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LTIGHT

한 번의 작업으로 다수의 볼트에 균등한 축력 보장

유압식 
볼트 텐셔닝



볼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 합니다.

대형 기계와 파이프라인과 같은 장비로 구성된 중공업, 발전, 오일·

가스 산업에서 세부 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볼트 체결부의 무결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유압식 볼트 텐셔닝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 볼타이트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산업 분야 기반시설에 체결 솔루션을 공급해 오고 있습

니다.

2001년 이후로 유압식 볼트 텐셔닝을 제공하는 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볼트 체결과 관련된 위험을 영구적 

으로 제거하는 최신 기술과 고급 볼트 텐셔닝 솔루션을 배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고객의 도전적이고 특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가 탁월함을 발휘하는 영역입니다.

고객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공구가 없는 경우, 요구사항에 맞는 공구를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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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스터빈 케이싱 적용처는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까다로운 

볼트 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 솔루션의 한 예에 불과합

니다.

저희 설계팀은 볼트와 관련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책임질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들이 안전한 현대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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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이트 솔루션

정확한 체결이 
필요할 때

볼타이트 텐셔너는 현장의 볼트 체결 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유압 오일이 로드 셀로 유입
늘어난 볼트로 인해 너트가 플랜지 
표면으로부터 벗어남

소켓으로 너트를 플랜지 표면 방향으로 
조여 하중이 유지됨

로드 셀에서 생성된 하중이 
풀러로 전달

풀러가 볼트로 하중을 
직접 전달

볼타이트 유압 볼트 텐셔닝 공구는 볼트 하중의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많은 산업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볼트의 크기가 커지고 하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작업자는 

볼트 하중의 정확도를 보장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임의의 방법으로 볼트를  

체결할 때, 작업자는 정확한 볼트 신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기존의 토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마찰로 인해 정밀한 제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유압식 기계 및 미리 정해진 압력을 이용하여, 볼타이트 유압식 볼트 텐셔너는 축 방향

으로 볼트를 늘립니다. 그리고 너트가 체결면 방향으로 회전하여 볼트 하중을 정확하게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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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이트솔루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합한 공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속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품질 및 환경 인증 공인 수리 및 보수

교육 및 지원

설계에 최신 기술과 안전성을 통합하며, ISO 9001:2015  

품질 및 환경 보증에 대한 LRQA 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9001:2015 인증

당사의 기술 전문가는 볼타이트 유압식 볼트 텐셔너 및 보

조 장비에 대한 완벽한 공구 수리 및 보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볼타이트 엔지니어는 고객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

고 작업자가 당사의 시스템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용하도

록 지원합니다.

볼타이트 솔루션은 수십 년 동안 유압 볼트 텐셔닝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객과 협력하여 다양한 산업용 

볼트 적용처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으며, 오늘날 맞춤형 텐셔닝 공구와 포괄적인 

표준 제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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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적용처를 위한 공구

표준 볼트 텐셔너 제품군

T21-T27
상부 유압식 볼트 텐셔너의 표준 제품 

군은 설치가 용이합니다. 대부분의 표준 

플랜지(ANSI 16.5, API 605, MSS 
SP44 등)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양:

- 1500 bar
- 15mm 스트로크

- 빠른 분해

- 부품(질화물)의 표면 코팅으로 

 매우 뛰어난 내구성

- 수명이 긴 복합 도장

옵션:

- 표준 크기 5/8” - 4” (M16-M100) 

 재고 보유

- 호환 가능한 어댑터 키트

-  표준 크기를 포함하는 7개의  

로드 셀

- 단일 또는 트윈 포트 옵션

- 회전식 커넥터

- 사양에 맞는 사용자 지정 설계

적용처:

- 모든 오일 및 가스 플랜지

- 열 교환기

- 압력 용기

- 교환 커버 및 노즐

- 보일러 피드 펌프

- 제조 기계

- 크레인

- 클램프

TSR+ 스프링 리턴 텐셔너 

TSR+0 - TSR+7
TSR+ 자동 리턴 텐셔너 제품군은 생산 

성과 가동 중지 시간 감소에 중점을 두고 

빠르고 간단하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표준 플랜지(ANSI 16.5, API 605, MSS 
SP44 등)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양:

