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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코어링 시스템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및 부속품

다이아몬드 컷팅 시스템

다이아몬드 컷팅 인서트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30-W 144p
표준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DD C SPX-T 146p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120 147p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160 148p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200 149p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350-CA 150p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500-CA 151p

물 관리 시스템 WMS 100 158p
WMS 100 악세사리 159p
진공 펌프 DD VP-U 161p

급수 장치 및 부품 DD 161p

월쏘 DST 20-CA 162p
월쏘 DST 20-CA 악세사리 163p

와이어쏘 DS WS 15 164p
와이어쏘 DSW 3018-E 165p

월쏘 블레이드 (MCS) 166p
가스 쏘 DSH 900-X 167p

 DCH 300-X 전기 커터 168p
가솔린 컷터 블레이드 169p

홈파기 DC SE 20 170p
홈파기 블레이드 고급형 (EQD SPX SL125) 171p

홈파기 블레이드 보급형 (EQD SP SL125) 171p
컵휠 172p

다이아몬드 
코어링 및 절삭

진공 청소기

무선 진공 청소기 VC 5-A22 173p
범용 진공 청소기 VC 20-U(M) 175p

범용 진공 청소기 VC 40-U 1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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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링 시스템

월쏘 주요 자료

모델 DD 30-W DD 120 DD 160 DD 200 DD 350-CA DD 500-CA

  기술 자료
  ■ Diameter Range  (최대)

   (최적)

8 - 35 mm
-
8 - 20 mm

16 - 162 mm 
-
22 - 82 mm

25 - 202 mm
-
25 - 162 mm

35 - 500 mm
-
52 - 250 mm

52 - 500 mm
-
82 - 350 mm

82 - 600 mm
-
102 - 500 mm

  ■ 입력 전압 220V 220V 220V 220V 220V 3x 400V
  ■ 공칭 출력 1450W 1600W 2050W 3150W 3520W 5500W

  ■ 속도 (무부하)  1번 기어
     2번 기어
   3번 기어
                10번 기어

9200 r.p.m.
-
-
-

740 r.p.m.
1580 r.p.m.
-
-

460 r.p.m.
760 r.p.m.
1690 r.p.m.
-

240 r.p.m.
580 r.p.m.
1160 r.p.m.
-

298 r.p.m.

571 r.p.m.

265 r.p.m.

571 r.p.m.

  ■ 토크 (부하)           1번 기어
      2번 기어
      3번 기어
                 10번 기어

2 Nm
-
-
-

19.9 Nm
9.4 Nm
-
-

55 Nm
33 Nm
15 Nm
-

129 Nm
54 Nm
29 Nm
-

100 Nm

21 Nm

174 Nm

39 Nm
  ■ 치수 (길이x폭x높이) 429x127x238 mm 327x147x330 mm 450x195x315 mm 550x195x415 mm 608x192x216 mm 608x192x216 mm
  ■ 베이스 플레이트 길이 260 mm 199 mm 225 mm 290 mm 419 mm 419 mm
  ■ 베이스 플레이트 폭 190 mm 148 mm 164 mm 195 mm 272 mm 272 mm
  ■ 드릴스탠드 높이 610 mm 720 mm 964 mm 1030 mm 1086 mm 1086 mm
  ■ 중량 (기기에 한함) 7.6 kg 11 kg (스탠드포함 : 37kg) 10.3 kg (스탠드포함 : 37kg) 12.5 kg (스탠드포함 : 33kg) 14.4 kg (스탠드포함 : 35kg) 16.6 kg (스탠드포함 : 37kg)

  ■ 소음/진동 정보 84 db 89 db 93 db 93 db 95 db 97 db
  ■ 건식 코어링 NO NO NO YES YES YES
  코어 비트 SPX-T A-rod A-rod A-rod A-rod A-rod
  특징 ■ 낮은 소음

■ 낮은 진동
■ 외부 급수 장치와 별도
■  철근 효율적 절삭을 위한 
    탑스핀 방식
■ 앵커/ 진공스탠드 사용 가능

■ 작고 가벼움
■ 손쉬운 운반 및 설치
■ 견고한 2단 변속 기어
■ 정비 표시기
■ 앵커/ 진공스탠드 사용 가능

■ 3단 변속
■ 과부하 표시기
■ 경량
■ 앵커/ 진공스탠드 사용 가능

■ 3단 변속
■ 간편한 제어판
■ 과부하 및 열 보호 장치
■ 진공 및 앵커-고정 기초판

■ 고주파 전동 모터
■ 10단 변속
■ 사용자 친화적 전원 제어
■ IP55 디자인: 물 튀김 방지
■ 진공 및 앵커-고정 기초판
■ 효율적 코어링을 위한 자동천공장치
    (DD AF-CA) 사용 가능

■ 고주파 전동 모터
■ 10단 변속
■ 사용자 친화적 전원 제어
■ IP55 디자인: 물 튀김 방지
■ 진공 및 앵커-고정 기초판
■ 효율적 코어링을 위한 자동천공장치
    (DD AF-CA) 사용 가능

  비고

작동 모드: 스탠드 기반 코어링 시스템 작동 모드: 핸드드릴 또는 스탠드 장착 코어링 시스템 습식 또는 건식 작동: 습식

절삭 시스템 전원 장치, 400 V (A) 모터 출력 (kW) 최대 절단 깊이 (cm) 절삭 성능 (m2/h*)
*일반 콘크리트 상,
철근< 1%, CLASS

DST 20-CA 32 18 73 4 ~ 6 중급 /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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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랑 품번

DD 30-W 220V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30-W 220V 1개, 케이스 1개 1 개 2043864

DD 30-W 코어드릴 스탠드 DD 30-W 코어드릴 스탠드 1 개 2051335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30-W

주문 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코어링 스탠드 DD-ST 30 1개 2051335

밀봉재 DD-CR1 1개 3762831)

깊이 게이지 DD-ST30-ES 1개 20462341)

핸드휠 DD-ST 30-HW-2A 1개 2792781)

물 모으개 시스템 DD-WC-30 1개 2046233

커버 캡 DD-30-W-CV (천정 어플리케이션 전용) 1개 2046235

측면 손잡이 DD-SH-30 1개 20462321)

고무 밀봉재 DD-WCS-30 1개 20462371)

케이스 DD 30-W 1개 20355051)

연결 호스 커넥터 DD 30-W 1개 213149

코어 브레이커 DD-CB 1개 338346-68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DD 30-W 악세사리

어플리케이션

● 철근 간섭이 있는 코어링 작업 (8 ~ 35 mm 직경)

장점

● 철근을 관통하는 코어링

● 철근 콘크리트, 대리석 등 다양한 소재 천공 가능

 

 

