 그립감

요철 고무 그립으로 손잡이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뒤틀림이 없습니다

■

■

■

■

■ 

타격 드라이버  Screwdriver (Blade-Thtout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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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의 내장 또는 외장 클립을 손상없이 탈거하는 

전용공구입니다

도어, 도어쿼터, 대쉬보드, 패널, 플로어등의 분해에 

최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자동차 창문의 몰딩을 손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클립리무버/클립리무버 세트 (2PCS)
Clip Remover Set

>> 전동 드릴용 소켓
Nut Setters, Deep

>>

소켓 드라이버
Socket Drivers

>>

창문용 리무버
Window Molding Remover Tool

>>

W

169 W
(mm)

ℓ
(mm)

L
(mm) (g) (pcs)

6 5 115 215 80 2
9 9 120 230 83 5

169WM ℓ
(mm)

L
(mm) (g) (pcs)

100 210 90 2

169/2 구성품 (2 PCS)  = 200g

클립 리무버 169-6, 169-9

PLASTIC BAG

9.5 1/4”H

L

D

독자적인 노하우로 탄생한 열처리 기법으로 단단한 제품

볼트 끝이 닳는 것을 줄여줍니다

다양한 사이즈

■

■

■

169 D
(mm)

ℓ
(mm)

L
(mm) (g) (pcs)

8 12 12 104 50 10
10 14 12 104 58 10
12 16.5 18 104 73 10
13 17.5 18 104 78 10
14 19 18 104 83 10
17 22.5 18 104 111 10
19 24.5 18 104 128 10
21 27 18 104 150 10
22 28 18 104 157 10
24 30.3 18 104 180 10

D

167M D
(mm)

ℓ
(mm)

L
(mm) (g) (pcs)

3 5.8 3 225 62 6
3.5 5.8 3 225 62 6
4 6.7 3.5 225 64 6

4.5 7.2 4.5 225 65 6
5 7.8 5 225 66 6

5.5 8.4 5.5 225 68 6
6 9.1 6 225 70 6
7 10.9 6.5 235 101 6
8 12 7 235 103 6
9 13.2 7.5 235 107 6
10 14.5 8 235 111 6
11 15.9 8.5 235 155 6
12 16.8 9 235 161 6
13 18.2 9.5 235 167 6
14 19.2 11 235 17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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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그립으로 작업 능률 향상

CHANNELLOCK 채널락

Maid in U.S.A 정품 채널락 제품을 공식 한국대리점 신흥세진(주)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5년 전통의 명품 공구 CHANNEL LOCK125년 전통의 명품 공구 CHANNEL LOCK

1. 부리 부분의 크로스 패턴으로 

     재료를 단단하게 맞물림

2. 레이저 경화기술로 날 손상이 

없음

3. 부드러운 조임부

5.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의 

피로를 줄여줘 편안하고 세밀한 
작업이 가능

7. 전자코팅으로 녹 방지

6. 탄소 함량이 높은 강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탁월함

4. 채널락의 상징인 블루그립

Features & Benefits

■ 최첨단 레이저 열처리

■ 날의 완벽한 맞물림

2014 July10



모델번호 전장

338 8”(203mm)

모델번호 전장

386 5.75”(146mm)

모델번호 전장 팁 굴기

926 6”(152mm) 0.023~0.047

927 8”(200mm) 0.036~0.070

모델번호 사용범위(mm2)

212 69~108mm

215 63~140mm

모델번호 전장

369 9-1/2”(241mm)

3610 10-1/2”(266mm)

모델번호 전장

369CRFT 9 - 1/2”(241mm)

강력형 니퍼//
High Leverage Diagonal Lap Joint Cutting Plier

곡형 롱노우즈// Bent Long Nose Plier

휠터렌치// Oil Filter/PVC Plier

압착뺀찌// Side Cutting Plier

뺀찌// Side Cutting Plier

겸용 스냅링 플라이어//
Convertible Retaining Ring Plier

모델번호 전장

436 6”(152mm)

니퍼// Diagonal Box Joint Cutting Plier

모델번호 전장

728 7.5”(190mm)

니퍼(롱리치)// Diagonal Cutting Long Reach Plier

모델번호 전장

449 9.54”(242mm)

니퍼//
High Leverage Curved Diagonal Lap Joint Cutting 
Plier

모델번호 전장

326 6”(150mm)

317 8”(200mm)

롱노우즈// Side Cutting Long Nose Plier with Cutter

www.protool.co.kr / 제품문의 02-859-9900 11



차량의 몰딩 자국 및 스티커를 페인트 손상 없이 제거.

차량의 페인트 및 언더코팅, 녹, 부식 등을 제거.