- 시장에서 가장 빠른 자동 리턴 텐셔너

- 기존 TSR 텐셔너와 호환 가능

- 더 높은 제품 수명 주기

- 1500 bar
- 10mm 스트로크

 (TSR+0 — 8mm 제외)

- 오버 스트로크로부터 공구를 보호 

하는 감압 밸브

- TSR+0 모델은 자동 리턴 기능 없음

옵션:

- 표준 크기 3/4”- 4” (M20-M100)

- 교환가능한 어댑터 키트

- 표준 크기를 포함하는 8개의 로드 셀

- 단일 또는 트윈 포트 옵션

- 회전식 커넥터

- 사양에 맞는 사용자 지정 설계

적용처:

- 모든 오일 및 가스 플랜지

- 열 교환기

- 압력 용기

- 교환 커버 및 노즐

- 보일러 피드 펌프

- 제조 기계

- 크레인

- 클램프

엑스트라 로드 제품군

C1-C18
엑스트라 로드 유압식 볼트 텐셔너는 

볼타이트의 표준 유압식 텐셔너 제품군 

보다 30% 더 높은 하중을 증가시킵니다.  

본 텐셔너는 표준 및 소형 플랜지(ANSI,  
API 605 NORSOK L-005)에 적합합

니다.

사양:

- 1500 bar
- 15mm 스트로크

- 더 높은 하중 출력

- 직접 연결을 통한 무게와

 텐셔너 외경 감소

- 수명이 긴 합성 씰

옵션:

- 표준 크기 3/4”- 4”
 (M20-M100) 재고

- 호환 가능한 어댑터 키트

- 표준 크기를 포함하는 8개의 

 로드 셀 

- 단일 또는 트윈 포트 옵션

- 회전식 커넥터

- 사양에 맞는 사용자 지정 설계

적용처:

- 모든 Norsok 콤팩트 오일 및 

 가스 플랜지

- 고압 파이프라인 플랜지

- 수력 전기 터빈

볼타이트 제품 범위6



심해용 텐셔너 

G1-G5
당사의 심해용 볼트 텐셔너 제품군은 

일반적인 오일 및 가스 플랜지에서 사

용하도록 구성됩니다. 또한 부품 수가 

감소되어 ANSI, API 6A/17D 및 SPO
플랜지 피팅과 같은 수중 체결 적용처의 

사용에 편리합니다.

사양:

- 1500 bar
- 30mm 스트로크

- 내식성 마감 처리

- 통합형 바디 및 브리지

옵션:

- 표준 크기 7/8”- 31/2”(M20-M100)

 (이외 사이즈 제작 가능)

- 전체 제품군을 포함하는 5개 공구

- 단일 또는 분할 리액션 너트

- 사용자 지정 설계는 사용자의

 사양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처:

- 해저 플랜지 연결

- 해저 클램프

타이푼 텐셔너 

TTM-TTS
타이푼 텐셔너 제품군은 방사형 또는 

수직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도 높은 하중 

출력을 보장합니다. 풍력 터빈과 같은 

고부하 및 좁은 위치 적용처에 적합합

니다.

사양:

- 높은 하중을 고려한 설계

- 10.9볼트에 대해 항복 응력의 최대 95% 

 항복 응력

- 고사이클/피로 수명

- 스프링 리턴

- 모든 부품에 내구성 강화코팅 

- 체결부 정렬 불량 보정 기능

- 텐셔너 자체 고장을 대비한 안전 

 메커니즘

옵션:

- M24 – M64 재고 보유

 (이외 사이즈 제작 가능)

- 사용자 지정 설계 가능

- 사이클 카운터

- 운반용 손잡이

- 매니폴드 안전 손잡이

적용처:

- 타워 연결

- 나셀 및 프레임 일체

- 전면 메인 베어링

- 블레이드 베어링

- 메인 샤프트 및 허브 일체

- 블레이드 및 허브 일체

- 메인 로터샤프트 베어링 지지대

- 로터 샤프트 기어박스 커플링

파운데이션 텐셔너  

TRN
유압 파운데이션 텐셔너는 사양에 맞는 

크기로 앵커볼트를 체결하는 데 사용됩 

니다.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최대 

값 스트로크 표시기 및 내구성이 우수한 

기어박스가 제공됩니다. 나사산의 형태

는 윌리엄스(Wiliams), 다이슨(Dyson), 

맥칼로이(Macalloy), 메트릭(Metric), 
임페리얼(Imperial), 팻바(FATBAR)를 

포함하며 제한없이 제작합니다.