기술 자료
코어링 범위 핸드 코어링:  8-35 mm

스탠드 코어링: 8-35 mm

공칭 출력 1450W

회전 속도 9200 rpm

치수 (길이x폭x높이) 429 x 127 x 238 mm

전체 시스템 중량 7.6 kg

척 유형  DD-C+

보호 등급 I 등급

가중 평균 방출음 음압 값 87 dB (A)1

Order Now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SUB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7124/r51318?itemCode=204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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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DD C SPX-T

기술 자료
유형 코어 비트

기준 소재 콘크리트

코어링 모드 핸드드릴, 스탠드 장착

Order Now

주문코드 직경 작동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C+ 8/150 SPX-T abras. 8 mm 150 mm 1 개 21390041)

C+ 10/150 SPX-T abras. 10 mm 150 mm 1 개 2139005

C+ 12/150 SPX-T abras. 12 mm 150 mm 1 개 2139006

C+ 14/150 SPX-T abras. 14 mm 150 mm 1 개 2076461

C+ 15/150 SPX-T abras. 15 mm 150 mm 1 개 2076463

C+ 16/300 SPX-T abras. 16 mm 300 mm 1 개 2076467

C+ 18/300 SPX-T abras. 18 mm 300 mm 1 개 2076469

C+ 20/300 SPX-T abras. 20 mm 300 mm 1 개 2076471

C+ 22/300 SPX-T abras. 22 mm 300 mm 1 개 2076472

C+ 24/300 SPX-T abras. 24 mm 300 mm 1 개 2076473

C+ 25/300 SPX-T abras. 25 mm 300 mm 1 개 2076474

C+ 28/300 SPX-T abras. 28 mm 300 mm 1 개 2076476

C+ 30/300 SPX-T abras. 30 mm 300 mm 1 개 2076478

C+ 32/300 SPX-T abras. 32 mm 300 mm 1 개 2076479

C+ 35/300 SPX-T abras. 35 mm 300 mm 1 개 2076482

C+ 20/600 SPX-T abras. 20 mm 600 mm 1 개 20764831)

C+ 22/600 SPX-T abras. 22 mm 600 mm 1 개 20764841)

C+ 24/600 SPX-T abras. 24 mm 600 mm 1 개 20764851)

C+ 25/600 SPX-T abras. 25 mm 600 mm 1 개 20764861)

C+ 28/600 SPX-T abras. 28 mm 600 mm 1 개 20764871)

C+ 30/600 SPX-T abras. 30 mm 600 mm 1 개 20764881)

C+ 32/600 SPX-T abras. 32 mm 600 mm 1 개 20764891)

C+ 35/600 SPX-T abras. 35 mm 600 mm 1 개 2076490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D 120 220V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120 220V 1개 1 개 2216320

코어링 스탠드 DD-ST 120 SFM 코어링 스탠드 DD-ST 120 SFM 1 개 2203158

DD 120 Set 코어링 머신, 코어링 스탠드, 휠 세트, 4인치 코어비트 세트 1 개 3657198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120

기술 자료

코어링 범위 16-162 mm

공칭 출력 1600W

회전 속도 기어 1: 740 rpm; 기어 2: 1580 rpm 

치수 (길이x폭x높이) 327 x 147 x 330 mm

전체 시스템 중량 11 kg

보호 등급 I 등급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종류와 상관없이앵커 또는 관통 구멍의 습식 코어링

어플리케이션

● 위생, 난방 및 공조 용도의 배관 설치

● 급수/폐수 배관 설치

● 케이블 트레이용 홀 천공

● 앵커 및 철근 설치

● 철책 및 장벽 설치

장점

● 높은 코어링 성능 + 힐티 DD EC-1 또는 힐티 DD 30-W

 

 

장점

● 사용하기 쉬운 기능 및 제어

● 작고 가벼워서 취급이 쉬움

● 손쉬운 운반 및 설치

● 최적 속도 및 토크를 위한 2단 변속 기어

● 탁월한 신뢰성 및 낮은 수리 비용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DIAMOND_CORE_BIT_SUB_7126/CLS_DIAMOND_CORE_BITS_7126/r671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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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D 160 220V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160 220V 1개 1 개 2005224

드릴스탠드 DD-ST 160 
SFL

앵커 고정용 스탠드 1 개 2203157

드릴스탠드 DD-ST 160 
CTL

앵커 및 진공 고정용 스탠드 1 개 2203156

DD 160 220V 앵커고정 
시스템(SFL)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160 220V 1개, DD-ST 160 SFL, 다이아몬드 코어비트 4” 비트, 튜브, 헤드 1 개 3585578

DD 160 220V 앵커 및 
진공 고정 시스템 (CFL)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160 220V 1개, DD-ST 160 CFL, 다이아몬드 코어비트 4” 비트, 튜브, 헤드 1 개 3585580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D 200 220V 심플형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200 220V 심플용 1개 1 개 2124828

DD 200 220V 고급형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200 220V 고급용 1개 1 개 2124819

DD 200 220V 
심플형 스탠드

DD 200 용 심플형 스탠드 1 개 2105437

DD 200 220V 
고급형 스탠드

DD 200 용 고급형 스탠드(DD350 공용) 1 개 2148548

DD 200 220V 
심플형 셋트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200 220V 심플용 1개, DD 200 용 심플형 스탠드 DD ST 200 1개

휠 세트 DD ST 200 WH 1개, 4인치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튜브, 헤드 각 1개

1 개 3657198

DD 200 220V 
고급형 셋트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200 220V 고급용 1개, DD 200 용 고급 스탠드 DD HD 30 1개

휠 세트 DD ST 200 WH 1개, 4인치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튜브, 헤드 각 1개, 호스 커플링 1개

1 개 3657200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160

Order Now

기술 자료

코어링 범위 25-202 mm

공칭 출력 2050W

회전 속도 기어 1: 460 rpm; 기어 2: 760 rpm;
기어 3: 1690 rpm

치수 (길이x폭x높이) 450 x 195 x 315 mm

전체 시스템 중량 16 kg

보호 등급 I 등급

기술 자료

코어링 범위 리그 기반  습식 코어링:  35-500 mm

공칭 출력 3150W

치수 (길이x폭x높이) 550 x 195 x 415 mm

전체 시스템 중량 33 kg

보호 등급 I 등급

어플리케이션

●  배관, 난방 및 공조 설치 작업 시 배관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습식 코어링

● 케이블 트레이 및 통풍관용 연속 천공 작업

● 앵커 및철근을 위한 코어링

어플리케이션

●  덕트, 배관 및 케이블용 관통부 내기

● 환기구

● 구멍 연속 코어링

● 정비용 홀 코어링

● 천장, 벽 및 바닥의 홀 코어링 (해머링 및 진동 없음)

● 절삭용 모서리 홀

장점

● 사용하기 쉬운 기능 및 제어

● 전체 직경에 대해 탁월한 코어링 성능을 보장하는 강력한 3단 변속 기어

● 전원 제어 LED: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도 최상의 코어링 성능과 코어 비트 

