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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및 파쇄

로터리 해머

콤비 해머

해머 드릴 비트

드릴링 및 파쇄

로터리 해머 TE 2-S 90p
로터리 해머 TE 2-M 91p

로터리 해머 TE 3-CL 92p
로터리 해머 TE 3-ML 93p

로터리 해머 TE 7-C 94p

콤비 해머 TE 30 96p
콤비 해머 TE 30-AVR 97p

충전 콤비햄머 TE 30-A36 98p
콤비 해머 TE 50-AVR 99p
콤비 해머 TE 60-AVR 100p

콤비 해머 TE 60-ATC/AVR 101p
충전 콤비햄머 TE 60-A36 102p

콤비 해머 TE 70-AVR 103p
콤비 해머 TE 70-ATC/AVR 104p

해머 드릴 비트 TE-CX 107p
해머 드릴 비트 세트 TE-CX 109p

인치 단위 해머 드릴 비트 TE-CX 109p
자동 설정 공구 HKD-TE-CX (장) 109p

스톱 드릴 비트 HKD-TE-CX-B 110p
해머 드릴 비트 TE-C 110p

해머 드릴 비트 세트 TE-C 111p
야드 단위 해머 드릴 비트 TE-C 111p

할로우 드릴 비트 TE-CD 112p
할로우 드릴 비트 TE-YD 113p

해머 드릴 비트 TE-CX 114p
해머 드릴 비트 TE-Y 115p

함마 코어 비트 TE-Y-BK 116p
벨 세입 비트 TE-Y GB 116p

드릴링 및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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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및 파쇄

브레이커

치즐

드릴링 및 파쇄

브레이커 TE 500-X G3 117p
브레이커 TE 700-AVR 118p
브레이커 TE 800-AVR 119p

브레이커 TE 1000-AVR 120p
브레이커 TE 2000-AVR 121p

다이아몬드 컵휠 130p
타일비트 131p

l

Cross Section TE 70-ATC AVR

 

효율적 윤활 및 밀봉을 
통해 향상된 내구성

자성 플러그와 강성 
기어를 통해 개선된 
신뢰성

유리섬유 강화 
폴리아미드 하우징

첨단 전자장치

작업 편의성 개선을 
위한 진동 감
해머링 구조

기어 박스에 내장된 
이중 챔버 윤활 시스템

안전 클러치: 큰 직 
천공을 위한 안전하고 
강력한 토크

공구 내부 온도 저감 -
공구 냉각을 통해 향상
된 신뢰성

 

단면 TE 70-ATC/AVR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설계

능동형 토크 제어 능동형 진동 감쇄 먼지 제거 시스템

안전은 소중합니다

힐티 콤비 해머
작업자 1명, 공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힐티 콤비 해머 시스템은 50년 동안 축적된 힐티의 공구 연구, 
개발 및 생산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입니다. 힐티는 힐티 제품
에 대한 최종 사용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비용 및 수명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양한 힐티 제품/서비스들을 즐겨 보세요.

힐티 콤비 해머는 사용자/응용 분야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부품들에 대한 

면밀한 설계와 최고 품질을 통해 당사가 추구해 온 최고의 중량 대비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차단에 따른 안전성 개선. 

ATC 센서는 예상치 못한 콤비 해머의 급

작스러운 회전을 감지합니다 (예. 드릴 비

트 고착). 갑작스러운 회전을 감지 시 기

어와 모터가 자동으로 바로 분리되어 전

동 공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최대 2/3 낮아진 진동.

AVR은 장기적인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공구 사용에 따른 피로도

가 낮기 때문에, 생산성 개선과 사용 시간 

연장을 보장합니다.

완벽한 먼지 제거.

먼지는 전동 공구와 부속품(드릴 비트, 치

즐 등)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공구 

성능과 작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

다. 힐티 DRS 먼지 제거 시스템은 먼지 

발생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힐티 콤비 해머의 최첨단 안전 기능은 “탁월한 내구성”과 함께 낮은 

고장률과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관련 요건이 염격한 현장에서 힐티

만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좁은 평형 치즐 TE-HX17 FM 123p
포인트 치즐 TE-HX17 SM 123p

좁은 평형 치즐 TE-H17 FM 123p
포인트 치즐 TE-H17 SM 123p

부싱 공구 헤드 TE-Y/S BH 124p
다짐판 TP-STP 124p

포인트 웨이브 치즐 TE-SX SM 125p
좁은 평형 웨이브 치즐 TE-SX FM 125p

넓은 평형 치즐 TE-SX SC 125p
범용 공구 섕크 TE-S SH 126p

뾰족 벽체 치즐 TE-SX SW 126p
좁은 평형 벽체 치즐 TE-SX FW 126p

뾰족 치즐 TE-CX SM 127p
좁은 평형 치즐 TE-CX FM 127p
넓은 평형 치즐 TE-CX SC 127p

뾰족 치즐 TE-YX SM 128p
좁은 평형 치즐 TE-YX FM 128p
넓은 평형 치즐 TE-YX SC 1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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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및 파쇄

=  =     =  = 

 로터리 및 콤비 해머 어플리케이션 및 공구 선택기

대략 50% 드릴링, 50% 치즐링 최상 간혈적대략 90% 드릴링, 10% 치즐링 

로터리 및 콤비 해머

와
트

 (
W

)

중
량

 (
kg

)

드
릴

링
 /

 치
즐

링
비

율

작
동

 방
향

드
릴

 비
트

 연
결

부 드릴링 대상 소재 앵커 구멍 / 관통 구멍 (직경 단위: mm)

고강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화강암/ 돌/
일반 벽돌

할로우 벽돌/
타일

목재/ 금속

4 5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5 38 40

TE 2-S 650 2.7 ■ ■ ■ ■
TE 2-M 650 2.9 ■ ■ ■ ■
TE 3-CL 850 3 ■ ■ ■ ■
TE 3-ML 850 3.1 ■ ■ ■ ■
TE 7-C 720 3.4 ■ ■ ■ ■
TE 30 1010 4.1 ■ ■ ■ ■
TE 30-AVR 1010 4.2 ■ ■ ■ ■
TE 50-AVR 1100 6.1 ■ ■ ■ ■
TE 60-AVR 1350 6.4 ■ ■ ■ ■
TE 70-AVR 1800 8.3 ■ ■ ■
TE 70-ATC/AVR 1800 9.5 ■ ■ ■

브레이커

와
트

 (
W

)

중
량

 (
kg

)

드
릴

링
 /

 치
즐

링
비

율

작
동

 방
향

드
릴

 비
트

 연
결

부 치즐링 대상 소재

고강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화강암/ 돌/
일반 벽돌

할로우 벽돌/
타일

TE 500-X G3 1250 4.8 ■ ■ ■
TE 700-AVR 1300 7.9 ■ ■
TE 800-AVR 1850 10.6 ■ ■
TE 1000-AVR 1750 12.5 ■ ■
TE 2000-AVR 2100 14.5 ■ ■

~10%

~10%

~10%

~20%

~30%

~4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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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및 파쇄

with TE-DRS-S Order Now

로터리 해머 TE 2-M

with TE-DRS-S

Order Now

로터리 해머 TE 2-S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돌 및 석재에 앵커 홀 천공 (권장 직경 범위 4 - 12 mm)

● 목재, 건식 벽체 패널 및 금속에 홀 천공

● 직경 범위: 목재 4 - 20 mm; 금속 0 - 13 mm; 원통 톱 25 - 68 mm

● 다공 벽돌, 타일 및 대리석에 앵커 구멍을 내기 위한 미세 해머링 

   (4 - 22 mm 직경 범위) 또는 소켓 절단기 (25 - 68 mm 직경 범위)

● 취약한 소재에 앵커 홀 천공 (예. 타일)

● 최대 직경 20 mm 비트나 최대 직경 68 mm 원통 톱으로 목재에 홀 천공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석재 및 자연석에 홀 천공; 직경 범위 4 - 22 mm

● 목재, 건식 벽체 패널, 타일 및 금속에 홀 천공

● 1차 기어 “직경 범위: 목재 10 - 20 mm; 금속 8 - 13 mm; 

   원통 톱 25 - 68 mm

● 2차 기어 직경 범위: 목재 4 - 10 mm; 금속 3 - 8 mm

● 목재에 홀 천공 (최대 직경: 비트 20 mm; 원통 톱 68 mm)

● 천공 작업 (최대 직경 범위: 경금속 3 - 13 mm; 판금 20 mm)

 

장점

● 강력한 모터와 효율적 냉각: 긴 수명 보장

● 견고하고 정격 부하가 높은 모터: 최대 신뢰성 보장

● 모터의 탁월한 부하 용량에 따른 높은 신뢰성

● 정밀 천공을 위한 전자 스위치

● 목재, 건식 벽체 패널 및 금속 천공을 위해 회전만 가능한 드릴링 모드

● 깊이 게이지가 장착된 회전 가능 측면 손잡이, 작업 중단용 잠금 버튼, 

   전진/후진 스위치

장점

● 강력한 모터와 효율적 냉각: 긴 수명 보장

● 탁월한 성능: 힐티 TE-C 해머 드릴 비트와의 완벽한 호환성

● 정밀 천공을 위한 전자 스위치

● 연성-섕크 드릴 비트를 통한 회전만 가능 소경/대경 천공 모드의 

   두 가지 속도 옵션 

● 깊이 게이지가 장착된 회전 가능 측면 손잡이, 작업 중단용 잠금 버튼, 

   전진/후진 스위치

● 삽입 공구와 호환 가능한 신속 분리 척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650 W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드릴링, 미세 해머 드릴링

최적 드릴링 직경 (콘크리트) 4 - 12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4 - 22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120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1.8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460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1)

13.5 m/s²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2.7 kg

치수 (길이x폭x높이) 352 x 89 x 203 mm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650 W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드릴링

최적 드릴링 직경 (콘크리트) 4 - 12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4 - 22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120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1.8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460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1)

13.5 m/s²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2.9 kg

치수 (길이x폭x높이) 360 x 89 x 203 mm

1) EN 60745-2-6 기준 1) EN 60745-2-6 기준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로터리 함마 TE 2-S 220V 케이스
1x 로터리 함마 TE 2-S 220V KOR
1x 공구 케이스 TE 2-S 어셈블리

228099

TE2-S 세트
1x 로터리 함마 TE 2-S 220V KOR
1x 공구 케이스 TE 2-S 어셈블리
1x 함마 드릴 비트 TE-CX 14/17

342557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로터리 함마 TE 2-M 220V 케이스
1x 로터리 함마 TE 2-M 220V KOR
1x 공구 케이스 TE 2-M 어셈블리

2100762

TE 2-M 퀵릴리즈 세트 1x 퀵릴리스 척 TE 2M/7C/7A/6A Li 352751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PLUS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PLUS_7124/r3683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PLUS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PLUS_7124/r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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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및 파쇄

Order Now Order Now

로터리 해머 TE 3-ML로터리 해머 TE 3-CL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 홀 천공