사양:

- 1500 bar

- 내식성 마감 처리

- 통합형 바디 및 브리지

옵션:

- 단일 또는 트윈 연결

- 사이클 카운터

- 운반용 손잡이

- 매니폴드 안전 손잡이

- 경제적인, 맞춤형 너트 및 분할 

 너트 유형 사용 가능

- 스프링 리턴

- 기어 박스

- 포지티브 스톱

적용처:

- 풍력 터빈 파운데이션

- 토목 및 건축 적용처

볼타이트제품 범위 7



멀티스터드 텐셔너

멀티 스터드 텐셔너는 체결부의 모든 

볼트를 동시에 조일 수 있어 개별 공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설치 시간이 단축

됩니다. 또한, 호스 및 연결구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양:

- 고하중 대비 컴팩트한 설계

- MST는 적용처에 따라 완전한 링의

 형태나 분할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옵션:

- 스프링 리턴

- 기어 구동 소켓

- 포지티브 스톱

적용처:

- 맨웨이 커버

- 핸드 홀 커버

- 심해 플랜지

- 압력용 용기 커버

로터 툴링  
터빈 로터의 핵심 볼트에 이상적인 솔루션

으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합니다.

옵션:

- 미터 또는 인치

- 스프링 리턴

- 사이클 카운터

- 기어 박스

적용처:

- 가스 터빈 로터체결

케이싱 공구  
케이싱공구는 사양에 맞게 맞춤 제작 

되며 발전 산업 적용처에 적합합니다.

옵션:

- 미터 또는 인치

- 스프링 리턴

- 사이클 카운터

- 기어 박스

적용처:

- 증기 터빈 케이싱

- 가스 터빈 케이싱

엔진 공구 세트  
가스 및 디젤 엔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설계된 공구 세트. 펌프, 호스 및 작동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옵션:

-  MWM-Deutz, War, Wartsila,  

Man, Cummins and Jenbacher 등 

다양한 OEM에 사용 가능

- 사용자 정의 도구 키트는 사양에 

 따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적용처:

- 가스 엔진

- 디젤 엔진

- 발전기 세트

유압 클로저 시스템  

유압 클로저 시스템은 유지보수 중단 시 

임시 체결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볼트 

가열과 같은 기존 방법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양:

- 일반적으로 2,500 bar 설계

- 많은 주요 OEM을 위한 공용 

 케이싱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옵션:

- 사양에 맞는 맞춤형 공구

적용처:

- 증기 및 가스 터빈에 대한 터빈 

 간격 검사

유압식 너트

유압식 너트는 표준 너트를 영구적으로 

대체하며, 설치한 상태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양:

- 1,500 bar 및 2,500 bar 설계

-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비용

- 텐셔너보다 작은 스터드 돌출에도

 사용 가능

- 최대 M400 크기

- 100% 동시 인장

- 빠르고 쉬운 설치

옵션:

- 연결구 위치 조정 가능

 (심 또는 상단 또는 하단 칼라)

- 특수 적용처를 위한 맞춤형 설계

적용처:

- 중장비

- 압축기

- 광산업

- 유압 프레스

볼타이트 제품 범위8



초음파 볼트 측정 장비
에코미터,에코미터 + 및 
에코미터 프리미어 

당사의 초음파 볼트 측정 장비 제품군은  

볼트 신장량의 빠르고 정확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초음파 신호는 볼트의 길이

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볼트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는데 밀접한 관계

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하중, 응력 또는 

변형량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범위는 모델에 따라 25.4mm
에서 25,400mm입니다.

옵션:

- 트랜스듀서 및 프로브

- 교정 바

- 온도 감지센서

펌프
수동, 에어 및 전기 

볼타이트는 에어 펌프 및 에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및 수동 펌프를 포함하여 안정적

이며 다양한 펌프 장비를 갖추고 있습

니다. 전기 펌프는 원격 작동이 가능한 

펜던트와 함께 제공되며, 수동 펌프는 

가볍고 경제적입니다.