   수명을 실현할 수 있음

●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고품질 드릴 스탠드 또는 기본 기능이

   탑재된 표준 소형 드릴 스탠드 선택 가능

장점

● 3단 변속 기어와 편리한 제어 기능이 포함된 공냉식 구동 장치

● 손쉬운 취급, 이해 및 사용

● 광범위한 적용 범위

● 강력한 설계

● 전원 제어 LED: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도 최상의 코어링 성능과 코어 비트 

   수명을 실현할 수 있음

● 정비 표시기: 정비 시점을 알려 작업 중단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비용 수리를 방지함

● 작지만 강한 드릴 스탠드

●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표준 드릴 스탠드들과 호환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200

Order Now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SUB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7124/r5063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SUB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7124/r424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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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350-CA

Order Now

기술 자료

코어링 범위 리그 기반  습식 코어링:  52-500 mm 

공칭 출력 3520W

회전 속도 기어 1: 571 rpm; 기어 2: 298 rpm

치수 (길이x폭x높이) 608 x 192 x 216 mm

전체 시스템 중량 35 kg

기술 자료

코어링 범위 리그 기반  습식 코어링:  82-600 mm

공칭 출력 5500W

회전 속도 기어 1: 531 rpm; 기어 2: 265 rpm

치수 (길이x폭x높이) 608 x 192 x 216 mm

전체 시스템 중량 37.1 kg

보호 등급 I 등급

정격 전압 400V

어플리케이션

●  관통 구멍 및 관통부 코어링

● 앵커 또는 후설치 철근 설치를 위한 홀

● 절삭용 모서리 홀

● 맨홀 구멍

●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스티치 코어링

● 배수관 등을 위한 큰 구멍

어플리케이션

●  관통 구멍 및 관통부 코어링

● 앵커 또는 후설치 철근 설치를 위한 홀 코어링

● 절삭용 모서리 홀

● 맨홀 구멍

●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연속 코어링

● 배수관 등을 위한 큰 구멍

장점

● 전체 직경에 걸쳐 최적의 동력 전달을 위해 전기적 속도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강력한 고주파 모터

● 코어링 작업 효율을 높이고 코어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DD AF-CA 

   자동 공급 장치와 호환

● Iron Boost: 철근 관통 코어링 시 토크 증가를 통해 빠른 성능 개선 가능

● IP 55 물 분무 보호 기능: 극한의 환경에서도 코어링 성능 보장

● 성능 최적화 및 코어 비트 수명 연장을 위해 최적 출력 범위 내에서 작동함; 

   LED 전원 표시기로 편의성 개선.

● 최상의 성능과 낮은 중량

● 정비 표시기: 정비 시점을 알려 작업 중단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비용 

   수리를 방지함

● 브러시리스 모터: 정비 및 수리 비용 절감

● 10단 변속 “기어”

장점

● 성능 최적화 및 코어 비트 수명 연장을 위해 최적 출력 범위 내에서 작동함;

   LED 전원 제어로 편의성 개선.

● 코어링 작업 효율을 높이고 코어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DD AF-CA 

   자동 공급 장치와 호환

● 전체 직경에 걸쳐 최적의 동력 전달을 위해 전기적 속도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강력한 고주파 모터

● 최상의 성능과 낮은 중량

● 브러시리스 모터: 정비 및 수리 비용 절감

● 정비 표시기: 정비 시점을 알려 작업 중단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비용 수리를 방지함

● IP 55 물 분무 보호 기능: 극한의 환경에서도 코어링 성능 보장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D 350-CA 220V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350-CA 220V 1개, 1 개 2095236

드릴 스탠드 DD HD 30 드릴 스탠드 DD HD 30 1 개 2148548

DD 350-CA 230V 
수동 셋트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350 220V  1개, 드릴 스탠드 DD HD 30 1개

휠 세트 DD HD30-W 1개, 청소 펌프 1개, 아답타 DS TS 1개, 6인치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튜브, 헤드 각 1개

1 개 3657201

DD 350-CA 230V 
자동 셋트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350 220V  1개, 드릴 스탠드 DD HD 30 1개, 자동 제어 유닛 DD AF CA 220-

480V 1개

휠 세트 DD HD30-W 1개, 청소 펌프 1개, 아답타 DS TS 1개, 6인치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튜브, 헤드 각 1개

1 개 365720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D 500-CA 400V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500-CA 400V 1개 1 개 2095273

드릴 스탠드 DD HD 30 드릴 스탠드 DD HD 30 1 개 2148548

DD 500-CA 400V 
수동 셋트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500 400V  1개, 드릴 스탠드 DD HD 30 1개

휠 세트 DD HD30-W 1개, 청소 펌프 1개, 아답타 DS TS 1개, 6인치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튜브, 헤드 각 1개

1 개 3657583

DD 500-CA 400V 
자동 셋트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500 400V  1개, 드릴 스탠드 DD HD 30 1개, 자동 제어 유닛 DD AF CA 220-

480V 1개

휠 세트 DD HD30-W 1개, 청소 펌프 1개, 아답타 DS TS 1개, 6인치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튜브, 헤드 각 1개

1 개 365758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DD 500-CA

Order Now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SUB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7124/r3411829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SUB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7124/r35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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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코드 품번

통코아비트 DD-A-rod 18/14-300 P 3435784

통코어비트 DD-A-rod 20/16-300 P 3435786

통코어비트 DD-A-rod 24/20-300 P 3435787

통코어비트 DD-A-rod 28/24-300 P 3435788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품번