● 콘크리트/석재의 보수 치즐링 및 경량 채널 체이징

● 석재의 소켓 우묵부 절단

● (선택 품목) 비트 홀더로 나사 체결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 홀 천공

● 콘크리트/석재의 보수 치즐링 및 경량 채널 체이징

● (선택 품목) 신속 분리 척을 활용한 목재/강재 드릴링

● 석재의 소켓 우묵부 절단

● (선택 품목) 비트 홀더로 나사 체결

장점

● 다양한 용도의 삼중 모드 SDS 로터리 해머 (해머 드릴링, 

   회전만 가능 천공, 치즐링)

● 강력한 모터를 통해 최상의 성능과 과부하 보호 기능 제공

● 공구 수명 연장을 위해 능동 냉각 방식 힐티 Cooltec이 내장되어 있음

● 연속 치즐링을 위한 잠금 버튼

장점

● 다양한 용도의 삼중 모드 SDS 로터리 해머 (해머 드릴링, 

   회전만 가능 천공, 치즐링)

● 강력한 모터를 통해 최상의 성능과 과부하 보호 기능 제공

● 공구 수명 연장을 위해 능동 냉각 방식 힐티 Cooltec이 내장되어 있음

● 연속 치즐링을 위한 잠금 버튼

기술 자료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드릴링, 치즐링

최적 드릴링 직경 (콘크리트) 6 - 16 mm

해머 드릴링 직경 범위 5 - 28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120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2.1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486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1)

15.1 m/s²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3 kg

치수 (길이x폭x높이) 377 x 88 x 204 mm

기술 자료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드릴링, 치즐링

최적 드릴링 직경 (콘크리트) 6 - 16 mm

해머 드릴링 직경 범위 5 - 28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120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2.1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486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1)

15.1 m/s²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3.1 kg

치수 (길이x폭x높이) 377 x 88 x 204 mm

1) EN 60745-2-6 기준 1) EN 60745-2-6 기준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로터리 함마 TE 3-CL 220V 케이스
1x 로터리 함마 TE 3-CL 220V
1x 공구 케이스 TE 3-CL 어셈블리

2201968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로터리 함마 TE 3-ML 220V 케이스
1x 로터리 함마 TE 3-ML 220V
1x 퀵릴리스 척 어셈블리
1x 공구 케이스 TE 3-ML 어셈블리

2201969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PLUS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PLUS_7124/r6039196?itemCode=2201968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PLUS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PLUS_7124/r6038854?itemCode=220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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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및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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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신속 분리 척 13
목재/금속 천공

 1개 60208

척 스핀들 TE-C-BFH
TE-C(SDS Plus) 연결을 통해 척을 공구에 체결

 1개 60459

교환 척
SDS Plus 연결부가 포함된 TE-C/TE-CX 드릴 비트용 척

  1개 273118

신속 분리 척
최대 직경 13mm 연성 섕크가 포함된 삽입 공구 용도 (해머링 없음)

  1개 224119

열쇠형 척
목재/금속 천공

 1개 228434

네모꼴 척 TE-AC 1
콘크리트/석재 천공

 1개 272701

네모꼴 척 TE-AC 2
콘크리트/석재 천공

 1개 2126158

먼지 제거 시스템 TE DRS-M
추가 팬이 장착된 먼지 모듈, 필터가 장착된 덕트 용기, 깊이 게이지, 엔드 스톱, 
끼워맞춤 커플링 (판지 상자에 포장)

 1개 2267769

교환 척
SDS Plus 연결부가 포함된 TE-C/TE-CX 드릴 비트용 척

 1개 2123167

신속 분리 척
척이 포함된 힐티 로터리 해머용 무열쇠 신속 분리 척

 1개 212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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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with TE-DRS-S

Order Now

로터리 해머 TE 7-C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 홀 천공

● 콘크리트의 보수 치즐링 및 소형 채널 천공

● (선택 품목) 신속 분리 척을 활용한 간헐적 목재/강재 드릴링

● 통합형 먼지 제거 시스템(DRS-M)을 활용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콘크리트에 홀 천공

● 석재의 소켓 우묵부 절단

장점

● 장기 사용에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D-자형 그립

● 신뢰성 향상에 최적화된 설계

● DRS-M 먼지 제거 시스템에 기반한 먼지 없는 드릴링

   다용성과 사용성이 뛰어난 호환성 “TE-C Click” 척

● 높은 드릴링 성능
● 정밀 천공을 위한 전자 스위치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720 W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드릴링, 치즐링, 치즐 설정

최적 드릴링 직경 (콘크리트) 6 - 16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4 - 28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74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2.6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402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1)

17 m/s²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3.4 kg

치수 (길이x폭x높이) 343 x 86 x 215 mm

1) EN 60745-2-6 기준

로터리 해머 부속품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로터리 함마 TE 7-C 220V

1x 로터리 함마 TE 7-C 220V KOR
1x 척 어셈블리
1x 공구 케이스 TE 7-C 어셈블리
1x 힐티 윤활유

228064

TE7-C 세트

1x 로터리 함마 TE 7-C 220V KOR
1x 척 어셈블리
1x 공구 케이스 TE 7-C 어셈블리
1x 힐티 윤활유
1x 포인트 치즐 TE-CP SM 18
1x 함마 드릴 비트 TE-CX 14/17

3425577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PLUS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PLUS_7124/r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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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및 파쇄

패키지 구성

Order Now

Order Now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TE 30 220V TE 30, TE CX 14/17 358556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TE 30-AVR 220V TE30-AVR, TE CX 14/17, TE CP SM18 3584543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패키지 구성

콤비 해머 TE 30 콤비 해머 TE 30-AVR

어플리케이션

● 앵커 삽입을 위한 콘크리트 및 석재 천공 

   관통 홀을 천공함: 직경 범위 4-28 mm, 권장 직경 범위 10-20 mm

● 앵커 나사와 콘크리트 스크루 앵커 체결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에 앵커 천공 (허용 직경 범위 5 - 28 mm; 

   권장 범위 8 - 20 mm)

● 콘크리트, 돌 및 석재에 앵커 천공

   (허용 직경 범위 5-28 mm; 권장 직경 범위 12 - 20 mm)

● 벽돌/블록 경량 치즐링, 보수 치즐링, 콘크리트 마감

 
장점

● 높은 다용성: 콘크리트, 목재 및 금속 천공

● 매우 높은 출력 대비 가벼운 중량

● 강력한 척/모터와 견고한 케이싱 소재에 따른 긴 수명

● 작업 편의성에 최적화된 균형감, 저중량 및 소형 디자인 

장점

● 치즐링 기능이 탑재된 다용도 콤비 해머

● AVR(능동형 진동 감쇄)을 통해 공구 사용 피로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개선함

● TE-C 등급 (SDS plus) 최고의 출력 대비 중량 비율

● 탁월한 작업 편의성: 완벽한 균형감, 저중량, 소형 디자인 및 저진동

● 긴 수명을 위해 견고한 소재로 제작

● 별도의 공구 없이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척

기술 자료
정격 입력 1010 W

최적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0 - 20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4 - 28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110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3.6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4500 임팩트/분

치수 (길이x폭x높이) 361 x 113 x 225 mm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4.1 kg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010 W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드릴링, 치즐링, 치즐 설정

해머 드릴 비트 
(최적 직경 범위)

10 - 20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5 - 28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110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3.6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4500 임팩트/분

치즐링 예

치수 (길이x폭x높이) 371 x 113 x 225 mm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4.2 kg1) EN 60745-2-6 기준

1) EN 60745-2-6 기준

VC 20/40-U / VC 40-U-Y, TE-CD 또는 
TE-DRS-D

VC 20 / 40-U / VC 40-U-Y, 
TE-CD 또는 TE-DRS-S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PLUS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PLUS_7124/r6848760?itemCode=3585561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PLUS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PLUS_7124/r6848759?itemCode=3584543


9998

3

   3

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Order Now

충전 콤비햄머 TE30-A36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및 석재에 앵커 홀 및 관통 홀 드릴링, 직경 범위 4 - 28mm, 권장 
범위 10 - 20mm

● 철근 연결용 천공 작업, 직경 범위 4 - 28mm, 권장 범위 10 - 20mm

● 가벼운 치즐링

● 별도의 퀵릴리스 척을 사용하여 목재, 철재 및 기타 모재에 드릴링

● 별도의, 퀵릴리스 척을 사용하여 스크류 장착 및 분리

장점

●  ATC(Active Torque Control)는 드릴비트 끼임 시 공구 회전을 정지하여 작
업자 안전 확보

● 진동 감쇄 기능(AVR)으로 공구 사용 시 피로도 감소 - 일일 생산성 개선 지원

● 초고성능 및 뛰어난 시스템 효율성에 적합한 브러쉬리스 모터

● 퀵릴리스 척-한 손 비트 교환으로 빠르고 공구를 사용하지 않음

● 아주 견고한 척, 모터 부품 및 케이싱으로 수명 연장

기술 자료
EPTA-절차(2003년 1월자)에 
따른 무게

5.1 kg

최적 함마 드릴링 범위 10 - 20 mm

함마 드릴링 직경 범위 4 - 28 mm

단일 충격 에너지 3.6 J

함마 드릴링 RPM 850 rpm

전체 함마 작업 빈도 4500 impacts/minute

기능 ATC(능동형 토크 컨트롤), AVR(능동
형 진동 감쇄), 탈부착식 척, 역 모드, 깊
이 게이지

콘크리트 함마 드릴링에 대한 3축 
진동값 (ah,HD)

10.6 m/s²1)

먼지 제거기 시스템 사용 가능 TE DRS-D, TE DRS-S

1) EN 60745-2-6 기준

주문 코드 구성품 패키지 수량 품번

TE 30-A36 충전 콤비함마드릴 5.2 Ah 단품 TE 30-A36 충전 콤비함마드릴 5.2 Ah 단품 1개 2173218
B 36/5.2Ah 리튬 배터리(36V) B 36/5.2Ah 리튬 배터리(36V) 1개 2213180
배터리 충전기 C 4/36-350 (급속) 배터리 충전기 C 4/36-350 (급속) 1개 202899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TE 50-AVR 220V TE 50-AVR, TE YP SM36 358556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패키지 구성

콤비 해머 TE 50-AVR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석재 및 자연석에 천공 (허용 직경 범위 12-55 mm, 

   권장 직경 범위 16-32 mm)

● 석재/콘크리트의 초급/중급 치즐링

● 퍼커션 코어 비트로 석재에 관통부 천공

   (허용 직경 범위 45-150 mm, 권장 직경 범위 82 mm)

 

장점

● 매우 가벼운 다용도 TE-Y (SDS-max) 콤비 해머

● 매우 작은 고성능 공구

● 최대 작업 편의성/생산성을 위한 AVR (유효 진동 경감)

● 탁월한 견고성/내구성

● 탈부착식 전원 코드: 빠른 교체 가능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100 W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치즐링, 드릴링

