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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DTMANN GROUP

3,500명이 넘는 한트만 그룹 임직원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아르투르 한트만(좌): 자문위원회 대표
토마스 한트만(우): 한트만 홀딩스의 대표 겸 그룹사 총괄사장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술력과 강한 책임감!

1873년 크리스토프 한트만에 의해 독일 비베라흐
의 스와비아라는 도시에 설립 된 한트만은 1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4 세대의 자손들에 의해 운영
되는 패밀리 기업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술
력과 강한 책임감은 한트만을 오늘에 이르게 한 원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파이낸싱과 자문기구로 구성된 한트만 홀딩스를 중
심으로 자주적인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6개의 개
별 부문사가 모여 하나의 한트만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 및 부문사

하이테크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경금속 캐스팅: 엔진, 미션, 바디 (Al, Mg)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밸브, 필터

머시닝 센터: 5축 HSC/HPC 머시닝 센터

식품 주입 및 배합 시스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에어 가이딩, 터보 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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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DTMANN VALUES

3,500명이 넘는 한트만 그룹 임직원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Profitability (수익창출)

We act socially responsible and strive for economic success.

Innovation (기술혁신)
We develop ideas for the future which are technologically advanced and customer 
focused.

Truthfulness (신실함)
We do what we say and we act in a truthful and ethical manner.

Frugality (근검절약)
We handle all resources with consideration and use them conservatively.

Fairness (공정성)
We respect the views and conduct of our partners in dialogue.

Honesty (정직)
We encourage open discussion and address unpleasant issues as they arise.

Trust (신뢰)
We rely on and trust each other for support and cooperation.

Collaboration (상호협력)
We stand by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effectively for joint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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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DTMANN GROUP - LOCATIONS

비베라흐의 아르투르 한트만 스트라세에 위치한 한트만 본사 및 공장
600,000m²(18만 2천평)

한트만 본사 인근 Aspach Industrial Zone에 위치한 공장
300,000m²(9만 1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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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DTMANN GROUP - LOCATIONS

체코, 코시체 공장

작센주 안나베르크-부흐홀츠 공장 작센주 쾨니히스발트 공장

중국, 텐진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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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SALES & EMPLOYME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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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SALES IN 2015, WORLD-WIDE

516
37

170
18 29

Light-metal casting/ system engineering
machining centres
filling and portioning systems
plastics engineering
plan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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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OF HANDTMAN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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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DTMANN GROUP - CUSTOMERS

디터 제체(좌) 다임러 회장 겸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으로 부터 다임러 협력사상을 수상하고 있는 토마스
한트만(왼쪽에서 두 번째), 한트만 홀딩스의 대표 겸 그룹사 총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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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METAL CASTING(AL, MG)

테크놀로지-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한트만의 Light Metal Casting 사업부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
로 축적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한트만의 알루미늄 & 마그네슘 주물공장
은 독일 최대 규모로서 약 2천 여명의 임직원이 크랭크케이스, 베어링 프레임, 
실린더 헤드 커버, 펌프 하우징, 전기 모터 하우징, 오일 팬, 엔진 마운트, 클러치
하우징, 마그네슘 변속기 하우징, 리어 액슬 변속기 하우징, 서스팬션 스트럿 지
지, 트랜스미션 크로스 빔, 스티어링 컬럼 재킷, 수냉식 전기 모터 하우징 등 을
유수의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MPLOYEE: 1,949
SALES IN 2015: 458MILION EURO 

차량용 칸막이 용기

변속기 하우징

펌프 하우징

크랭크케이스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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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ENGINEERING

신세대 드라이버 트레인을 위한 경쟁력!

한트만은 콤팩트하고 파워풀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공기 전달, 슈퍼 차저 에어
쿨링 모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저압, 고압 배기 가스 재순환 및 쿨링 시스템과
한트만의 독특한 기술력이 집약된 스크롤 타입의 슈퍼 차저를 공급하고 있습니
다.

EMPLOYEE: 109
SALES IN 2015: 102MILION EURO.