Core bit C+ 8/150 SPX-T abrasive 2139004

Core bit C+ 10/150 SPX-T abrasive 2139005

Core bit C+ 12/150 SPX-T abrasive 2139006

Core bit C+ 14/150 SPX-T abrasive 2076461

Core bit C+ 16/300 SPX-T abrasive 2076467

Core bit C+ 18/300 SPX-T abrasive 2076469

Core bit C+ 20/300 SPX-T abrasive 2076471

Core bit C+ 22/300 SPX-T abrasive 2076472

Core bit C+ 24/300 SPX-T abrasive 2076473

Core bit C+ 25/300 SPX-T abrasive 2076474

Core bit C+ 28/300 SPX-T abrasive 2076476

Core bit C+ 30/300 SPX-T abrasive 2076478

Core bit C+ 32/300 SPX-T abrasive 2076479

Core bit C+ 35/300 SPX-T abrasive 207648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품번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인치 튜브 3517420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 1/4인치 튜브 3517421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 1/2인치 튜브 3517422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2인치 튜브 3517423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2 1/2인치 튜브 3517424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3인치 튜브 3517425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3 1/2인치 튜브 3517426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4인치 튜브 3517427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5인치 튜브 3517428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6인치 튜브 3517429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7인치 튜브 3517430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8인치 튜브 3517431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9인치 튜브 3576363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0인치 튜브 3576364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2인치 튜브 3576365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4인치 튜브 357636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품번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인치 비트(25 mm) / 고성능 3576089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 1/4인치 비트(32 mm) / 고성능 3576090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 1/2인치 비트(38 mm) / 고성능 3576091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2인치 비트(51 mm) / 고성능 3576092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2 1/2인치 비트(62 mm) / 고성능 3576344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3인치 비트(75 mm) / 고성능 3576345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3 1/2인치 비트(88 mm) / 고성능 3576346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4인치 비트(102mm) / 고성능 3560801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5인치 비트(127mm) / 고성능 3560802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6인치 비트(152 mm) / 고성능 3560923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7인치 비트(178 mm) / 고성능 3576347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8인치 비트(203 mm) / 고성능 3576348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9인치 비트(229 mm) / 고성능 3576349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0인치 비트(254 mm) / 고성능 3576350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2인치 비트(305 mm) / 고성능 3576351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4인치 비트(356 mm) / 고성능 357635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품번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인치 헤드              3517326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 1/4인치 헤드 3517327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 1/2인치 헤드 3517328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2인치 헤드 3517329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2 1/2인치 헤드 3517330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3인치 헤드 3517331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3 1/2인치 헤드 3517332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4인치 헤드 3517483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5인치 헤드 3517484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6인치 헤드 3517485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7인치 헤드 3517486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8인치 헤드 3517487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9인치 헤드 3576367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0인치 헤드 3576368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2인치 헤드 3576369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14인치 헤드 3576370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Diamond Corebits / 다이아몬드 통 코어비트(DD 120전용 A-rod)

Diamond Corebits / 다이아몬드 코어비트(DD 30-W용)

Diamond Corebits / 3단 코어비트 튜브 (DD30-W 외 모두 호환 가능)

Diamond Corebits / 고성능 3단 코어비트 날(DD30-W 외 모두 호환 가능)

Diamond Corebits / 3단 코어비트 헤드 (DD30-W 외 모두 호환 가능, A-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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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부속품 M12 세트 ■ 1 개 4092691)

부속품 키트 DD M16 ■ ■ ■ ■ 1 개 4093031)

DD350/500 스탠드 DD HD 30 ■ ■ ■ 1 개 2148548

진공펌프 DD VP-U 230V ■ ■ ■ ■ ■ 1 개 2006976

코어링 스탠드 DD ST 200 ■ 1 개 2105437

코어링 스탠드 DD ST 160 CTL ■ 1 개 2203156

코어링 스탠드 DD ST 160 SFL ■ 1 개 2203157

코어링 스탠드 DD 120 SFM ■ 1 개 2203158

A-rod chuck ■ ■ ■ ■ ■ 1 개 305939

편심핀 ■ ■ 1 개 27924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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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컬럼 스위블 DD-ST-150/160-RR ■ 1 개 20063731)

물 흐름 표시기 DD-WFI ■ ■ ■ ■ ■ 1 개 3059391)

핸드휠 DD-HW-3A ■ ■ ■ ■ 1 개 20076871)

휠 세트 DD-HD30-W ■ ■ ■ 1 개 3055411)

스페이서 DD-HD30-SP ■ ■ ■ 1 개 305539

진공 기초판 DD-HD30-VBP ■ ■ 1 개 3055381)

진공 기초판 DD-ST-VBP 120/160 ■ ■ ■ 1 개 20278591)

집수 장치 홀더 DD-HD30-WCH ■ ■ 1 개 3055361)

집수 장치 홀더 DD-ST-150/160-WCH ■ 1 개 20166331)

집수 장치 홀더 DD-LR-A-WCH ■ 1 개 3316221)

집수 시스템 DD-WMK-BI ■ ■ 1 개 20409151)

클램핑 스핀들 DD CS M16 ■ ■ ■ ■ 1 개 337378

클램핑 스핀들 DD-CN-SML ■ ■ ■ ■ 1 개 251834

HSD G M16 앵커 세팅툴 ■ ■ ■ ■ 1 개 243744

클램핑 스핀들 DD LR CLS ■ 1 개 333477

클램핑 너트 DD LR CLN ■ 1 개 333629

HSD G M12 앵커 세팅툴 ■ 1 개 243743

확장 레일 DD HD30 XT (편심핀 동봉) ■ ■ 1 개 305537

확장 레일 DD HD30 XT30 (편심핀 동봉) ■ ■ 1 개 285296

핸드 휠 DD HW 2A ■ ■ ■ ■ 1 개 2007688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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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모으개 홀더  물 모으개  씰링 와셔  공용 및 추가

DD-LR-A-WCH
# 331622

# 365595 : 
물 펌프(10L) DWP 10 

#51279 : 호스커플링

#47298 : 호스(19 X 3)

DD-ST-150/160
#2016633

DD-ST-150/160
#2016633

DD200(심플형)
스페이서 필요
#2120709

DD-HD-30-WCH
#305536

#3425572 : BS(1 1/4” 
UNC) 연결 아답타

# 374814 : AROD 
연결아탑터

# 2082528 : DD-AF-CA 
자동머신

다이아몬드 코어링 액세서리 선택 가이드

 제품  스탠드
 코어 설치용
 액세서리세트

 진공 플레이트  진공펌프

DD 120
#2216320 

SFL 스탠드
(앵커고정용)
# 2203158

DD M12 세트
# 409269

DD-ST-VBP
# 2027859

DD VP-U
#2006976

DD 160
# 2005224

SFL 스탠드
(앵커고정용)  
# 2203157

DD M 16 세트
# 409303

CTL 스탠드
(진공고정용)  
# 2203156

필요 없음

DD 200(심플)
# 2124828

DD-ST 200
# 2105437

DD-ST-VBP
# 2027859

DD 200(표준) 
# 2124819

DD-HD-30
# 2148548

DD-HD30-VBP
# 305538

DD 350-CA
#2095236

DD 500-CA
#2095273

DD 120
DD 160

DD-WC-S DD-SW-S
(18~87mm)

DD-WC-SM
DD-SW-M

(25~162mm)

DD-WC-ML DD-SW-L
(92~250mm)

DD 200
 (심플)

DD 200
 (표준)

DD 350
DD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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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필터 백 DD-WMS 100 MP5 (대형)
5개 필터 백 세트

1 개 2145833

필터 백 DD-WMS 100 MP25 (대형)
25개 필터 백 세트

1 개 21458341)

집수 시스템 DD-WCS-67
신규 자동 설치 집수 장치 (최대 용량 67 mm)

1 개 2159810

집수 시스템 DD-WCS-122
신규 자동 설치 집수 장치 (최대 용량 122 mm)

1 개 2159811

집수 시스템 DD-WCS-142
신규 자동 설치 집수 장치 (최대 용량 142 mm)

1 개 2159812

집수 시스템 DD-WCS-172
신규 자동 설치 집수 장치 (최대 용량 172 mm)

1 개 2159813

집수 시스템 DD-WCS-250
신규 자동 설치 집수 장치 (최대 용량 250 mm)