최적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6 - 32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2 - 40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36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6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3510 임팩트/분

치수 (길이x폭x높이) 449 x 115 x 272 mm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6.1 kg

NEW

1) EN 60745-2-6 기준

VC 20 / 40-U / VC 40-U-Y, TE-YD 또는 
TE-DRS-Y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PLUS_7124/CLS_CORDLESS_ROTARY_HAMMERS_SDSPLUS_7124/r7492564?itemCode=2173218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MAX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MAX_7124/r4902202?itemCode=358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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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Order Now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TE 60-AVR 230V TE60-AVR, TE YP SM36 3576478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패키지 구성

콤비 해머 TE 60-AVR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에 앵커/관통 천공 (권장 직경 범위 18-40 mm)

● TE-Y-BK 코어 비트로 석재/콘크리트 코어 작업 

   (최대 직경 122mm)

● 파쇄 작업

 
장점

● 매우 높은 성능 대비 중량 비율

● 최대 작업 편의성/생산성을 위한 AVR (유효 진동 경감)

● 수명 연장에 최적화된 견고성

● 대경 천공에 최적화된 성능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350W

작업 모드 치즐 설정, 치즐링, 해머 드릴링

최적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8 - 40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2 - 40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34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7.8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330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   

9.6 m/s²

치즐링 기능 예

치수 (길이x폭x높이) 486 x 115 x 273 mm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6.4 kg

1) EN 60745-2-6 기준

VC 20 / 40-U / VC 40-U-Y, TE-YD 또는 
TE-DRS-Y

Order Now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TE 60-ATC/AVR 220V TE60-AVR, TE YP SM36 357642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콤비 해머 TE 60-ATC/AVR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에 앵커/관통 천공 (권장 직경 범위 18-40 mm)

● TE-Y-BK 코어 비트로 석재/콘크리트 코어 작업 

   (최대 직경 122mm)

● 파쇄 작업

 
장점

● 매우 높은 성능 대비 중량 비율

● 최대 작업 편의성/생산성을 위한 AVR (유효 진동 경감)

● 수명 연장에 최적화된 견고성

● 대경 천공에 최적화된 성능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350W

작업 모드 치즐 설정, 치즐링, 해머 드릴링

최적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8 - 40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2 - 40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34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7.8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330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   

9.7 m/s²

치즐링 기능 예

치수 (길이x폭x높이) 486 x 115 x 273 mm

EPTA 기준 중량 6.4 kg

NEW

1) EN 60745-2-6 기준

VC 20 / 40-U / VC 40-U-Y, TE-YD 또는 
TE-DRS-Y

패키지 구성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MAX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MAX_7124/r5715159?itemCode=3576478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MAX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MAX_7124/r5731031?itemCode=357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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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TE 70-AVR 220V TE 70-AVR 220V, TE YP SM36 352371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콤비 해머 TE 70-AVR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석재 및 자연석에 홀 천공 (직경 범위 12 - 150 mm)

● 상급 앵커용 홀 천공 (직경 20 - 40 mm)

● 끝이 뾰족한 평형 치즐을 활용한 천공 및 분쇄

● 목재/강재의 고회전 홀 천공

● 드릴 비트로 콘크리트, 석재 및 자연석에 홀 천공 (직경 범위 1/2” - 6”)

● 상급 앵커용 홀 천공 (직경 3/4” - 1 3/4”)

 

장점

● 드릴링 성능 향상을 위한 고속 회전 (360 rpm) 

● 최대 토크 전달에 최적화된 클러치 장치

● 유효 진동 경감(AVR) 시스템의 낮은 접점 압력과 낮은 

   진동에 따른 최대 사용자 편의성

● 최상의 균형을 위해 손잡이에 가까운 무게 중심

● 강도/수명 최대화를 위한 유리섬유 강화 케이싱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800 W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드릴링, 치즐링, 치즐 설정

해머 드릴 비트 (최적
직경 드릴링 직경 범위)   

20 - 40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2 - 40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36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11.5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276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1) 

10 m/s²

치즐링 기능 예

치수 (길이x폭x높이) 540 x 125 x 305 mm

EPTA 기준 중량 8.3  kg

1) EN 60745-2-6 기준

VC 20 / 40-U / VC 40-U-Y, TE-YD 또는 
TE-DRS-Y

Order Now

패키지 구성

충전 콤비햄머 TE60-A36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및 석재에 앵커 홀 및 관통 홀 드릴링(권장하는 직경 범위 
18-80mm)

●  중간 정도의 파쇄 작업

●  조적 및 콘크리트에 최대 122mm 직경까지 TE-Y BK 코어 비트로 코어링

●  조적에 122mm 직경까지 옵션 DD-TE-Y-DR 어댑터 및 DD-Y PCM 코
어 비트로 코어링

●  조적에 122mm 직경까지 옵션 DD-TE-Y-DR 어댑터 및 DD-Y PCM 코
어 비트로 코어링

 
장점

●   ATC(Active Torque Control)는 드릴비트 끼임 시 공구 회전을 정지하여 작
업자 안전 확보

●  능동형 진동 감쇄 장치(AVR)로 공구 사용 시 피로도 감소-일일 생산성을 높
이는 데 도움

●  고효율 브러쉬리스 모터 장착으로 대단히 높은 성능 및 최상의 시스템 효율
성 발휘

● 다양한 드릴링 및 치즐링 시공을 위한 다목적

● DRS-Y 먼지 제거 시스템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세 먼지를 95%까지 집진

기술 자료
EPTA-절차(2003년 1월자)에 
따른 무게

8.1 kg

최적 함마 드릴링 범위 18 - 40 mm

함마 드릴링 직경 범위 12 - 40 mm

정격 전압 36V

단일 충격 에너지 8.1 J

함마 드릴링 RPM 340 rpm

전체 함마 작업 빈도 3300 impacts/minute

기능 ATC(능동형 토크 컨트롤), AVR(능동형 
진동 감쇄), 치즐링, 파워 감소

콘크리트 함마 드릴링에 대한 3축 
진동값 (ah,HD)

9.1 m/s²1)

먼지 제거기 시스템 사용 가능 TE DRS-Y, TE DRS-D

1) EN 60745-2-6 기준

주문 코드 구성품 패키지 수량 품번

TE 60-A36 충전 콤비함마드릴 9.0 Ah 단품 TE 60-A36 충전 콤비함마드릴 9.0 Ah 단품 1개 2191222
B 36/9.0Ah 리튬 배터리(36V) B 36/9.0Ah 리튬 배터리(36V) 1개 2183172
배터리 충전기 C 4/36-350 (급속) 배터리 충전기 C 4/36-350 (급속) 1개 202899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MAX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MAX_7124/r1021413?itemCode=3523716
https://www.hilti.co.kr/c/CLS_CORDLESS_TOOLS_7123/CLS_CORDLESS_RTR_HAMMER_MAX_7123/r8377057?itemCode=2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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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Order Now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TE 70-ATC/AVR 220V TE 70-ATC/AVR 220V, TE YP SM 36 3523718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콤비 해머 TE 70-ATC/AVR

어플리케이션

● 드릴 비트로 콘크리트, 석재 및 자연석에 홀 천공 (직경 범위 12 - 150 mm)

● 상급 앵커용 홀 천공 (직경 20 - 40 mm)

● 끝이 뾰족한 평형 치즐을 활용한 천공 및 분쇄

● 목재/강재의 고회전 홀 천공

● 드릴 비트로 콘크리트, 석재 및 자연석에 홀 천공 (직경 범위 1/2” - 6”)

● 상급 앵커용 홀 천공 (직경 3/4” - 1 3/4”)

 

장점

● 최대 드릴링 성능을 위한 고속 회전 (360 rpm)

● 최대 토크 전달에 최적화된 클러치 장치

● 최상의 균형을 위해 손잡이에 가까운 무게 중심

● 차별화된 유효 토크 제어(ATC) 기술을 통해 비트가 꼬이거나 하우징이 과하게 

   회전하면 바로 모터를 정지시킴 (콤비 해머의 급속 회전 방지)

● 강도/수명 최대화를 위한 유리섬유 강화 하우징

● 유효 진동 경감(AVR) 시스템의 낮은 접점 압력과 낮은 진동에 따른 

   최대 사용자 편의성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800 W

작업 모드 해머 드릴링, 드릴링, 치즐링, 치즐 설정

해머 드릴 비트 (최적
직경 드릴링 직경 범위)   

20 - 40 mm

드릴링 직경 범위
(해머 드릴 비트)  

12 - 40 mm

회전 속도 기어 1 (무부하) 360 rpm

단일 충격 에너지 11.5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2760 임팩트/분

삼축 진동 값 (콘크리트 대상 
해머 드릴링 용도) (ah,HD)1) 

10 m/s²

치즐링 기능 예

치수 (길이x폭x높이) 540 x 125 x 324 mm

EPTA 기준 중량 9.5 kg

1) EN 60745-2-6 기준

VC 20 / 40-U / VC 40-U-Y, TE-YD 또는 
TE-DRS-Y





TE
 3

0-
AV

R

콤비 해머 부속품

먼지 제거 시스템 TE-DRS-Y

먼지 제거 시스템 TE-DRS-S

전원 코드 TE 50-AVR 110V 4m

전원 코드 TE 50-AVR 230V 4m

열쇠형 척

신속 분리 척 13

신속 분리 척 TE 16/TE 30

척 TE-C Click

척 스핀들 TE-Y-BFH

어댑터 TE-FY-BA-C 

어댑터 TE-FY-AD

드릴 비트 익스텐션 TE-FY-E35

드릴 비트 익스텐션 TE-FY-E60

드릴 비트 익스텐션 TE-FY-E85

깊이 게이지 TE 70/TE 80

깊이 게이지 TE TA 70/80.3

 범용 진공 청소기 VC 20-U 230V

범용 진공 청소기 VC 40-U 230V

주문 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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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패키지 구성

2215475

2215474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ROTARY_HAMMERS_SDSMAX_7124/CLS_CORDED_ROTARY_HAMMERS_SDSMAX_7124/r1021424?itemCode=3523718


107106

3

   3

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해머 드릴 비트 TE-YX / TE-Y
케미컬 앵커, 후설치 철근 연결부, 중급/상급 앵커 및 관통 
구멍에 대해 Ø 12–40 mm로 홀을 천공합니다:

● 솔리드 카바이드와 4개의 절단 에지 
(TE-YX 12-32mm)

● 솔리드 카바이드와 6개의 절단 에지 
(TE-YX 35-40mm)

● 카바이드 플레이트 팁과 2개의 절단 에지 (TE-Y)

● 4-방향 나사선 (TE-YX) / 2-방향 나사선 (TE-Y)

할로우 드릴 비트 TE-YD
케미컬 앵커 및 후설치 철근 연결부에 대해 Ø 16-32 
mm/최대 작동 길이 1 m로 홀을 천공합니다. TE-YD 할
로우 드릴 비트의 자동 청소 기능 덕분에 다음 천공 작업을 
위한 청소가 필요 없습니다:

● 튜브에 완전히 내장된 카바이드 헤드.