옵션:

- 1,000-2,500 bar
 (14,500-36,250 psi)
- 요청 시 사용 가능한 모델 목록

- 새로운 스마트 전기 펌프 (IEP)

-  다른 압력 및 펌프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 어셈블리, 커넥터 및 
부속품

호스/부속품은 신속하고 깔끔한 작업을 

위해 퀵 커넥트 커플링 및 니플들로  

조립됩니다.

옵션:

- 1,000-2,500 bar
 (14,500-36,250 psi)에서 사용가능

- 다양한 길이의 호스

- 다양한 연결 장치 및 부속품

저희의 모든 일 중심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결합된 경험을 통해 유압식 볼트 체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표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이든,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한 장비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과의 면밀한 

협업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많은 적용처에서 가장 좋은 접근법은 기존 디자인 중 하나를 

사양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공구 중 하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요구

에 적합한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할 것입니다. 현재 볼타이트

에서는 M8에서 M400이상의 볼트 텐셔너 제품군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볼타이트제품 범위

BOLTIGHT 
INNOVATION

요구 사항이 무엇이든 빠른 처리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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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작업 환경

그곳에서 볼타이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볼타이트 솔루션은 가장 깊은 심해에서부터 발전소, 교량 및 풍력  

터빈에 이루기 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떠한 형태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의 작동을 위해 고객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볼타이트 전문성10



발전
볼타이트 장비는 극한 환경의 발전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볼트 

텐셔닝 솔루션 제품군을 갖춘 볼타이트는 발전 산업의 미래 

개발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적용처에 비용 효율적인 볼트 텐셔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OEMs, 공공 기업체 및 서비스 계약업체

들과 협업합니다.

또한 발전 산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장비를 설계 제조합니다. 

새로운 공장 건설, 장비 시공등 당사의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케이싱 하프 조인트

- 터빈 케이싱

- 보일러 공급 펌프

- 메리지 조인트

- 열교환기

- PRV

- 맨웨이 

- 핸드홀

- 액세스 포인트

- 터빈 케이싱의

 탑온/탑오프 작업

- 스팀 밸브

- 로터

- 임 펠 러

- 커플링

- 수력 발전

적용처

볼타이트시장 부문 11



풍력
날개가 700 피트(200 미터) 이상의 높이와 500 피트(150 미터)

이상의 직경에 달하는 풍력 발전용 터빈은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큰 볼타이트 적용처입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비는 휴대하기에 작고 가벼워야 하며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접근이 어려우므로 장비가 안정적이고 유지 관리하기에 

용이해야 합니다. 

당사의 풍력 산업 장비는 해상, 육상 풍력 터빈 및 관련 구조물의  

주요 체결부에 대한 안정적인 텐셔닝 솔루션으로 시험되고 검증 

되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볼타이트 제품은 잦은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잦은 사용 빈도 내내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OEM 터빈의 많은 적용처에 맞게 공학적으로 설계

된 당사의 제품은 전세계의 건설업체, 시공업체 및 유지 보수업

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용도에 

적합한 도구를 설계 및 제조

합니다.

- 블레이드베어링

- 샤프트 허브

-  주회전자샤프트 

베어링 지지대

-  로터 블레이드 

기어박스 커플링

-  로터 샤프트 

기어박스커플링

- 프레임 타워 연결

- 나셀 요 베어링

- 타워 볼트

- 앵커 체결

볼타이트 제품은 다음을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음)하는 주요 

OEM 풍력 터빈 제조업체의 

기술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

되었습니다.

- Siemens/MHI

- Vestas

- Nordex

- Gamesa

- GE

- Acciona

- Enercon

- Alstom

- Acergy

- RE Power

- Goldwind 

볼타이트 시장 부문12



오일 및 가스
볼타이트 공구는 오일 및 가스 산업 전반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볼트 체결부에 사용됩니다. 당사는 표준 

및 특수 공구를 제공하는 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볼트의 체결을 최적화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볼타이트 표준 볼트 텐셔너는 아래 적용처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육상, 해상 및 심해에서 사용됩니다.

- 파이프라인 플랜지

- 콤팩트 플랜지

- 크레인

- 펌프

- 밸브

- 열교환기

- 압력 용기 커버

- 정비용 출입구 커버

볼타이트시장 부문 13



심해
당사는 해저 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볼트 텐셔너는 가장 열악한 해양 조건에서 작동

할 때 신뢰성, 정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해 플랜지 적용처에 사용되는 당사의 육상 

및 해상 장비는 건설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와 전문 

다이빙 회사를 지원합니다.