1 개 2159814

밀봉재 DD-WCS-67 세트
해당 집수 장치 링용 예비 고무 밀봉재 (2개)

1 개 2166106

밀봉재 DD-WCS-122 세트
해당 집수 장치 링용 예비 고무 밀봉재 (2개)

1 개 2166107

밀봉재 DD-WCS-142 세트
해당 집수 장치 링용 예비 고무 밀봉재 (2개)

1 개 2166108

밀봉재 DD-WCS-172 세트
해당 집수 장치 링용 예비 고무 밀봉재 (2개)

1 개 2166109

밀봉재 DD-WCS-250 세트
해당 집수 장치 링용 예비 고무 밀봉재 (2개)

1 개 2166200

밀대 DD-WMS 100
표준 밀대; 고정 끈 (#2159819) 및 고리 (#2160030)
2개 포함 (고리 1개는 고정 끈용, 나머지 1개는 호스용)

1 개 2159816

흡입 호스 DD-WMS 100 
고무 호스 커넥터 (#2160032) 및 소형 고정 끈과 함께 제공

1 개 2159817

급수 호스 DD-WMS 100 
유수 표시기와 함께 제공

1 개 2159818

고정 끈 DD-WMS 100
WMS 밀대의 일부; 공구케이스를 WMS에 고정할 때 사용

1 개 21598191)

고리 DD-WMS 100
고리 1개; 고정 끈이나 호스를 걸기 위해 밀대에 사용

1 개 21600301)

호스 클램프 DD-WMS 100 세트
흡입 호스와 급수 호스를 함께 고정하기 위한 클램프 세트   
(소형 4개, 대형 4개)

1 개 21600311)

호스 커넥터 DD-WMS 100
흡입 호스의 기본 부품

1 개 2160032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물 관리 시스템 WMS 100 악세사리물 관리 시스템 WMS 100

기술 자료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19.7 kg

전원 코드 길이 5 m

가중 평균 방출 음압 값1) 76 dB (A)

최대 수압 7 bar

보호 등급 I 등급

어플리케이션

●  모든 습식 다이아몬드 코어링 작업에 적합

● 모든 힐티 다이아몬드 코어링 공구들과 호환

● 세 가지 작동 모드 - 재활용, 진공 청소 및 급수

장점

● 습식 다이아몬드 코어링 작업을 위해 하루 종일 급수 가능

● 작업 현장의 청결 상태 유지 - 모든 슬러리는 힐티 집수 시스템에 의해 수거됨

● 손쉬운 처리 절차 - 모든 슬러리가 필터 백에 수거됨

● 필터 백 1개로 100 리터에 달하는 폐수 재활용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D-WMS 100 220V 물 관리 시스템 DD-WMS 100 220V 1개 1 개 358557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1) EN 60745 기준

Order Now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SUB_7124/CLS_WATER_MANAGEMENT_SYSTEM_7124/r6637919?itemCode=358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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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물 모으개 선택 가이드

주문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진공 펌프 DD VP-U 220V 1 개 2006976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물 흐름 표시기 DD-WFI 1 개 3059391)

급수 장치 DWP 10 1 개 365595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진공 펌프 DD VP-U

급수 장치 및 부품 DD

Orde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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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코드 Range (mm) 패키지 수량 품번
WCS 67 40-67 ■ ■ ■ 1 개 2159810

WCS 122 72-122 ■ ■ ■ ■ ■ 1 개 2159811

WCS 142 132-142 ■ ■ ■ ■ 1 개 2159812

WCS 172 152-172 ■ ■ ■ ■ 1 개 2159813

WCS 250 182-250 ■ ■ ■ 1 개 2159814

WCS 200V ~200 ■ ■ ■ ■ ■ 1 개 2215476

WCS 500V ~500 ■ ■ ■ ■ ■ 1 개 2215477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IAMOND_CORING_MACHINE_SUB_7124/CLS_VACUUM_PUMPS_7124/200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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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쏘 DST 20-CA 악세사리

D
ST

 2
0-

C
A

주문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월쏘 케리 1 개 2018025

이중 테이퍼 핀 D-CO-ML
가이드 레일 2개 연결 용도

■ 1 개 232241

편심 핀 DD-EP-ML
가이드 레일 2개 연결 용도; 핀 2개 필요

■ 1 개 232244

가이드 레일 DS-R100-L ■ 1 개 284808

가이드 레일 DS-R200-L ■ 1 개 284809

가이드 레일 DS-R230-L ■ 1 개 284810

레일 지지대 DS-RF-L ■ 1 개 284814

플러시 절단 플랜지 DS-FCA-110 ■ 1 개 258436

중앙부 DS-BG 80  ■ 1 개 2380021)

중앙부 DS-BG 120 ■ 1 개 238004

측면부 DS-BG 120
일반 절단 용도; 두 부분으로 구성

■ 1 개 2380051)

측면부 DS-BG 80
플러시 절단 용도; 두 부분으로 구성

■ 1 개 2380031)

톱날 덮개 DS T-BG 160 
일반 절단 용도; 전체 톱날 덮개로 구성

■ 1 개 2064904

톱날 덮개 DS T-BG 160S
플러시 절단 용도; 전체 톱날 덮개로 구성

■ 1 개 256237

중앙부 DS-BGF 120  ■ 1 개 2380081)

중앙부 DS-BGF 80  ■ 1 개 2380061)

측면부 DS-BGF 120
플러시 절단 용도; 두 부분으로 구성

■ 1 개 2380091)

측면부 DS-BGF 80
플러시 절단 용도; 두 부분으로 구성

■ 1 개 238007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월쏘 DST 20-CA

2
시간
200

년

기술 자료

드라이브 중량 32 kg

IP 보호 등급 IP 65

최소 냉각수 공급속도 4 l/min

최소 발전기 출력 40 kVA

모터 출력 20 kW

핀 할당 3P+PE

전원 유형 3x400V/32A

정격 전압 400 V

리모콘 무선

톱톱날 직경 - 최대 1600 mm

톱톱날 직경 - 최소 600 mm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벽체/바닥의 구멍 절단 및 확장

● 벽체/바닥의 저진동 정밀 분쇄

● 초강화 콘크리트, 합성석, 자연석, 벽돌, 블록 등 광물질의 관통 절단

● 접근이 쉽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의 절단

● 파사드 및 발코니 보수

장점

● 초소형, 손쉬운 취급 및 보관, 내장형 전자 제어 장치에 따른 빠른 설치 등 

● 최대 절단 깊이: 73 cm

● 힐티 트랙션 제어 기술: 최상의 절삭 성능 (16 또는 32 Amp 전기 공급)

● 무선 리모콘

● Cut Assist - 절삭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 

● 절단 깊이가 실시간으로 리모콘에 표시됨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ST 20-CA 3x400V PR