● 먼지 제거용 할로우 튜브.

● 진공 청소기 연결용 적색 어댑터.

함마 코어 비트 TE-Y BK
비강화 콘크리트 및 석재의 건식 코어링 
(Ø 45-150 mm) 및 소켓 절단:

● 경쟁사 대비 30% 긴 수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디자인.

● 효율적인 코어 처리에 최적화된 
카바이드 위치

● DRS 시스템 기반의 무진 드릴링.

벨 세입 비트 TE-Y GB
비강화 콘크리트 및 석재의 효과적인 관통 
구멍 드릴링 (Ø 40-80 mm):

● 카바이드 팁 링 절단 헤드
(센터링 핀 내장).

● 전체 작동 길이를 수용하는 나사선.

● 손쉬운 정비를 위한 이중 구조.

다각형 치즐 TE-Y
다각형 치즐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쇄, 보수 치즐링, 
천공,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표면 마감 등):

● 자동 연삭 효과.

● 들러붙음 감소 및 파괴 효과 개선.

● 고무 컵: 먼지로부터 공구 척을
보호합니다.

Count on Hilti.

Scule + Accesorii Hilti.

.

Count on Hilti.

최고의 성능
부품들의 단순 조립 그 이상

힐티 전동 공구들은 치밀한 계획 하에 개발되어 호환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사용기간과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해머 드릴 비트 TE-CX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품번 (1개) 품번 (8개) 품번 (16개) 품번 (32개) 품번 (50개)

TE-CX 5/12 5 mm 50 mm 120 mm 433782 2021990 2022022 2022041 410117

TE-CX 5/15 5 mm 80 mm 150 mm 433784 2021991 2022023 2022042

TE-CX 5/17 5 mm 100 mm 170 mm 433786 2021992 -

TE-CX 5/22 5 mm 150 mm 220 mm 433787 2021993

TE-CX 5.5/12 5 mm 50 mm 120 mm 2021994

TE-CX 5.5/15 5 mm 80 mm 150 mm 2021995

TE-CX 5.5/17 5 mm 100 mm 170 mm 2021996

TE-CX 6/12 6 mm 50 mm 120 mm 433788 2021997 2022026 2022044 2004647

TE-CX 6/17 6 mm 100 mm 170 mm 433789 2021998 2022027 2022045 410118

TE-CX 6/22 6 mm 150 mm 220 mm 433790 2021999 2022028 2022046

TE-CX 6/27 6 mm 200 mm 270 mm 433791 2022000 2022029 2025824

TE-CX 6/32 6 mm 250 mm 320 mm 409172 - -

TE-CX 6/51 6 mm 440 mm 510 mm 409173 - -

TE-CX 7/17 7 mm 100 mm 170 mm 409174 - -

TE-CX 8/12 8 mm 50 mm 120 mm 409175 - -

TE-CX 8/17 8 mm 100 mm 170 mm 409176 2022003 - 2022049 410119

TE-CX 8/22 8 mm 150 mm 220 mm 409177 2022004 2022033 2022050 2004648

TE-CX 8/27 8 mm 200 mm 270 mm 409178 2022005 2022034 2022051 2004649

TE-CX 8/32 8 mm 250 mm 320 mm 409179 - -

TE-CX 8/37 8 mm 300 mm 370 mm 409180 - - 2031530

TE-CX 8/47 8 mm 400 mm 470 mm 409181 - -

TE-CX 8/61 8 mm 540 mm 610 mm 409182 - -

TE-CX 8/90 8 mm 830 mm 900 mm 21310261 - -

TE-CX 8/123 8 mm 1160 mm 1230 mm 21310271 - -

TE-CX 8.5 8.5 mm 100 mm 170 mm 409183 - -

TE-CX 8.5 8.5 mm 150 mm 220 mm 409184 2022007 -

TE-CX 9/17 9 mm 100 mm 170 mm 409185 - -

TE-CX 9/22 9 mm 150 mm 220 mm 409186 - -

TE-CX 10/12 10 mm 50 mm 120 mm 409187 - -

TE-CX 10/17 10 mm 100 mm 170 mm 409188 2022008 2022052 410120

TE-CX 10/22 10 mm 150 mm 220 mm 409189 2022009 2022036 2022053 2005000

TE-CX 10/27 10 mm 200 mm 270 mm 409190 2022010 2022037 2022054 2005001

TE-CX 10/37 10 mm 300 mm 370 mm 409191 - - 2031531

TE-CX 10/47 10 mm 400 mm 470 mm 409192 - -

TE-CX 10/61 10 mm 540 mm 610 mm 409193 - -

TE-CX 10/90 10 mm 830 mm 900 mm 21310281 - -

TE-CX 10/125 10 mm 1180 mm 1250 mm 21310291 - -

TE-CX 10.5 10.5 mm 100 mm 170 mm 409194 2022011 -

TE-CX 10.5 10.5 mm 400 mm 470 mm

TE-CX 11/22 11 mm 150 mm 220 mm 409195 - -

TE-CX 12/12 12 mm 50 mm 120 mm 409196 - -

TE-CX 12/17 12 mm 100 mm 170 mm 409197 2022012 2022038 2022055 410121

TE-CX 12/22 12 mm 150 mm 220 mm 409198 2022013 2022056 200500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
혁신적 X 형상의 절단 에지 4개를 갖고 있는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를 통해 최상의 천공 특성을 보장하고 철근 상의 둘러붙음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모 표시
헤드 상의 앵커 적합성 지시기를 통해 적절한 앵커 
설치를보장할 수 있습니다 - 마모 표시가 보이면 천공 홀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파손이 발생했을 때 
마모 표시가 보일 경우, 드릴 비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4개의 카바이드 절단 에지가 각각 고유의 나선 홈을 갖고 
있어서 효율적 먼지/파편 제거와 신속한 드릴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강화/비강화 콘크리트 금속 앵커용 홀 천공

● 후설치 철근 연결부에 홀 천공

● 파이프/케이블에 관통 홀 천공

장점

● 마모가 적고 더 많은 앵커 구멍들을 정확히 낼 수 있는 신규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

● 헤드 상의 표시: 앵커 설치 적합성 확인

● 카바이드 절단 에지 4개가 포함된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 

   (소재 제거에 최적화된 혁신적 X-형상)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AMMER_DRILL_BITS_7126/r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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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주문 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TE-CX (6) M1 세트 TE-CX 5/12 1개, TE-CX 6/17 2개, TE-CX 8/17 1개, TE-CX 10/17 1개, TE-CX 12/17 1개 1 개 411214

TE-CX (6) M2 세트 TE-CX 6/17 2개, TE-CX 8/17 2개, TE-CX 10/17 2개 1 개 436095

TE-CX (6) M9 세트 TE-CX 10/17 2개, TE-CX 12/17 2개, TE-CX 16/17 2개 1 개 43609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인치 단위 해머 드릴 비트 TE-CX

어플리케이션

● 강화/비강화 콘크리트 금속 앵커용 홀 천공

어플리케이션

● 강화/비강화 콘크리트에 앵커 홀 천공

● 후설치 철근 연결부에 홀 천공

장점

● 마모가 적고 더 많은 앵커 구멍들을 정확히 낼 수 있는 

   신규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

장점

● 헤드 상의 앵커 적합성 표시기를 통해 적절한 앵커 설치 보장 

   - 마모 표시가 보이면 해당 구멍은 적절

●  혹시라도 파손될 경우, 나사선 상에 마모 표시가 보이면 드릴 비트 
교체를 고려해야 함

●  소재 제거에 최적화된 카바이드 절단 에지 네 곳과 혁신적 X-형상
을 갖춘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품번 (1개) 품번 (8개)

TE-CX 1/4”-6” 6.35 mm 102 mm 152 mm 435000 2025906

TE-CX 3/8”-6” 9.525 mm 102 mm 152 mm 435006 2025909

TE-CX 1/2”-6” 12.7 mm 102 mm 152 mm 435012 2025920

TE-CX 1/2”-12” 12.7 mm 241 mm 305 mm 435013 -

TE-CX 26/27, 1”-10” 25.4 mm 200 mm 254 mm 421979 -

TE-CX 26/48, 1”-18” 25.4 mm 400 mm 457 mm 421980 -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해머 드릴 비트 세트 TE-CX

어플리케이션

● 파이프, 통풍관 및 달반자 체결용 힐티 HKD 드롭인 앵커(단)을 설치함

장점

● 공구 하나로 천공 및 설치 모두 가능

자동 설정 공구 HKD-TE-CX (장)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8개)

HKD-TE-CX M8 5/16x30 10 mm 33 mm 169 mm 1 개 2112619

HKD-TE-CX M10 3/8x30 12 mm 44 mm 191 mm 1 개 2112751

HKD-TE-CX M10 3/8x40 12 mm 44 mm 191 mm 1 개 2112752

HKD-TE-CX M12x50 ø15 15 mm 55 mm 238 mm 1 개 2112753

HKD-TE-CX M12 1/2x50 ø16 16 mm 55 mm 238 mm 1 개 211275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품번 (1개) 품번 (8개) 품번 (16개) 품번 (32개) 품번 (50개)

