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E I N R I C H  K I P P  W E R K

KIPP과 함께 안전하게  
가업으로 내려온 제조 전문 지식

HEINRICH KIPP WERK는 지난 100년 동안 업계 최고의 파트너입
니다. 자사는 클램핑 기술, 스탠다드 부품, 작동 부품 핵심 영역에
서 36,000개가 넘는 부품과 함께 무한한 제품 스펙트럼을 제공합
니다.  
 
자사의 생산지는 거대한 산업 단지가 있는 독일입니다. 자사는 신
속한 응답 시간과 짧은 절차를 보장합니다. 고객은 자사의 높은 생
산력과 수년에 걸친 개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내구성. 지속성. 이는 자사가 창립 이래 지켜온 기업 철학
입니다.

소재지

HEINRICH KIPP WERK의 생산지는 독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며, 완전 자동화된 고성능 물
류 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사의 목표는 바로 글로벌화입니다. 또
한 50개 이상의 기관이 모든 주요 국제 시장에서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전화. 031-430-1520
팩스. 031-624-6059

highklasse@highklasse.co.kr
www.highklasse.co.kr

무료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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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RICH KIPP WERK KG
Heubergstraße 2  
72172 Sulz am Neckar
Germany

Tel. +49 7454 793 - 0
Fax +49 7454 793 -7982

sales@kipp.com
www.kipp.com

이름

부서

E-Mail

회사

도로명

우편번호/도시

전화

팩스

제 품  요 약

Nicolas Kipp Heinrich Kipp

클램핑 기술     스탠다드 부품     작동 부품

   KIPP 카탈로그   
클램핑 기술  
복잡한 요구 사항에 대한 
2,800개의 간단한 해결방안

   KIPP 
CAD-도서관   
완벽한 데이터 구축  
빠른 계획 수립 결과

   KIPP 카탈로그  
작동 부품 | 스탠다드 부품   
모든 분야에 적합한  
28,000개의 제품

KIPP FRANCE SAS
6, rue des Frères Caudron
78140 Vélizy-Villacoublay
www.kipp.fr

KIPP NEDERLAND BV
Willem Dreeslaan 251
2729 NE Zoetermeer
www.kippcom.nl

KIPP POLSKA Sp. z o.o.
ul. Ostrowskiego 7
53-238 Wrocław 
www.kipp.pl

KIPP Inc.
4305 N. Roosevelt Rd.
MI 49127 Stevensville 
www.kippusa.com

KIPP SCHWEIZ AG
Benzburweg 18A
4410 Liestal BL
www.kipp.ch

HEINRICH KIPP WERK KG
Heubergstraße 2
72172 Sulz am Neckar
www.kipp.com

KIPP ITALIA SRL
Via Gaudenzio Ferrari, 21 B
21047 Saronno (VA) 
www.kipp.it

HEINRICH KIPP GmbH
Traunufer Arkade 1
4600 Thalheim bei Wels
www.kipp.at

KIPP SCANDINAVIA AB
Zakrisdalsvägen 26
653 42 Karlstad
www.kipp.se

KIPP CZ s.r.o.
Vienna Point 2
Vídeňská 188/119d
Dolní Heršpice, 619 00 Brno
www.kipp.cz

한국 총판 하이클라쎄테크닉

하이클라쎄 테크닉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공원로 1
구월테크노밸리 D동 1009호



HEINRICH KIPP WERK는 표준 유닛과 작동 부품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간단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KIPP LOGIC은 카탈로그, CAD 데이터 뱅크, 인터넷에서 
올바른 제품을 찾도록 단순화하였습니다. 고객 상담사, 엔지니어, 기술자와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는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KIPP과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함께

작동 부품 | 스탠다드 부품  

패스너

흡수 유닛

퀵 클램프, 클램핑 장치 클램핑 유닛

클램프 레버, 텐션 레버 및 캠 레버

마그네트

힌지

스프링 플런저,  인덱스 플런저,  
볼 잠금 핀

텔레스코픽 레일

서포트, 로케이팅 및 스토퍼 부품 기계 유닛 및 장치 유닛

레벨 상태 표시기, 로킹 스크류 운반 기술스케일, 스케일 링, 수준기

튜브 연결 유닛, 프로파일 커넥터스위벨 피트

핸드휠, 핸드 크랭크,  
인디게이터

핸들, 튜브 핸들, 트레이 핸들그립 및 노브

스페셜 솔루션

HEINRICH KIPP WERK는 광범위한 생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사
는 특수 솔루션으로 고객 요구에 정확하
게 적합한 유닛 또는 개별 부품을 생산
합니다.

자사의 기계 공장은 금속 절단기, 
사출 성형기, 아연 다이 캐스트기를 
포함합니다. 자사의 자체 연구 개발 부서 
및 공구 제작 부서에서는 스페셜 프로젝트의 
전문적인 실현을 보장합니다. 조립이 완료되고, 
요구에 따라 표면이 처리됩니다. 기술자는 제안 준
비, 실행 가능성 평가 및 완료까지 모든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머시닝

플라스틱 사출 몰딩

개발 / 구성 공구 제작

표면 처리

아연 다이 캐스트

조립

클램핑 기술
작업물 클램핑 기술 제로점 클램핑 기술

자사는 워크 홀딩 및 클램핑 기술의 전문 분야에 약 2,800 개
의 부품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듈식으로 개발되어 서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공 기계의 최대 셋업 시간 최적화
를 보장합니다. 스탠다드 부품의 95%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자사의 전문가 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는 중/소형 클램핑 시스템을 실현합
니다. 프로젝트에 맞게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식 래치, 모서리 보호 프로파일

클램핑 유닛

포지셔닝 부품

서포트 부품, 스토퍼

금형 클램핑 시스템

커넥팅 부품

텔레스코픽 클램핑 유닛

5축 모듈 클램핑 시스템 80

5축 모듈 클램핑 시스템 50

5축 모듈 클램핑 시스템 138

제로점 클램핑 시스템

바이스 클램핑 기술

컴팩트형 5축 클램핑 시스템

3축 클램핑 시스템, 5축 클램핑 시스템

NC 클램프

센터링 클램프

다중 클램핑 시스템

모듈형 클램핑 기술

장착 부품

베이스 부품

미네랄 캐스팅

액세서리

새로운

조인트

포지셔닝 및 클램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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