절삭 헤드 DST 20-CA CE 1개, 레일 지지대 DS-RF-L 4개,

플러시 앵커 HKD-D M12x50 50개, 리모콘 DST WRC-CA 1개,

커플러 CEE 32A/400V/5P/6H 1개, 트롤리 1개, 중앙부 DS-BG 80 1개,

측면부 DS-BG 80 1개, 공구 세트 DST-TS10/20 1개

1 개 2120300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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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쏘 DS WS 15 와이어쏘 DSW 3018-E

기술 자료

본선 주파수 50/60  Hz

IP 보호 등급 IP 65 (EN 60529), IP 54 (IEC 529)

중량 - 드라이브 266 kg

치수 (길이x폭x높이) - 드라이브 1560 x 790 x 920 mm

가중 평균 방출음 음압값1) 79 dB (A)

최소 냉각수 공급속도 5 L/min

최소 발전기 출력 40 kVA

모터 출력 S1 15 kW

전원 유형 전기

정격 전압 400 V

와이어 속도 0 - 27 m/s

기술 자료

가중 평균 방출음 음압값1) 86.1 dB (A)

치수 (길이x폭x높이) - 드라이브 2360 x 1090 x 1230 mm

가이드 휠 직경 280 mm

IP 보호 등급 IP 65 (EN 60529), IP 54 (IEC 529)

최소 냉각수 공급속도 5  L/min

최소 발전기 출력 80 kVA

최소 보관 온도 -15°C

모터 출력 S1 30 kW

공칭 출력 30 kW

핀 할당 3P+PE

전원 유형 3x400V/63A

정격 전압 400 V

어플리케이션

●  건물의 구조 변경 - 모든 유형/형상의 구멍 절단

● 초강화 콘크리트에서 석조 건출물까지 절삭 가능

● 구조물의 기술적 분쇄 (다리, 굴뚝, 기초)

● 소음이 민감한 환경에서의 절삭

어플리케이션

●  건물의 구조 변경 - 모든 유형/형상의 구멍 절단

● 초강화 콘크리트에서 석조 건출물까지 절삭 가능

● 구조물의 기술적 분쇄 (다리, 굴뚝, 기초)

● 소음이 민감한 환경에서의 절삭

장점

● 22 kW 최대 출력, 15 kW 유효 연속 출력 등급, 최소 수냉 요건 

   - 32 A 전원 장치로 충분함

● 제어판 상에서 효율적인 구동 속도 조정 가능

● 손쉬운 톱 전진력 조절: 항상 최대 절단 성능 보장

● 제어판 상에서 유수 제어 가능

● 고정 작동 길이의 고성능 다이아몬드 와이어

● 공장 출고 시 설정 완료, 신속 분리 커플링: 커플링 오류 최소화

 

장점

● 22 kW 최대 출력, 15 kW 유효 연속 출력 등급, 최소 수냉 요건 

   - 32 A 전원 장치로 충분함

● 제어판 상에서 효율적인 구동 속도 조정 가능

● 손쉬운 톱 전진력 조절: 항상 최대 절단 성능 보장

● 제어판 상에서 유수 제어 가능

● 고정 작동 길이의 고성능 다이아몬드 와이어

● 공장 출고 시 설정 완료, 신속 분리 커플링: 커플링 오류 최소화

 

1) EN 60745 기준
1) EN 60745 기준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S WS15 3x400V 와이어쏘 DS WS15 3x400V 1개, 공구 세트 DS WS 1개 1 개 365429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SW 3018-E 3x400V
와이어쏘 DSW3018-E 3x400V kpl 1개, 단일 풀리 DSW-SPP 30 2개, 급수관(장) 1개, 급수관(단) 1개, 

Hose 10m 2개, 공구 세트 DSW-TS30 1개, 커플러 CEE 63A/400V/5P/6H 1개

1 개 203188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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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쏘 블레이드 (MCS)

기술 자료

기준 소재 콘크리트 (연성 ~ 강성)

레이저-용접 세그먼트 예

유형 Equidist

주문코드 세그먼트 수 직경 세그먼트 치수 세그먼트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DS-BT 800x4.8/60H MCS 46 800 mm 40 x 4.8 x 12 mm 4.8 mm 1 개 21422331)

DS-BT 1000x4.5/60H MCS 55 1000 mm 40 x 4.5 x 12 mm 4.5 mm 1 개 21422361)

DS-BT 1200x4.5/60H MCS 65 1200 mm 40 x 4.5 x 12 mm 4.5 mm 1 개 21422371)

DS-BT 1600x4.3/60H MCS 84 1600 mm 40 x 4.3 x 12 mm 4.3 mm 1 개 2142239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가스 쏘 DSH 900-X 

기술 자료

모터 실린더 87 cm³

정격 전압 4.3 kW

습식 또는 건식 작동 습식 및 건식

연료 혼합 50:1 (2% 오일)

블레이드 아버 범위 20 mm - 25.4

A-가중 방출음압 레벨 115 dB (A)1)

어플리케이션

●  포장: 연석 및 포장 슬라브를 크기에 맞게 커팅

● 건설 공사: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에 개구부 컷아웃

● 석재 공사: 벽돌 및 블록을 크기에 맞게 커팅

● 도로 건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에 주변 커팅

● 하수도 공사: 금속, 콘크리트 및 플라스틱 파이프 커팅

장점

●  강력함 및 다용도 - DSH-FSC 플로어쏘 카트와 호환 가능하고, 플러쉬 컷 모
드 변환 가능

● 수월한 시작 - 독자적인 자동 초크 설계

● 프리텐션 벨트, 사용자가 필요한 벨트 유지보수 없음

● 통합 마모 리브가 장착된 벨트 커버를 포함한 강화 금속 블레이드 가드

● 수월한 자체 수리 - 스타터 로프 및 필터 교체 포함

 

1) EN 60745 기준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SH 900-X- Set DSH900-X, EQD SPX 400/25 1 개 3567737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400/25 DSH900-X, EQD SPX 400/25  x 1 1 개 2117978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400/25(6) DSH900-X, EQD SPX 400/25 x 6 1 개 3567737
바닥 컷팅용 카트 DSH FSC 바닥 컷팅용 카트 x 1 1 개 43136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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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Now

DCH 300-X 전기 커터 

어플리케이션

●  강화 콘크리트, 화강암 연석, 슬라브, 벽돌 및 석재 블록 커팅

● 창문, 문 및 샤프트용 개구부 커팅 및 확장

● 통제된 해체를 위한 사전 커팅

장점

●  워터 키트로 습식 커팅 가능하여, 건식 커팅 대비 30% 더 빠르고 먼지가 전
혀 발생하지 않음

● 깊이 게이지 - 40~120mm에서 10mm 단계로 커팅 깊이 완벽 제어 가능

● 호환 가능한 진공 청소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거의 먼지가 없는 작업 현장 보장

●  과열, 과부하 및 물침투 방지 - 습식 커팅 시 공구의 수명 연장 및 작업자의 안
전 강화

●  인버티드 블레이드 회전 시 공구가 작업자의 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
여 더 쉽고 안전한 커팅 보장