TE-CX 12/27 12 mm 200 mm 270 mm 409199 2022014 2022040 2022293

TE-CX 12/37 12 mm 300 mm 370 mm 409200 - -

TE-CX 12/47 12 mm 400 mm 470 mm 409201 - -

TE-CX 12/61 12 mm 540 mm 610 mm 409202 - -

TE-CX 12/90 12 mm 830 mm 900 mm 21311301 2022015 -

TE-CX 12/100 12 mm 930 mm 1000 mm

TE-CX 12/125 12 mm 1180 mm 1250 mm 21311311 - -

TE-CX 12.5 12.5 mm 100 mm 170 mm 409203 2022015 -

TE-CX 12.5 12.5 mm 150 mm 220 mm 409204

TE-CX 14/17 14 mm 100 mm 170 mm 409205 2022016

TE-CX 14/22 14 mm 150 mm 220 mm 409206 2022017

TE-CX 14/27 14 mm 200 mm 270 mm 409207 2022018

TE-CX 14/37 14 mm 300 mm 370 mm 409208

TE-CX 14/47 14 mm 400 mm 470 mm 409209

TE-CX 14/61 14 mm 540 mm 610 mm 409210

TE-CX 14/90 14 mm 830 mm 900 mm 2131132 - -

TE-CX 14/126 14 mm 1190 mm 1260 mm 2131133 - -

TE-CX 15/17 15 mm 100 mm 170 mm 409211 - -

TE-CX 15/27 15 mm 200 mm 270 mm 409212 - -

TE-CX 15/47 15 mm 400 mm 470 mm 409213 - -

TE-CX 16/17 16 mm 100 mm 170 mm 409214 2022019 -

TE-CX 16/22 16 mm 150 mm 220 mm 409215 2022020

TE-CX 16/27 16 mm 200 mm 270 mm 409216 2022021

TE-CX 16/47 16 mm 300 mm 370 mm 409217

TE-CX 16/61 16 mm 400 mm 470 mm 409218

TE-CX 16/90 16 mm 540 mm 610 mm 21311341 - -

TE-CX 16/128 16 mm 1210 mm 1280 mm 21311351 - -

TE-CX 17/22 17 mm 150 mm 220 mm 409219 - -

TE-CX 18/22 18 mm 150 mm 220 mm 421956 - -

TE-CX 18/32 18 mm 250 mm 320 mm 421960 - -

TE-CX 18/48 18 mm 410 mm 480 mm 421961 - -

TE-CX 18/61 18 mm 400 mm 470 mm 2206748 - -

TE-CX 18/90 18 mm 830 mm 900 mm 427815 - -

TE-CX 18/130 18 mm 1230 mm 1300 mm

TE-CX 20/22 20 mm 150 mm 220 mm 421963 - -

TE-CX 20/32 20 mm 250 mm 320 mm 421965 - -

TE-CX 20/48 20 mm 410 mm 480 mm 421966 - -

TE-CX 20/90 20 mm 540 mm 900 mm 427816 - -

TE-CX 22/27 22 mm 200 mm 270 mm 421968 - -

TE-CX 22/48 22 mm 410 mm 480 mm 421969 - -

TE-CX 24/27 24 mm 200 mm 270 mm 421971 - -

TE-CX 24/62 24 mm 550 mm 620 mm 427817 - -

TE-CX 25/27 25 mm 200 mm 270 mm 421977 - -

TE-CX 25/48 25 mm 410 mm 480 mm 422660 - -

TE-CX 28/27 28 mm 200 mm 270 mm 421981 - -

TE-CX 28/48 28 mm 410 mm 480 mm 421983 - -

TE-CX 1/4"-6" 6.35 mm 102 mm 152 mm - 2025906

TE-CX 1/4"-8" 6.35 mm 140 mm 203 mm - 2025907

TE-CX 1/2"-6" MP8 12.7 mm 102 mm 152 mm - 2025920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AMMER_DRILL_BITS_7126/r4430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AMMER_DRILL_BITS_7126/r5225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ANCHOR_SETTING_TOOLS_AND_ACC_7126/r4858419?itemCode=2112751


111110

3

   3

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품번 (1개) 품번 (8개)

TE-C 4/11 4 mm 50 mm 160 mm 2224249

TE-C 4.3/11 4.3 mm 50 mm 160 mm 2224250

TE-C 4.5/11 4.5 mm 50 mm 160 mm 2224251

TE-C 5/11 5 mm 50 mm 160 mm 2224252 2224241

TE-C 5/16 5 mm 100 mm 160 mm 2224212 2224281

TE-C 5/26 5 mm 200 mm 260 mm 2224213

TE-C 5.5/16 5.5 mm 100 mm 160 mm 2224214 2224266

TE-C 6/11 6 mm 50 mm 110 mm 2224215 2224282

TE-C 6/16 6 mm 100 mm 160 mm 2224216 2224283

TE-C 6/21 6 mm 150 mm 210 mm 2224217 2224284

TE-C 6/31 6 mm 250 mm 310 mm 2224218 2224285

TE-C 6.5/11 6.5 mm 50 mm 110 mm 2224219 -

TE-C 6.5/16 6.5 mm 100 mm 160 mm 2224220 2224286

TE-C 6.5/21 6.5 mm 150 mm 210 mm 2224221 2224287

TE-C 6.5/31 6.5 mm 250 mm 310 mm 2224222 2224288

TE-C 7/16 7 mm 100 mm 160 mm 2224223 2224289

TE-C 8/11 8 mm 50 mm 110 mm 2224224 2224290

TE-C 8/16 8 mm 100 mm 160 mm 2224225 2224291

TE-C 8/21 8 mm 150 mm 210 mm 2224226 2224292

TE-C 8/31 8 mm 250 mm 310 mm 2224227 2224293

TE-C 9/21 9 mm 150 mm 210 mm 2224228

TE-C 10/11 10 mm 50 mm 110 mm 2224229

TE-C 10/16 10 mm 100 mm 160 mm 2224230 2224242

TE-C 10/21 10 mm 150 mm 210 mm 2224231 2224243

TE-C 10/31 10 mm 250 mm 310 mm 2224232 2224244

TE-C 10/36 10 mm 300 mm 360 mm 2224233

TE-C 10/46 10 mm 400 mm 460 mm 2224234

TE-C 10.5/16 10.5 mm 100 mm 160 mm 2224235 2224245

TE-C 10.5/31 10.5 mm 250 mm 310 mm 222423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품번 (1개) 품번 (8개)

TE-C 12/16 12 mm 100 mm 160 mm 2224253 2224246

TE-C 12/21 12 mm 150 mm 210 mm 2224254 2224294

TE-C 12/31 12 mm 250 mm 310 mm 2224255 2224295

TE-C 12/36 12 mm 300 mm 360 mm 2224256

TE-C 12/45 12 mm 390mm 450 mm 2224033

TE-C 12.5/16 12.5 mm 100 mm 160 mm 2224034 2224296

TE-C 12.7/16 12.7 mm 100 mm 160 mm 2224035

TE-C 14/16 14 mm 100 mm 160 mm 2224257 2224247

TE-C 14/21 14 mm 150 mm 210 mm 2224258

TE-C 14/31 14 mm 250 mm 310 mm 2224259

TE-C 14/36 14 mm 300 mm 360 mm 2224260

TE-C 14/46 14 mm 400 mm 460 mm 2224261

TE-C 15/16 15 mm 100 mm 160 mm 2224262

TE-C 16/16 16 mm 100 mm 160 mm 2224263

TE-C 16/21 16 mm 150 mm 210 mm 2224264

TE-C 16/31 16 mm 250 mm 310 mm 2224265

TE-C 16/46 16 mm 400 mm 460 mm 2224237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해머 드릴 비트 세트 TE-C

주문 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TE-C (6) M1 키트 TE-C 5/12 1개, TE-C 6/17 2개, TE-C 8/17 1개, TE-C 10/17 1개, TE-C 12/17 1개 1 개 203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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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Order Now

Order Now

관련 제품 및 해당 페이지

공구 98-102

해머 드릴 비트 TE-C

야드 단위 해머 드릴 비트 TE-C

어플리케이션

● 금속 및 플라스틱 앵커용 홀 천공

어플리케이션

● 금속 및 플라스틱 앵커용 홀 천공

어플리케이션

● 금속 및 플라스틱 앵커용 홀 천공

장점

● 직접 나선형 변환을 통해 빠르고 일관된 드릴링 작업이 가능한 절단 에지 두 곳

● 수명 연장에 최적화된 선단 형상 및 나선형 변환

● 다양한 초급 전동 공구들과 호환

장점

● 직접 나선형 변환을 통해 빠르고 일관된 드릴링 작업이 가능한 절단 에지 두 곳

● 수명 연장에 최적화된 선단 형상 및 나선형 변환

● 먼지 제거 및 수명 연장에 최적화된 넓은 스레드 로드

장점

● 빠르고 안정적인 나사선 직접 타정을 위한 2개의 절단 에지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품번 (1개)

TE-C 1/4”-4” 6.35 mm 50 mm 102 mm 2038072

TE-C 1/4”-6” 6.35 mm 100 mm 152 mm 2038073

TE-C 1/2”-6” 12.7 mm 100 mm 152 mm 2038080

TE-C 1/2”-12” 12.7 mm 240 mm 305 mm 203808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스톱 드릴 비트 HKD-TE-CX-B

주문 코드 직경 패키지 수량 품번 (8개)

스톱 드릴 비트 TE-CX-HKD-B 8/27 8 mm 1 개 433771

스톱 드릴 비트 TE-CX-HKD-B 10/33 10 mm 1 개 433773

스톱 드릴 비트 TE-CX-HKD-B 12/33 12 mm 1 개 433776

스톱 드릴 비트 TE-CX-HKD-B 12/44 12 mm 1 개 433777

스톱 드릴 비트 TE-CX-HKD-B 15/55 15 mm 1 개 433779

스톱 드릴 비트 HDI-P 3/8” 12.7 mm 1 개 2112769

스톱 드릴 비트 HDI-P 1/2” 15.875 mm 1 개 211277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AMMER_DRILL_BITS_7126/r5440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AMMER_DRILL_BITS_7126/r4430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AMMER_DRILL_BITS_7126/r5444
https://www.hilti.co.kr/c/CLS_FASTENER_7135/CLS_ACCESSORIES_TESTERS_7135/CLS_STOP_DRILL_BITS_7135/r4858424?itemCode=2112757
https://www.hilti.com.hk/cordless-systems/inserts/hammer-drill-bits-%28sds%29/r485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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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품번 (1개) 품번 (8개)

TE-CD 12/33 12 mm 200 mm 330 mm 1 개 2018940

TE-CD 14/37 14 mm 240 mm 370 mm 1 개 2018942

TE-CD 16/37 16 mm 240 mm 370 mm 1 개 2018945

TE-CD 18/37 18 mm 240 mm 370 mm 1 개 201894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할로우 해머 드릴 비트 할로우 드릴 비트 TE-YD

할로우 드릴 비트 TE-CD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구조강 연결부의 앵커링용 홀 천공 (예. 강관, 강재 등)

● 후설치 철근 연결용 홀 천공

● 보조 철골 구조의 앵커링용 홀 천공 (예. 계단, 강재 레저 등)