140년 동안 독일 명차들과 함께해온 그 이름, HAZET

HAZET 하제트

■ 최대 풀림 토크: 350NM

■ 초경량 (1.2 kg) 마그네슘 하우징

■ 저진동, 저소음으로 설계된 매커니즘

■ 공기 흡입구 실 : 6.3 mm (¼ ")

■ 냉각 절연 손잡이

■ 최대 소음 : 90dB 

3/8”에어임팩트 렌치  9011MG

9011MG Nm
(max.) 1/min (g)

250 10000 1200

■ 최대 풀림 토크: 1700 NM

■ 새로운 에어라인 설계로 기존보다 상승한 파워

  (기존 1470NM에서 1700NM로 16% 상승)

■ 저진동, 저소음으로 설계된 매커니즘

■ 하향 배기 방식, 한 손으로 좌, 우 방향 조작

■ 최대 소음 : 82dB 

1/2”에어임팩트 렌치  9012EL

9012EL Nm
(max.) 1/min (g)

813 7000 1900

■ 길이 : 165mm

■ 무게 : 0,741kg

■ 냉각 절연 손잡이

■ 최대 소음 : 83dB

3/8”에어 라쳇  9021-3

9021-3 Nm
(max.) 1/min (g)

35 170 500

■ 공회전 속도 : 3500 U / 분

■ 길이 : 318m

■ 제품무게 : 4.7 kg

멀티 그라인더  9033-6

9033-6 1/min (g)

35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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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 본드는 미국 식약청이 승인한 친환경 본드로 목공용 접착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made in U.S.A.

용량(품명)
 118㎖(5062) / 236㎖(5063) / 473㎖(5064)
 946㎖(5065) / 3.75ℓ(5066)

용도  실내용 나무가구, 악기, 무늬목, 도배용풀 등

특징

 1. 빠른 건조로 고정(조임)시간 단축
 2. 강한 접착력
 3. 물을 이용한 청소 가능
 4. 본드 위 페인트 칠 가능

보관기간  2년

타이트본드 오리지날 목공 접착제

용량(품명)
 118㎖(5002) / 236㎖(5003) / 473㎖(5004)   
 946㎖(5005) / 3.75ℓ(5006)

용도
 실외의 목재, 습기가 많은 곳의 목재 작업
 도마, 식기 등 음식물과 간접적으로 닿는 물건에 
 사용 가능

특징

 1. FDA(미국식약청) 승인으로 음식물과 간접적으
    로 닿는 물건에 사용 가능
 2. ANSI Type2의 방수테스트 통과
 3. 용매, 열, 물에 대한 우수한 저항력
 4. 실외 사용에 적합함

보관기간  2년

타이트본드 2호 프리미엄 목공 접착제

용량(품명)
 118㎖(1412) / 236㎖(1413) / 473㎖(1414)
 946㎖(1415) / 3.75ℓ(1416)

용도
 실내, 실외의 목재 작업
 도마, 식기 등 음식물과 간접적으로 닿는 물건에 
 사용 가능

특징

 1. FDA(미국식약청) 승인으로 음식물과 간접적으로
    닿는 물건에 사용 가능
 2. ANSI Type1의 방수테스트 통과
 3. 무독성, 무용매
 4. 용매, 열, 물에 대한 우수한 저항력

보관기간  2년

타이트본드 3호 얼티메이트 목공 접착제

용량(품명)  118㎖(2302) / 236㎖(2303) / 355㎖(2300)

용도
 나무 및 쇠, 세라믹, 플라스틱, HPL, 돌 등
 다공성, 비다공성 재료에 모두 사용 가능

특징

 1. 별도의 혼합 없이 사용 가능
 2. 방수기능이 탁월하여 물을 이용한 청소 가능
 3. 시간이 지나도 부러지지 않으며 접착 부분이 
    확장, 수축하지 않음
 4. 장갑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관기간  2년

타이트본드 폴리우레탄 액상 접착제

다양한 목공 브랜드를 한 눈에 ! 홈페이지 및 방문 구매 가능 !

www.woodtools.co.kr 우드툴스

- CMT 

- CROWN

- FLEXCUT

- FORREST

- KAKURI

- LIE-NIELSEN

- OLSEN

- ONEWAY

- PFEIL

- ROBERT SORBY

- RYOBI

- TITEBOND

- TORMEK

- TWO-CHERRIS

- BAHCO

- WOODCRAFT

취급브랜드

저희 우드툴스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 수공구들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제품과 뛰어난 고객서비스를 목표로, 하나의 주문에도 빠른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우드툴스를 검색하세요.

우드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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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과장의 독자상식 >>

A 형

A 형

A 형

Q 동생

Q 동생

Q 동생

형, 타이어 정비할 때 토크렌치를 왜 사용

하는 거야?

일반렌치로 조이면 더 세게 고정되니까 더 

좋지 않아?

토크렌치는 어떤 분야에서 주로 사용해?

그럼~ 토크렌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쯧쯧... 

엔진은 숨을 쉬지? 엔진은 열을 굉장히 많

이 받는 곳이야. 즉, 열에 의해 금속이 팽

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이 되풀이돼. 바로 여

기에  토크렌치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

토크렌치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

는 토크 값을 설정하여 체결할 수 있어. 또

한, 균등한 토크로 작업이 가능해지지. 이 

때문에 손쉬운 작업이 가능해지고 사용자

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 가능하며 사용

자의 피로도를 완화시킬 수 있어.