기술 자료
디스크 직경 305 mm

절단 깊이 120 mm

무부하 RPM 기어 1: 4900 rpm

콘크리트 슬라브 절단에 대한 
3축 진동값 (ah)

5.1 m/s²1)

아버 크기(mm) 22.2 mm

A-가중 방출음압 레벨 106 dB (A)2)

습식 또는 건식 작동 습식 및 건식

1) EN 60745-2-6 기준
2) EN 60745 기준

주문 코드 구성품 패키지 수량 품번

DCH300-X 단품 DCH300-X 단품 1개 2149511
절삭 디스크 EQD SPX 305/22 universal 절삭 디스크 EQD SPX 305/22 universal * 1pcs 1개 2117966
절삭 디스크 EQD SPX 305/22 (6) universal 절삭 디스크 EQD SPX 305/22 universal * 6pcs 6개 2117967
DCH300-X Set (SPX blade 1pcs) DCH300-X, EQD SPX 1 pcs 1개 3667762
DCH300-X Dry Set(VC20) DCH300-X, EQD SPX 1 pcs, VC 20 1개 3667635
DCH300-X Dry Set(VC40) DCH300-X, EQD SPX 1 pcs, VC40 1개 3667638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NEW 가솔린 컷터 블레이드 

기술 자료

공구 타입 앵글 그라인더, 전기 커터, 가스톱

모재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조적, 
자연석, 시멘트

제품 등급 Ultimate

세그먼트 높이 12 mm

어플리케이션

●  특히 단단한 강화 콘크리트, 조적, 천연석을 포함한 광범위한 광물 건축 자재
의 커팅, 크기 조정 및 개조

● 단단한 강화 모재도 빠르게 커팅

●  앵글 그라인더, 전기 커터 및 가스톱을 포함하여 모든 힐티 휴대용 다이아몬드 
커팅 공구와 함께 사용 가능

장점

●  강화 콘크리트에도 탁월한 커팅 속도와 성능을 제공하는 이퀴디스트 기술

●  거친 조건에도 여러 자재에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  내구성 보장 설계 - 대형 특수 접착 다이아몬드 세그먼트

●  최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두꺼운 스틸 코어와 레이저 용접 기술

●  우수한 가독성과 최대 편의성을 위해 디스크에 각인된 구동 방향 화살표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400/25 universal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400/25 x 1 1 개 2117978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400/25 universal(6)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400/25 x 6 1 개 2117979
만조(허스크바나 겸용) 1 개 3494587
만조(스틸 겸용) 1 개 3558016
DSH 900-X 소모품 키트 1 개 36560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IAMOND_CUTTING_SLITTING_TOOLS_7124/CLS_ELECTRIC_CUTTERS_7124/r6332875#nav%2F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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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파기 DC SE 20

기술 자료

절단 깊이 40 mm

최대 절단폭 46 mm

디스크 직경 125 mm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6.9 kg

무부하 RPM 기어 1: 7500 rpm

아버 크기(mm) 22.2 mm

A-가중 방출음압 레벨 104 dB (A)1)

콘크리트 슬라브 절단에 대한 
3축 진동값 (ah)

5.8 m/s²2)

어플리케이션

●  직경 125mm 디스크가 장착되어, 콘크리트, 플린트, 경질석 등 폭넓게 사용
된 모든 재료를 최대 40mm 깊이 및 46mm 너비까지 슬릿팅하는 데 사용 가
능한 공구

● 파이프 및 튜브의 벽면 설치 시

장점

●  빠른 슬릿팅과 높은 생산성을 위해 범용 구축된 전용 슬릿팅 시스템

● 긴 수명을 위한 견고한 설계 및 모터

● 인체공학적 손잡이 설계 - 어느 위치에서 작업하든 안전하고 편안한 그립

● 피로도를 줄이는 인체공학적 설계

● 호환되는 힐티 진공 청소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거의 먼지가 없음 1) EN 60745 기준
2) EN 60745-2-22 기준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DC SE 20 홈파기 A 세트 DC SE 20, VC20-U, EQD SPX SL125(2) 1 개 3552184
DC SE 20 홈파기 B 세트 DC SE 20, VC40-U, EQD SPX SL125(2) 1 개 3552186
DC SE 20 홈파기 DC SE 20 홈파기 단품 1 개 312267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SL125(2)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SL125 x 2 1 개 2118046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SL125(6)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SL125 x 6 1 개 2118047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 SL125(2)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 SL125 x 2 1 개 2118050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 SL125(6)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 SL125 x 6 1 개 211805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홈파기 블레이드 고급형 (EQD SPX SL125)

기술 자료

공구 타입 홈파기 공구

모재 콘크리트, 조적, 자연석, 시멘트

제품 등급 Ultimate

습식 또는 건식 작동 건식

세그먼트 높이 10 mm

세그먼트폭 2.5 mm

아버 크기(mm) 22.23 mm

디스크 직경 125 mm

블레이드/디스크 두께 1.5 mm

세그먼트 수 10

어플리케이션

●  전기, 배관, 냉난방 설비에서 케이블 도관 또는 파이프용의 다양한 재료(일반 
용도)에 찬넬 슬릿팅(체이싱)

●  힐티 슬릿팅 공구용

장점

●  최고 슬릿팅 속도 및 성능을 제공하는 이퀴디스트 기술

● 험한 조건에서도 다양한 재료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고급 홀 패턴으로 개선된 강성-더 안정적인 슬릿팅 및 더 오랜 수명을 위해 강
철 디스크의 일정한 냉각 유지

●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위한 두꺼운 스틸 코어 및 레이저 용접 기술

● 오래 가도록 설계-큰 특수 접착 다이아몬드 세그먼트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SL125(2)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SL125 x 2 1 개 2118046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SL125(6)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X SL125 x 6 1 개 2118047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홈파기 블레이드 보급형 (EQD SP SL125)

기술 자료

공구 타입 홈파기 공구

모재 콘크리트, 조적, 자연석, 시멘트

제품 등급 Premium

습식 또는 건식 작동 건식

세그먼트 높이 7 mm

세그먼트폭 2.5 mm

아버 크기(mm) 22.23 mm

디스크 직경 125 mm

블레이드/디스크 두께 1.55 mm

세그먼트 수 10

어플리케이션

●  전기, 배관, 냉난방 설비에서 케이블 도관 또는 파이프용 광물 재료에 채널 슬
릿팅(체이싱)

●  힐티 슬릿팅 공구용

장점

●  훨씬 빠른 슬릿팅 속도를 전달하는 고품질 다이아몬드의 고밀도 농도 덕분에 
빠른 커팅

●  험한 조건에서도 다양한 재료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위한 두꺼운 스틸 코어 및 레이저 용접 기술

●  오래 가도록 설계-큰 특수 접착 다이아몬드 세그먼트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 SL125(2)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 SL125 x 2 1 개 2118050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 SL125(6) 다이아몬드 디스크 EQD SP SL125 x 6 1 개 211805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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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휠