● 후설치 철근을 사용한 구조물 보수를 위한 홀 천공

● 잘못 배치되었거나 누락된 철근 교체를 위한 홀 천공

● 철책/차단벽의 앵커링용 홀 천공

장점

● 한번에 드릴링 및 보어 홀 세척 가능

● 일관된 앵커 설치에 최적화된 보어 홀 세척

● TE-YX 및 TE-CX 드릴 비트와 동일한 견고성, 수명 및 속도

● 철근 천공 시 끈적거림이나 들러붙음이 거의 없음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함마 드릴 비트 TE-YD 16/59 16 mm 400 mm 590 mm 1 개 2018956
함마 드릴 비트 TE-YD 16/89 16 mm 700 mm 890 mm 1 개 2078822
함마 드릴 비트 TE-YD 16/119 16 mm 1000 mm 1190 mm 1 개 2078823
함마 드릴 비트 TE-YD 18/59 18 mm 400 mm 590 mm 1 개 2018957
함마 드릴 비트 TE-YD 18/89 18 mm 700 mm 890 mm 1 개 2078826
함마 드릴 비트 TE-YD 18/119 18 mm 1000 mm 1190 mm 1 개 2078827
함마 드릴 비트 TE-YD 20/59 20 mm 400 mm 590 mm 1 개 2018959
함마 드릴 비트 TE-YD 20/89 20 mm 700 mm 890 mm 1 개 2078870
함마 드릴 비트 TE-YD 20/119 20 mm 1000 mm 1190 mm 1 개 2078871
함마 드릴 비트 TE-YD 22/59 22 mm 400 mm 590 mm 1 개 2018960
함마 드릴 비트 TE-YD 22/89 22 mm 700 mm 890 mm 1 개 2078872
함마 드릴 비트 TE-YD 22/119 22 mm 1000 mm 1190 mm 1 개 2078873
함마 드릴 비트 TE-YD 24/59 24 mm 400 mm 590 mm 1 개 2104721
함마 드릴 비트 TE-YD 25/59 25 mm 400 mm 590 mm 1 개 2018962
함마 드릴 비트 TE-YD 25/89 25 mm 700 mm 890 mm 1 개 2078876
함마 드릴 비트 TE-YD 25/119 25 mm 1000 mm 1190 mm 1 개 2078877
함마 드릴 비트 TE-YD 28/59 28 mm 400 mm 590 mm 1 개 2018964
함마 드릴 비트 TE-YD 28/89 28 mm 700 mm 890 mm 1 개 2078880
함마 드릴 비트 TE-YD 28/119 28 mm 1000 mm 1190 mm 1 개 2078881
함마 드릴 비트 TE-YD 30/59 30 mm 400 mm 590 mm 1 개 2223697
함마 드릴 비트 TE-YD 30/89 30 mm 700 mm 890 mm 1 개 2223698
함마 드릴 비트 TE-YD 32/59 32 mm 400 mm 590 mm 1 개 2018966
함마 드릴 비트 TE-YD 32/89 32 mm 700 mm 890 mm 1 개 2078884
함마 드릴 비트 TE-YD 32/119 32 mm 1000 mm 1190 mm 1 개 2078885
함마 드릴 비트 TE-YD 35/59 35 mm 400 mm 1 개 210472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OLLOW_DRILL_BITS_7126/r5263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OLLOW_DRILL_BITS_7126/r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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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YX 12/35 12 mm 200 mm 350 mm 1 개 206499

TE-YX 12/55 12 mm 400 mm 550 mm 1 개 206500

TE-YX 12/67 12 mm 520 mm 670 mm 1 개 206501

TE-YX 14/35 14 mm 200 mm 350 mm 1 개 206502

TE-YX 14/55 14 mm 400 mm 550 mm 1 개 206503

TE-YX 15/35 15 mm 200 mm 350 mm 1 개 206504

TE-YX 15/55 15 mm 400 mm 550 mm 1 개 206505

TE-YX 16/35 16 mm 200 mm 350 mm 1 개 206506

TE-YX 16/55 16 mm 400 mm 550 mm 1 개 206507

TE-YX 16/92 16 mm 770 mm 920 mm 1 개 206508

TE-YX 18/32 18 mm 200 mm 320 mm 1 개 2122290

TE-YX 18/52 18 mm 400 mm 520 mm 1 개 2122292

TE-YX 18/72 18 mm 600 mm 720 mm 1 개 427845

TE-YX 18/92 18 mm 800 mm 920 mm 1 개 293054

TE-YX 18/130 18 mm 1170 mm 1300 mm 1 개 2931401)

TE-YX 20/32 20 mm 200 mm 320 mm 1 개 2122295

TE-YX 20/52 20 mm 400 mm 520 mm 1 개 2122297

TE-YX 20/72 20 mm 600 mm 720 mm 1 개 427846

TE-YX 20/92 20 mm 800 mm 920 mm 1 개 293143

TE-YX 20/130 20 mm 1150 mm 1300 mm 1 개 2931481)

TE-YX 22/32 22 mm 200 mm 320 mm 1 개 2122300

TE-YX 22/52 22 mm 400 mm 520 mm 1 개 2122302

TE-YX 22/72 22 mm 600 mm 720 mm 1 개 427847

TE-YX 22/92 22 mm 800 mm 920 mm 1 개 293177

TE-YX 22/130 22 mm 1170 mm 1300 mm 1 개 2931801)

TE-YX 24/32 24 mm 200 mm 320 mm 1 개 2122216

TE-YX 24/52 24 mm 400 mm 520 mm 1 개 2122218

TE-YX 24/92 24 mm 800 mm 920 mm 1 개 293205

TE-YX 25/32 25 mm 200 mm 320 mm 1 개 2122274

TE-YX 25/52 25 mm 400 mm 520 mm 1 개 2122276

TE-YX 25/72 25 mm 600 mm 720 mm 1 개 427848

TE-YX 25/92 25 mm 800 mm 920 mm 1 개 293229

TE-YX 25/130 25 mm 1150 mm 1300 mm 1 개 2932301)

 TE-YX 26/32 26 mm 200 mm 320 mm 1 개 2122287

TE-YX 28/32 28 mm 200 mm 320 mm 1 개 2122279

TE-YX 28/52 28 mm 400 mm 520 mm 1 개 2122280

TE-YX 28/92 28 mm 800 mm 920 mm 1 개 293236

TE-YX 28/130 28 mm 1150 mm 1300 mm 1 개 293238

TE-YX 30/37 30 mm 250 mm 370 mm 1 개 2122282

TE-YX 30/57 30 mm 450 mm 570 mm 1 개 2122283

TE-YX 30/92 30 mm 800 mm 920 mm 1 개 293259

TE-YX 30/130 30 mm 1150 mm 1300 mm 1 개 293286

TE-YX 32/37 32 mm 250 mm 370 mm 1 개 212228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YX 32/57 32 mm 450 mm 570 mm 1 개 2122285

TE-YX 32/92 32 mm 800 mm 920 mm 1 개 293410

TE-YX 32/130 32 mm 1150 mm 1300 mm 1 개 293411

TE-YX 35/57 35 mm 450 mm 570 mm 1 개 2120339

TE-YX 37/37 37 mm 250 mm 370 mm 1 개 2120420

TE-YX 37/57 37 mm 450 mm 570 mm 1 개 2120421

TE-YX 37/92 37 mm 800 mm 920 mm 1 개 2120422

TE-YX 37/130 37 mm 1150 mm 1300 mm 1 개 2120423

TE-YX 40/37 40 mm 250 mm 370 mm 1 개 2120425

TE-YX 40/57,1 9/16”-23” 40 mm 450 mm 570 mm 1 개 2120427

TE-YX 40/92 40 mm 800 mm 920 mm 1 개 2120426

TE-YX 45/57 1 3/4-23" 45 mm 450 mm 570 mm 1 개 2120430

TE-YX 45/92 1 3/4-36" 45 mm 800 mm 920 mm 1 개 2120429

TE-YX 55/57 2 3/16-23" 55 mm 450 mm 570 mm 1 개 2120431

TE-YX 55/92 2 3/16-36" 55 mm 800 mm 920 mm 1 개 2120432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Y 12/35 12 mm 200 mm 350 mm 1 개 418301

TE-Y 12/55 12 mm 400 mm 550 mm 1 개 418302

TE-Y 14/35 14 mm 200 mm 350 mm 1 개 4183031)

TE-Y 14/55 14 mm 400 mm 550 mm 1 개 4183041)

TE-Y 15/35 15 mm 200 mm 350 mm 1 개 4183051)

TE-Y 15/55 15 mm 400 mm 550 mm 1 개 418306

TE-Y 16/35 16 mm 200 mm 350 mm 1 개 418307

TE-Y 16/55 16 mm 400 mm 550 mm 1 개 418308

TE-Y 18/32 18 mm 200 mm 320 mm 1 개 4183091)

TE-Y 18/52 18 mm 400 mm 520 mm 1 개 4183101)

TE-Y 20/32 20 mm 200 mm 320 mm 1 개 4183111)

TE-Y 20/52 20 mm 400 mm 520 mm 1 개 418312

TE-Y 22/32 22 mm 200 mm 320 mm 1 개 4183131)

TE-Y 22/52 22 mm 400 mm 520 mm 1 개 4183141)

TE-Y 24/32 24 mm 200 mm 320 mm 1 개 418315

TE-Y 24/52 24 mm 400 mm 520 mm 1 개 418316

TE-Y 25/32 25 mm 200 mm 320 mm 1 개 418317

TE-Y 25/52 25 mm 400 mm 520 mm 1 개 418318

TE-Y 26/28 26 mm 150 mm 280 mm 1 개 4183191)

TE-Y 28/37 28 mm 250 mm 370 mm 1 개 4183201)

TE-Y 28/57 28 mm 450 mm 570 mm 1 개 418321

TE-Y 30/37 30 mm 250 mm 370 mm 1 개 4183221)

TE-Y 30/57 30 mm 450 mm 570 mm 1 개 418323

TE-Y 32/37 32 mm 250 mm 370 mm 1 개 418324

TE-Y 32/57 32 mm 450 mm 570 mm 1 개 418325

TE-Y 35/57 35 mm 450 mm 570 mm 1 개 4183261)

TE-Y 37/37 37 mm 250 mm 370 mm 1 개 4183271)

TE-Y 37/57 37 mm 450 mm 570 mm 1 개 4183281)

TE-Y 40/57 40 mm 450 mm 570 mm 1 개 418329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해머 드릴 비트 TE-Y

Order Now

해머 드릴 비트 TE-CX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
혁신적 X 형상의 절단 에지 4개를 갖고 있는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를 통해 최상의 천공 특성을 보장하고 철근 상의 둘러붙음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모 표시
헤드 상의 앵커 적합성 지시기를 통해 적절한 앵커 
설치를보장할 수 있습니다 - 마모 표시가 보이면 천공 홀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파손이 발생했을 때 
마모 표시가 보일 경우, 드릴 비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새로운 나선 구조
4개의 카바이드 절단 에지가 각각 고유의 나선 홈을 갖고 
있어서 효율적 먼지/파편 제거와 신속한 드릴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 접근성이 낮은 기계/전기 공사 시, 손쉬운 홀 천공 가능

● 낡은 건물 보수 공사 시 기초 보강

● 다리/터널에 철근을 설치함

어플리케이션

● 배관, 난방 및 공조 시스템 설치 작업 시 콘크리트/석재의 관통 구멍 및 관통부

장점

● 철근 타정 시 성능/신뢰성을 최대화하하고 걸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솔리드 카바이드 헤드

● 마모 감소를 위한 열 처리 홈, 견고성 강화를 위한 연성 코어

● 최대 내구성 및 긴 수명을 위해 네 곳에 내장된 드릴 비트 헤드

* 멀티팩(4개 패키지)은 홈페이지 참조

장점

● 카바이드 팁 ~ 나사선 간의 빠른 전환에 따른 고속 드릴링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AMMER_DRILL_BITS_7126/r4429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HAMMER_DRILL_BITS_7126/r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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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Y-BK 45/290 45 mm 170 mm 290 mm 1 개 20063011)

TE-Y-BK 45/550 45 mm 430 mm 550 mm 1 개 20063021)

TE-Y-BK 50/290 50 mm 170 mm 290 mm 1 개 20063031)