피로도가 떨어지고 손쉬운 작업이 되면 자

연히 작업능률이 향상되어 생산성 향상에

도 많은 도움을 주겠지? 그래서 많은 작업

현장에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있는거지.

자동차, 중공업 현장, 조선소, 발전소, 건

설 중장비, 화학, 타워크레인, 열교환기 등 

많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토크렌치는 크게 소켓타입과 링크타입으로 

나눌 수 있지.

소켓타입은 소켓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

의 볼트로 작업이 가능한 토크렌치야.

링크타입은 토크렌치에 볼트나 너트를 직

접 끼워서 사용하며 공간의 제약이 작은 장

점이 있어.

헥..헥... 이제 타자치기도 힘들다...

이렇게 잘 알려줬으니 술이나 한잔 사~!

질문하는 Q동생과

       답변하는 A형

질문하는 Q동생과

       답변하는 A형

최과장의 한마디

< 토크렌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토크렌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자동차를 예를 들어간

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휠타이어 정비를 할 경우 휠 얼라이먼트 작업으로 좌우 균

형을 정확히 맞추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바퀴 4개를 에어임

팩 렌치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강하게 조이거나 

풀 겁니다.

 아마 많은 분이 에어를 사용하여 정비를 하실 텐데요. 조

수석 앞바퀴를 체결하고 운전석 앞바퀴, 운전석 뒷바퀴, 

조수석 뒷바퀴를 조인다고 할 경우 과연 4바퀴 모두가 같

은 힘으로 조여졌을까요?

 그리고 볼트를 기준치보다 강하게 조이면 볼트 손상이 갈 

수도 있으며 자동차에서는 고열이 발생합니다. 볼트나 너

트 같은 경우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에 기준 토

크 힘보다 강한 힘으로 조였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토크

렌치를 사용하는 이유에 조금의 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

다.

 자동차 엔진 부분 역시 토크렌치는 필수품입니다. 수입자

동차 정비센터를 가면 모든 중요 부분의 볼트 조임 시 토크

렌치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항상 모든 부품에는 거기에 

맞는 기준 토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토크를 벗어나

거나 부족하면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일 겁니다. 토크렌

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발전시설, 중장비 등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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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E M I U M  H O U S E

신흥세진은 지난 45년간 전 세계 60여개의 해외 유명 프
리미엄 공구만을 국내에 소개하며 유통해온 공구전문업
체입니다.
항상 신뢰와 믿음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정품제
품을 유통해왔습니다.
저희 신흥세진은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외형에만 집착하
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향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공구를 개발, 공급하겠
습니다.

엽서를 보내주신 독자분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남 □   여□

직업 혹은 근무처 

휴대전화번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89 신흥세진(주)
공구명가 편집부
153 - 806

이곳에 풀칠을 해 주세요

공구명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구명가 내용 중 개선이 요구되거나 장려사항 등 도움이 되는 내용을 엽서에

적어 7월 8일까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을 통해 보내주신 사항들은 어떤 의견이나 질책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공구명가 편집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P R E M I U M  H O U S 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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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을 자르고 점선은 접어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남 부담

서울 금천우체국
승인 제40402호

발송 유효기간
2014.06.23-2014.07.23



1. '공구명가' 를 신흥세진(주)에서 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         □아니다

2. '공구명가' 의 내용에 대한 평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10점 만점)

3. 그 이유는?

① 새로운 제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서       
②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③ 제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④ 간행물에 관심이 없어서
⑤ 기타(                                                                )

4. '공구명가' 가 엔지니어와 전문가 입장에서 참고 또는 도움이 되는가요?

① 도움이 된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전혀 도움이 안 된다

5. 공구명가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① 수공구

② 에어공구

③ 측정공구

④ 각종장비

⑤ 공구함

⑥ 공구세트

⑦ 목공용품

⑧ 기타

6. 공구명가가 다뤄줬으면 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있다면?

7. 자동차 공구 중 알고 싶거나 필요한 공구가 있다면?

8. 끝으로 공구명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9

Tel.02.859.9900  Fax 080.980.9900

청계천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71 

Tel.02.2267.4011  Fax 02.2277.3325

논곡동 :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2431번길 12 

Tel.031.475.9901  Fax 031.475.9904

부산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산업용품유통상가 12동 223호 

Tel.051.319.1907  Fax 051.319.1907

신흥상사 :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97 기

계공구상가 C블럭 32동 104-1호 

Tel.02.2635.3832  Fax 02.2678.8513

신한상사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 

4동 217호

Tel.02.891.7373 Fax 02.891.7375

실선을 자르고 점선은 접어주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공구명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구명가 내용 중 개선이 요구되거나 장려사항 등 

도움이 되는 내용을 엽서에 적어 7월 8일까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을 통해 보내주신 사항들은 어떤 의견이나 질책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공구명가 편집에 반영

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