기술 자료

공구 타입 앵글 그라인더

모재 콘크리트, 스크리드, 자연석

제품 등급 Standard

어플리케이션

●  그라인딩 콘크리트 및 천연 석재

장점

●  우수한 그라인딩 속도

●  우수한 수명

●  첨단 코어 밸런싱 기술로 낮은 진동

●  신뢰성 있는 설계 - 모든 곳에 사용되는 CD 용접 기술 및 최고 등급 재료

●  단일 열, 이중 열, 터보 또는 나선형 세그먼트 컵 휠보다 높은 성능 제공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컵휠 4” DG-CW 100/15 P uni. 컵휠 4" DG-CW 100/15 P uni 1 개 2156233
컵휠 7” DG-CW 180/7 P univer (2) 컵휠 7" DG-CW 180/7 P uni. x 2 1 개 2163740
컵휠 7” DG-CW 180/7 P univer (6) 컵휠 7" DG-CW 180/7 P uni. x 6 1 개 2163743
컵휠 4” + 그라인더 콤보세트 컵휠(20ea) + 그라인더 + 먼지후드 + 플랜지 1 개 3560399
컵휠 4”+ 그라인더 + VC 40 청소기 콤보세트 컵휠(20ea) + 그라인더 + 먼지후드 + 플랜지 + VC 40 1 개 356336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랑 품번

VC 5-A22 무선 진공 청소기 VC 5-A22 1개 1 개 2187660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무선 진공 청소기 VC 5-A22

어플리케이션

● 표면 먼지 제거 및 간단한 드릴링 작업 후 청소

장점

●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작업 시 효율적인 작업 가능

● 두 가지 전원 모드 - Eco / Max version 

● 수동 필터 청소

● 흡입 및 

● 최대 2.5m 까지 연장 가능한 호스

기술 자료
용기 용량 3.5 L

먼지 용량 3 kg

흡입 용량 35 L/s

정격 입력 전압 330 w

치수 (길이x폭x높이) 380 x 222.5 x 284 mm

https://www.hilti.co.kr/c/CLS_CORDLESS_TOOLS_7123/CLS_CORDLESS_DUST_VACUUM_7123/CLS_CORDLESS_VACUUM_CLEANER_7123/r8029379?itemCode=218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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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TE DRS-D 1개 2191207

조인트 노즐 1개 2206015

어깨 끈 10개 2206017

먼지 용기 5개 2206200

먼지 용기 장착 클립 10개 2206203

먼지 배출 그릴 5개 2214621

드라이 필터 5개 2192229

HEPA 필터 1개 2192228

바닥 노즐 1개 2206016

필터 카트리지 1개 2206018

호스 고정 클립 1개 2206201

호스  1개 2213354

송풍용 악세사리 1개 221462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무선 진공 청소기 부속품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랑 품번

VC 20-U 230V 범용 진공 청소기 VC 20-U 230 V 1개 1 개 2215475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범용 진공 청소기 VC 20-U(M)

어플리케이션

● 드릴링, 슬리팅, 그라인딩, 절단 및 코어링 작업 시 발생한 먼지 제거

● 습식 코어링 및 청소 시 발생한 슬러리 제거

장점

● 일관된 흡입 성능을 보장하는 힐티 AirBoost 필터 기술

● 매우 작은 크기에 따른 손쉬운 취급

● 필터 교체 및 상부 호스 연결에 따른 탱크 용량의 활용 극대화

● 극한의 작업 환경을 견디는 강력한 하우징

● 손쉬운 먼지 제거가 가능한 새로운 탱크 기술

● 최대 총 먼지 부하: 25 kg

 

 

기술 자료
용기 용량 21 L

먼지 용량 23 kg

물 용량 13.5 L

가중 평균 방출음
음압 값1)

71dB (A)

호스 직경 36 mm

호스 길이  5000 mm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13 kg

치수 (길이x폭x높이) 505 x 380 x 500 mm

1) EN 60745 기준

https://www.hilti.co.kr/c/CLS_DUST_MGMT_VACUUM_CLEAN_7125/CLS_VACUUM_CLEANERS_ACCESSORIES_7125/CLS_VACUUM_CLEANERS_7125/r8842224?itemCode=221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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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Now

범용 진공 청소기 VC 40-U

어플리케이션

● 드릴링, 슬리팅, 그라인딩, 절단 및 코어링 작업 시 발생한 먼지 제거

● 습식 코어링 및 청소 시 발생한 슬러리 제거

장점

● 일관된 흡입 성능을 보장하는 힐티 AirBoost 필터 기술

● 매우 작은 크기에 따른 손쉬운 취급

● 필터 교체 및 상부 호스 연결에 따른 탱크 용량의 활용 극대화

● 극한의 작업 환경을 견디는 강력한 하우징

● 손쉬운 먼지 제거가 가능한 새로운 탱크 기술

● 최대 총 먼지 부하: 40 kg

주문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랑 품번

VC 40-U 230V 범용 진공 청소기 VC 40-U 230 V 1개 1 개 221547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기술 자료
용기 용량 36 L

먼지 용량 40 kg

물 용량 25 L

가중 평균 방출음
음압 값1)

71dB (A)

호스 직경 36 mm

호스 길이  5000 mm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14.8 kg

치수 (길이x폭x높이) 505 x 380 x 610 mm

1) EN 6074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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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코드 패키지 수랑 품번

액세서리 키트  VC 20/40 1 개 20442131)

어댑터 플레이트 VC 20/40 1 개 20442111)

먼지 주머니 VC 20 (10) 플라스틱
습식/건식 집진 용도

1 개 203854

먼지 주머니 VC 20 (5) 
목재 분진 집진 용도

10 개 203858

먼지 주머니 VC 40 (10) 플라스틱
습식/건식 집진 용도

5 개 2038521)

먼지 주머니 VC 40 (5) 
목재 분진 집진 용도

10 개 2038561)

먼지 주머니 VC 40 (5) PES
습식/건식 집진 용도

5 개 2038571)

필터 VC 20/40 dry
건식 먼지 여과 용도

5 개 2121386

필터 VC 20/40 범용
습식/건식 먼지 여과 용도

1 개 2121387

흡입호스 1 개 203867

VC20/40 호스커넥터(호스와 제품 연결) 1 개 2121565

PTFE필터 VC20/40 1 개 436058

HEPA필터 VC20/40 1 개 203879

손잡이 VC 20 1 개 20442141)

손잡이 VC 40 1 개 2047174

공구함 VC 20/40 1 개 2044212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진공 청소기 부속품



































https://www.hilti.co.kr/c/CLS_DUST_MGMT_VACUUM_CLEAN_7125/CLS_VACUUM_CLEANERS_ACCESSORIES_7125/CLS_VACUUM_CLEANERS_7125/r8842548?itemCode=2215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