TE-Y-BK 50/550 50 mm 430 mm 550 mm 1 개 20063041)

TE-Y-BK 55/290 55 mm 170 mm 290 mm 1 개 20063051)

TE-Y-BK 55/550 55 mm 430 mm 550 mm 1 개 20063061)

TE-Y-BK 68/290 68 mm 170 mm 290 mm 1 개 20063071)

TE-Y-BK 68/550 68 mm 430 mm 550 mm 1 개 20063081)

TE-Y-BK 82/290 82 mm 170 mm 290 mm 1 개 20063091)

TE-Y-BK 82/550 82 mm 430 mm 550 mm 1 개 20063101)

TE-Y-BK 90/290 90 mm 170 mm 290 mm 1 개 20063111)

TE-Y-BK 90/550 90 mm 430 mm 550 mm 1 개 20063121)

TE-Y-BK 100/550 100 mm 430 mm 550 mm 1 개 20063131)

TE-Y-BK 125/550 125 mm 430 mm 550 mm 1 개 20063141)

TE-Y-BK 150/550 150 mm 430 mm 550 mm 1 개 200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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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함마 코어 비트 TE-Y-BK

Order Now

주문 코드 직경 작동 길이 전체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Y GB 45/59-1 3/4” 45 mm 450 mm 590 mm 1 개 2206111)

TE-Y GB 55/59-2” 55 mm 450 mm 590 mm 1 개 289031)

TE-Y GB 66/59-2 1/2” 66 mm 450 mm 590 mm 1 개 283661)

TE-Y GB 66/92-2 1/2” 66 mm 780 mm 920 mm 1 개 2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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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벨 세입 비트 TE-Y GB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소켓 절단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에 큰 관통부 천공

장점

● 손쉬운 소켓 절단 및 관통부 천공 (석재)

장점

● 카바이드 팁

Order Now

주문 코드 구성품 패키지 수량 품번

TE 500-X 220V TE 500-X 220V, TE-HX17 SM 28, TE-HX17 FM 28 1 개 3603369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브레이커 TE 500-X G3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 벽체에 구멍을 내거나 확대

● 타일 제거

● 콘크리트 벽체 상의 표면 마감 작업

● 콘크리트/석재 벽체의 보수 치즐링

● 콘크리트 또는 석재에 채널 내기

 
장점

● 아시아 건설 시장에 최적화된 공구 - 제한된 공간에 적합한 소형 디자인 포함

● 강력한 성능 (7.5 J) 및 저중량 (4.8 kg)

● 내열 및 방진 성능이 우수한 공구 - 수명 연장 및 수리 비용 절감

● 새로운 공기 냉각 및 절연 기술을 통한 전면 손잡이의 온도 감소: 

   사용자 편의성 및 생산성 개선 효과

● 변속 제어 기능이 탑재된 강력한 제동 스위치

● 작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손쉬운 교체가 가능한 카본 브러시 및    

   전원 코드/스위치

 

기술 자료
단일 충격 에너지 7.5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3228 임팩트/분

최대 치즐링 성능 1000 cm³/min

치즐링용 삼축 진동
(콘크리트)1)

15.3 m/s²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4.8 kg

치수 (길이x폭x높이) 419 x 105 x 240 mm

1) EN 60745-2-6 기준

1
패키지 구성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PERCUSSION_CORE_BITS_7126/r5194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ONCRETE_DRILL_BITS_7126/CLS_BELL_SHAPED_HAMMER_DRILL_BITS_7126/r436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SUB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7124/r7770033


119118

3

   3

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브레이커 TE 700-AVR

Order Now

주문 코드 패키지 구성 품번

TE 700-AVR 220V TE 700-AVR 220V, TE-YX SM 36 348948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슬라브/기초의 중급~상급 분쇄

● 도로 공사, 보수 공사 및 배관 공사를 위한 아스팔트 분쇄

● 철근/유틸리티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제거

● 토공사 시 채굴/다짐 작업

장점

● 치즐링, 틈내기, 도려내기, 마무리 작업 및 표면 고르기

● 동급 최강의 타격에너지

● 카본 브러쉬가 없는 SR 모터

● 효율적 쿨링 시스템으로 낮은 표면 온도

● 최신 진동 감소 (AVR) 시스템

● 연속 작업을 위한 on/off 스위치

● A/S 표시등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300 W

단일 충격 에너지 115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2760 임팩트/분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7.9 kg

치수 (길이x폭x높이) 564 x 125 x 248 mm

1) EN 60745 기준
2) EN 60745-2-6 기준

패키지 구성

브레이커 TE 800-AVR

Order Now

주문 코드 구성품 품번

TE 800-AVR 220V TE 800-AVR 220V, TE-SX SM 36, TE-SX SW 30 3535343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with VC 20 / 40-U / VC 40-U-Y and TE DRS-B

어플리케이션

● 벽체 분쇄 작업

● 바닥 보수 공사

● 창호용 구멍 내기

● 덕트/배관용 관통부 내기

 

장점

● 탁월한 충격 에너지 및 혁신적 힐티 치즐에 따른 강력한 파괘 성능

● 완벽한 균형감과 효과적 취급을 위한 D-형 손잡이

● 힐티 유효 진동 경감(AVR) 기술: 유사 제품 중 최저 진동 값

● 가볍고 작으며 끝이 날카로운 벽체 전용 힐티 벽체 치즐: 생산성 개선 효과 

● TE DRS-B 먼지 제거 시스템 (선택 품목): 발생한 미세 먼지의 95% 제거

● 경량 소재에 사용되는 원터치 전력 감소 버튼: 분쇄 작업 정밀도 개선 효과

  

1) EN 60745 기준
2) EN 60745-2-6 기준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850 W

단일 충격 에너지 21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1890 임팩트/분

가중 평균 방출음 음압 값1)  87 dB (A)

최대 치즐링 성능 2500 ㎤/min

치즐링용 삼축 진동 (콘크리트)2) 8.0 m/s2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10.6 kg

치수 (길이x폭x높이) 587 x 141 x 326 mm

패키지 구성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SUB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7124/r5005?itemCode=3489484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SUB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7124/r3140904?itemCode=35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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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브레이커 TE 1000-AVR

Order Now

주문 코드 인서트 품번

TE 1000-AVR 220V TE 1000-AVR 220V, TE-SX SM 36 3535345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with VC 20 / 40-U / VC 40-U-Y and TE DRS-B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석재의 허리 밑 분쇄 작업

● 바닥 보수 공사 (모든 유형의 바닥)

● 보수 치즐링 (창호용 구멍 조정 등) 

장점

● 탁월한 충격 에너지 및 혁신적 힐티 다각형 치즐 설계에 따른 강력한 분쇄 성능

● 정비가 필요 없는 브러시리스 SR 모터 및 삼중-챔버 윤활 

   시스템: 긴 사용 시간 및 수명

● TE DRS-B 먼지 제거 시스템 (선택 품목): 발생 먼지의 95% 집진

● 힐티 유효 진동 경감(AVR) 기술: 유사 제품 중 최저 진동 값

● 분쇄 작업에 최적화된 인라인 디자인 

 

기술 자료
정격 입력 전력 1750 W

단일 충격 에너지 26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1950 임팩트/분

가중 평균 방출음
음압 값1)

85 dB (A)

최대 치즐링 성능 7800 cm³/min

치즐링용 삼축 진동
(콘크리트)2)

5.0 m/s²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12.5 kg

치수 (길이x폭x높이) 710 x 141 x 305 mm

1) EN 60745 기준
2) EN 60745-2-6 기준

패키지 구성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슬라브/기초의 중급 분쇄

● 철근/유틸리티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제거

● 지하/베란다 콘크리트 분쇄 작업

● 배관 작업 시 채널 분쇄

장점

● 최소 진동 4.8 m/s² (EN 60745-2-6 기준)

● 정비가 필요 없는 브러시리스 SR 모터: 긴 사용 시간 및 수명

● TE DRS-B 먼지 제거 시스템 및 힐티 진공 청소기와 함께 사용 시 

   OSHA 1926.1153 표 1에 부합됨

● TE DRS-B 먼지 제거 시스템 (선택 품목): 발생 먼지의 95% 집진

● 매우 가벼운 중량: 중급 콘크리트 분쇄 작업 시 손쉬운 취급 및 조작 가능

● T-형 손잡이: 바닥 분쇄 작업 효율/편의성 개선 

 

기술 자료
단일 충격 에너지 35 J

최대 해머링 주파수 1800 임팩트/분

가중 평균 방출음
음압 값1)

77 dB (A)

최대 치즐링 성능 14200 cm³/min

치즐링용 삼축 진동
(콘크리트)2)

4.8 m/s²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14.5 kg

치수 (길이x폭x높이) 731 x 574 x 146 mm

1) EN 60745 기준
2) EN 60745-2-6 기준

브레이커 TE 2000-AVR

Order Now

with VC 20 / 40-U / VC 40-U-Y and TE DRS-B

주문 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TE 2000-AVR 220V TE 2000-AVR 220V, TE-SX SM 36 1 개 3603633

TE 2000-AVR 220V(카트 포함) TE 2000-AVR 220V, TE-SX SM 36, 운반카트(TE2000-AVR 용) 1 개 360363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SUB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7124/r1905292?itemCode=3667815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SUB_7124/CLS_DEMOLITION_HAMMER_BREAKER_7124/r6025050?itemCode=36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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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분쇄 해머/브레이커 부속품

최고의 품질과 다양한 적용 범위

● 최고 품질의 소재와 최첨단 생산 기술에 따른 탁월한 견고성

● 뾰족 모델, 평형 모델 및 넓은 평형 모델: 다양한 적용 범위. 실용성과 경제성

   모두를 갖춘 치즐 세트

● 우수한 치즐링 성능, 긴 시스템 수명 및 힐티 전동 공구와의 탁월한 작업 편의성.

● 다각형 치즐의 자동 연삭 효과: 비용 절감, 경쟁사 전동 공구와도 호환 가능.