심해의 작업은 사용자 지정 설계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ROV 장비 및 비상 파이프라인 수리 

시스템(EPRS)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볼타이트 시장 부문14



기타 산업
볼타이트 공구는 많은 산업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하고 안정적인 볼트 체결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요구사항이 무엇이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 안전 전단 볼트 

- 현수교의 케이블 

- 밴딩스트랩

- 터널링 기계 장비

-   크레인 슬루 링 시험용 

열차 게이지

- 제조 및 가공

- 광업

- 기계 제조

- 조선 & 해양

- 의료 및 바이오

- 장착 볼트 플랜지

-  산업용 알루미늄 압출기

- 부하 시험용 기계 

- 건설 및 교량

- 운송 수단 (항공 및 철도)

- 철강 산업

- 우주 

적용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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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이트 시장 부문

SAFEGUARDING 
HUMAN LIVES  
AND CUSTOMER 
INVESTMENTS

1982년, 노드락(Nord-Lock)은 볼트로 체결부를 

고정시키는 오리지널 쐐기 잠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사는 최첨단 볼트기술을 포함하여 업계

에서 가장 폭 넓은 볼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스웨덴의 투자그룹인 Latour가 소유

하고 있는 노드락 그룹(Nord-Lock Group)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당사는 전세계 

65개국에 6개의 생산공장과 6개의 기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으며 고객이 가능성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볼트로 고정시키는 전문

지식과 포괄적인 제품 라인의 이상적인 조합을 통해 

당사는 고객의 볼팅 체결 관련 문제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리지날 쐐기형 잠금 와셔 

기술의 창시자이자 산업용 

와셔 

안전하지 않은 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특허

받은 발명품 슈퍼볼트 멀티

잭볼트 텐셔너

극한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유압식 볼트 

텐셔닝의 선구주자 

러그 마모 방지의 영구적인 

솔루션 피벗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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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이트시장 부문 

6
PRODUCTION 
PLANTS

6
TECHNICAL 
CENTERS

65+
COUNTRIES 

25+
OFFICES 
WORLDWIDE

500+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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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적용처를 위한 
필수 정보

중요 정보

볼트 데이터

너트 데이터

볼트 원 직경

하중 데이터

너트 데이터

볼트 간격

공간 
공간 

추가 고려 사항
세부 정보 제공

저희 볼타이트에서는 각 프로젝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정보를 얻기 위한 당사의 지침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고객사

볼트 나사 직경 및 피치

볼트 재질

하중

필요한 하중 도구

너트 타입

너트 높이(T)

홀수량

볼트의 수

사용 빈도 와셔사용

캐슬 너트/플랫

스터드 도장 적용

추가 공구 특징

왼나사

기타

작업 환경

온도

스폿면

핸들링

볼트 피치

작성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사무소 051-796-2211 | 경기사무소 031-8077-2216 

BCD

기타

홀 위치(P) 

너트 (AC) ø

홀(H) ø

맞춤제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원형 육각

볼
트

 피
치

(장애물까지의 거리)

옆면 홀

연락처

프로젝트 또는 적용처 참고 사항

볼타이트 유압 보팅 어플리케이션 체크리스트18



볼타이트 증강 현실을 

경험하시려면 왼쪽의 

Vuforia 앱을 다운로드

한 후 마크를 스캔해 

주세요.

증강 현실(AR)  

디지털 혁신을 
향한 첫 걸음

볼타이트의 제품은 AR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분해, 

조립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증강 현실 경험을 제공

합니다.  또한, AR 앱에서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고객에게 제품 설계 및 기능에 

대한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면을 

직접 조작하면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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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AFETY  
REALLY 
MATTERS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사는 유압식 볼트텐셔닝 기술을 발전

시키고 완성함으로써 완벽한 볼트 체결로 전문성을 키워왔습 

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저희는 어떠한 볼트 체결 난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가동 중단 시간을 관리하고 고객사 전체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노드락코리아
부산사무소 051-710-7910 
경기사무소 031-8077-2216
info@nord-lock.co.kr 
www.nord-l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