 

● 혁신적 물결 디자인: 둘러붙음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 치즐 사용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높은 성능, 치즐, 탁월한 분쇄 효율

● 높은 치즐링 성능을 위한 자동 연삭, 재련/재연삭 비용 전무

● 최고 신뢰성 및 최저 파손 위험을 위한 고주파 담금질

 

다각형 치즐
재연삭 없이 최상의 성능 보장

혁신적인 자동 연삭 다각형 디자인:

● 생산성 향상: 치즐 사용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높은 성능, 탁월한 파괴 효과

● 비용 절감: 재연삭, 재련 또는 재담금질 불필요

● 작업 중단 최소화: 콘크리트 또는 석재 들러붙음 

   최소화

● 뛰어난 작업 편의성, 편리한 취급, 높은 정밀도

 

웨이브 치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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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먼지 제거 시스템 TE-DRS-B    1개 365945

먼지 제거 시스템 TE-DRS-Y  1개 2055718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TE-H (Hex 17) 연결부용 치즐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500-X

Order Now

주문 코드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HX17 SM 28 280 mm 1 개 383451

TE-HX17 SM 45 450 mm 1 개 38345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포인트 치즐 TE-HX17 SM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500-X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HX17 FM 28 280 mm 26 mm 1 개 383453

TE-HX17 FM 45 450 mm 26 mm 1 개 38345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좁은 평형 치즐 TE-HX17 FM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치핑

어플리케이션

● 분쇄

장점

● 혁신적인 다각형 디자인 및 자동 연삭 팁 - 사용기간 동안 일관된 

   분쇄/치즐링 성능 제공

장점

● 혁신적인 다각형 디자인 및 자동 연삭 팁 - 사용기간 동안 일관된 

   분쇄/치즐링 성능 제공

주문 코드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H17 SM 28 MP4 280 mm 4 개 2191443

TE-H17 SM 28 MP10 280 mm 10 개 219144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포인트 치즐 TE-H17 SM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H17 FM 28 280 mm 17 mm 1 개 2191445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좁은 평형 치즐 TE-H17 FM
Order Now

NEW

NEW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POINTED_CHISELS_7126/r3668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NARROW_FLAT_CHISELS_7126/r3669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POINTED_CHISELS_7126/r3667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NARROW_FLAT_CHISELS_7126/r837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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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어플리케이션

● 매끄러운 면의 연마

어플리케이션

● 지면/아스팔트 다짐 작업

장점

● 최상의 표면 마감 작업을 위해 고품질 카바이드 핀이 장착된 부싱 공구 헤드

장점

● 다짐 작업 시 손쉬운 취급을 위한 다짐판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500-X, TE 800-AVR, 

TE 1000-AVR, TE 1500-AVR

Order Now

Order Now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500-X, TE 800-AVR, 

TE 1000-AVR, TE 1500-AVR

부싱 공구 헤드 TE-Y/S BH

다짐판 TP-STP

주문 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TP-STP 150/150 1 개 1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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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Y/S BH 4x4 50 mm 40 mm 1 개 1829

TE-Y/S BH 6x6 50 mm 60 mm 1 개 8859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800-AVR, TE 1000-AVR, 

TE 1500-AVR, TE 2000-AVR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800-AVR, TE 1000-AVR, 

TE 1500-AVR, TE 2000-AVR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800-AVR, TE 1000-AVR, 

TE 1500-AVR, TE 2000-AVR

Order Now

Order Now

Order Now

2065555

포인트 웨이브 치즐 TE-SX SM

좁은 평형 웨이브 치즐 TE-SX FM

넓은 평형 치즐 TE-SX SC

TE-S (Spline) 연결부용 치즐

주문 코드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SX SM 36 360 mm 1 개 2168870

TE-SX SM 36 (4) 360 mm 4 개 2168887

TE-SX SM 50 500 mm 1 개 2168872

TE-SX SM 70 700 mm 1 개 2168873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SX FM 36 360 mm 1 개 2168874

TE-SX FM 50 500 mm 1 개 2168876

TE-SX FM 70 700 mm 1 개 2168877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SX SC 36/12 360 mm 120 mm 1 개 2168880

TE-SX SC 50/5 500 mm 50 mm 1 개 2168884

TE-SX SC 50/8 500 mm 80 mm 1 개 2168885

TE-SX SC 50/12 500 mm 120 mm 1 개 216888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어플리케이션

● 상급 분쇄

어플리케이션

● 채널이나 구멍을 내기 위한 상급 분쇄

어플리케이션

● 표면 작업 (예. 치핑, 마감, 다듬질, 타일 제거 등)

장점

● 자동 연삭 다각형 치즐 사용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높은 성능 - 재연삭, 재련 또는 재담금질 불필요

장점

● 자동 연삭 다각형 톱날 사용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높은 성능 - 재연삭, 재련 또는 재담금질 불필요

장점

● 자동 연삭 다각형 톱날 사용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높은 성능 - 재연삭, 재련 또는 재담금질 불필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BUSHING_TOOLS_7126/r1492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OTHER_CHISELS_AND_ACCESSORIES_7126/r1504?itemCode=1908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POINTED_CHISELS_7126/r7213869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NARROW_FLAT_CHISELS_7126/r7213873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WIDE_FLAT_CHISELS_7126/r721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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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800-AVR, TE 1000-AVR, 

TE 1500-AVR

Order Now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800-AVR, TE 1000-AVR, 

TE 1500-AVR

기술 자료
공구 유형 TE 800-AVR, TE 1000-AVR, 

TE 1500-AVR

Order Now

Order Now

범용 공구 섕크 TE-S SH

뾰족 벽체 치즐 TE-SX SW

좁은 평형 벽체 치즐 TE-SX FW

주문 코드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S SH 45 450mm 1 개 40678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SX SW 30 300mm 1 개 210428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SX FW 30 300mm 23mm 1 개 210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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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어플리케이션

● 다짐/부싱 공구와 함께 사용

어플리케이션

● 벽체 분쇄

어플리케이션

● 벽체 천공 홀

장점

● 부싱 또는 다짐 공구와 교체 가능

장점

● 긴 수명, 적은 먼지, 앵글 그라인더 기반의 손쉬운 재연삭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경화강

장점

● 긴 수명, 적은 먼지, 앵글 그라인더 기반의 손쉬운 재연삭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경화강

기술 자료
공구 유형 모든 로터리 해머

(SDS Plus 연결부 포함)

Order Now

기술 자료
공구 유형 모든 로터리 해머

(SDS Plus 연결부 포함)

기술 자료
공구 유형 모든 로터리 해머

(SDS Plus 연결부 포함)

Order Now

Order Now

주문 코드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CX SM 18 180mm 1 개 282298

TE-CX SM 25 250 mm 1 개 282299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뾰족 치즐 TE-CX SM

좁은 평형 치즐 TE-CX FM

넓은 평형 치즐 TE-CX SC

TE-C (SDS plus) 연결부용 치즐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CX FM 18 180mm 15mm 1 개 282300

TE-CX FM 25 250mm 15mm 1 개 28230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CX SC 18/6 180mm 60mm 1 개 28230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어플리케이션

● 경량 치즐링 작업

어플리케이션

● 치핑

어플리케이션

● 치핑

장점

● 자동 연삭 팁 프로파일을 포함한 혁신적 힐티 다각형 디자인

장점

● 자동 연삭 팁 프로파일을 포함한 혁신적 디자인

장점

● 자동 연삭 팁 프로파일을 포함한 혁신적 힐티 다각형 디자인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OTHER_CHISELS_AND_ACCESSORIES_7126/r1490?itemCode=406786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POINTED_CHISELS_7126/r3452750?itemCode=2104282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NARROW_FLAT_CHISELS_7126/r3452754?itemCode=2104283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POINTED_CHISELS_7126/r3055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NARROW_FLAT_CHISELS_7126/r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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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YX FM 28 280mm 26mm 1 개 2241990

TE-YX FM 36 360mm 26mm 1 개 2241991

TE-YX FM 50 500mm 26mm 1 개 2241992

TE-YX FM 70 700mm 26mm 1 개 2241993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기술 자료
공구 유형 모든 콤비 해머 (SDS Max 연결부 포함)

기술 자료
공구 유형 모든 콤비 해머 (SDS Max 연결부 포함)

Order Now

Order Now

뾰족 치즐 TE-YX SM

좁은 평형 치즐 TE-YX FM

치즐 for TE-Y (SDS Max) 연결부

주문 코드 길이 패키지 수량 품번

TE-YX SM 28 280mm 1 개 2241982

TE-YX SM 36 360mm 1 개 2241983

TE-YX SM 50 500mm 1 개 2241984

TE-YX SM 70 700mm 1 개 2241985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어플리케이션

● 분쇄

어플리케이션

● 분쇄

장점

● 자동 연삭 팁 프로파일을 포함한 혁신적 힐티 다각형 디자인

장점

● 자동 연삭 팁 프로파일을 포함한 혁신적 디자인

기술 자료
공구 유형 모든 콤비 해머 (SDS Max 연결부 포함)

Order Now

넓은 평형 치즐 TE-YX SC

주문 코드 길이 너비 패키지 수량 품번

TE-YX SC 36/5 360mm 50mm 1 개 2207190

TE-YX SC 28/8 280mm 80mm 1 개 2207191

TE-YX SC 36/12 360mm 120mm 1 개 2207192

TE-YX SC 50/12 500mm 120mm 1 개 2207193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어플리케이션

● 치핑

장점

● 자동 연삭 톱날을 포함한 혁신적 힐티 다각형 디자인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NARROW_FLAT_CHISELS_7126/r3061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POINTED_CHISELS_7126/r3060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CHISELS_7126/CLS_WIDE_FLAT_CHISELS_7126/r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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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드릴링 및 파쇄

다이아몬드 컵휠

Order Now

주문 코드 직경 수량 품번

보급형 다이아몬드 컵휠 180/7” P (2) 177.8 mm 2 개 2163740

보급형 다이아몬드 컵휠 180/7” P (6) 177.8 mm 6 개 2163743

다이아몬드 컵휠  DG-CW 100/15 P 100 mm 2 개 2156233

컵휠  30+AG 100-8+, 먼지후드+VC-40 청소기 set 1 개 3563362

컵휠 / 그라인더 콤보 세트 1 개 3560399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어플리케이션

● 콘크리트 및 천연 석재 그라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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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자료
공구 타입 앵글 그라인더

모재 콘크리트, 스크리드, 자연석

제품 등급 Standard

주문 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DD-BH 6/30 AT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6mm x 1 1 개 2107156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DD-BH 6/30 AT (3)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6mm x 3 1 개 2107157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DD-BH 8/40 AT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8mm x 1 1 개 2107158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DD-BH 8/40 AT (3)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8mm x 3 1 개 2107159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DD-BH 10/40 AT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10mm x 1 1 개 2107350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DD-BH 12/40 AT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12mm x 1 1 개 2107351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DD-BH 14/40 AT 다이아몬드 타일 비트 14mm x 1 1 개 2107352

다이아몬드 타일비트 스타트 세트 DD-BH AT 다이아몬드 타일비트 스타트 세트 DD-BH AT  x 1 1 개 2107314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타일비트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세라믹 타일, 매우 단단한 타일 및 자연석에 앵커 홀 드릴링

● 세라킥, 단단한 타일 및 자연석에 경하중용 앵커 세팅을 위한 소직경 홀 드릴링

● 위생 고정

● 정면에 설치 작업

장점

● 더 빠르고 오래 드릴링하도록 설계

● 건식 드릴링-물이 필요하지 않음

● 왁스 재충진 옵션을 사용하여 수월한 코어 추출 

기술 자료
모재 타일, 자연석

커넥션 엔드 육각

공구 타입 충전 드릴 드라이버

제품 타입 드릴 비트

제품 등급 Ultimate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DIAMOND_GRINDING_WHEELS_7126/r4636736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TILE_DRILL_BITS_7126/CLS_TILE_DRILL_BITS_7127/r433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