한트만 HSLn® 스크롤 타입 슈퍼챠저
No Supercharger Like any other

통합 슈퍼차지 에어 쿨링 시스템이 장착
된 인테이크 모듈

혁신적인 배기 가스 쿨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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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ING AND PORTIONING SYSTEM

전세계 식품 프로세싱 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Handtmann Maschinenfabrik는 주입, 배분, 분리, 도싱, 성형, 동시압출가공
등의 식품 생산을 위한 복합적인 라인 시스템은 물론 진공 필터를 전세계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시지는 물론, 육류, 생선, 조제식품, 반죽, 
유제품, 치즈, 샐러드 등 다양한 식품 프로세싱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습니
다.

EMPLOYEE: 673
SALES IN 2015: 170MILION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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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ING CENTERS

Your Partners for 5-axis HSC/HPC Machining Centres for all your applications!

Handtmann A-Punkt Automation GmbH는 5축 HSC/HPC 머시닝 센터의 선도적인 제조사로서 한트만 머
신들은 고객사들의 요구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모듈화 된 머신 컨셉 덕분에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커버
할 뿐 만 아니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스팩을 충족하여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머시닝 요구 조
건들에 최적화 될 수 있습니다. 한트만의 5축 머시닝 센터는 ‘Made in Germany’ 라는 고품질 요구 조건을
보증합니다. 
EMPLOYEE: 197, SALES IN 2015: 37MILION EURO

HBZ® 콤팩트 셀 Horizontal Machining Center
4,000 X 1,000mm 알루미늄 가공을 위한 콤팩트 & 
파워풀 솔루션

HBZ® Trunnion®Horizontal Machining Center
1,700mm의 간섭 콘투어를 지닌 파워풀한 5축 머시
닝 센터로서 다양한 재질 가공에 최적화 되어 있습
니다.

PBZ® 프로파일 Machining Center  
혁신적인 클램핑 기술 적용

GANTRY® Hi-Moving Portal Machining Center  
고속 Y-브릿지를 장착한 정밀 5축 가공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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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ENGINEERING – PROCESS TECHNOLOGY

숙성된 기술력과 경험…신뢰성
있는 제품!

Handtmann Armaturenfabrik는
음식료, 바이오, 화학, 제약, 유가
공, 식품 산업용 밸브, 각종 부품
및 프로세싱 시스템 공급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
니다.  

EMPLOYEE: 167
SALES IN 2015: 29MIL.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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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PLASTIC ENGINEERING

최적화된 품질이 요구되어질 때! LAURAMID® - THE ‘PA 12C’

한트만 그룹의 혁신적인 일원으로서 Handtmann Elteka는 PA12C 폴리아미드
제조 및 프로세싱의 선도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Lauramid®, Lauramid Hybrid®, Lauramid Inject®, Eltimid®는 한트만에 의해
자체 개발된 하이테크 플라스틱 재질로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라미드®는 ‘경제성’, ‘정밀성’, ‘신뢰성’을 두루 갖춘 혁신적인 폴리아미드 재
질로서 Handtmann Elteka에 의해 만들어진 완제품, 반제품, 몰드 캐스트 부품
들은 자동차, 스토리지 및 컨베이어 시스템, 리프트 및 케이블 철도산업, 인쇄, 
의료, 포장, 식품 가공, 제지, 의료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EMPLOYEE: 111, SALES IN 2015: 18MILION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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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명이 넘는 한트만 그룹 임직원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Lauramid® A – 금속과 함께 주물 성형(우수한 본딩)

Lauramid® B – 맞춤형 주물 플라스틱 부품용

Lauramid® FS – Food Safe(EC인증)용 재질

Lauramid Hybrid® – 혁신적인 메탈-플라스틱 콤비

Lauramid Inject® – 사출 성형을 위한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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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PLASTIC ENGINEERING

50 years of Passion for Plastics!

한트만은 140년의 전통과 지혜를 현대의 혁신적이고 최첨단 기술과 제품에 결
합시키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기업입니다. 한트만의 특화 된 플라스틱 조련,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1968년 플라스틱 사업부는 Handtmann Elteka GmbH & 
Cp. KG. 라는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며, 이후 PA12C의 프로세싱과 제
조의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트만이 자체 개발한 Lauramid®, Lauramid Hybrid®, Lauramid FS®, 
Lauramid Inject®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부품으로서 혹은 통합 시스템으로서
두루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베라흐에 위치한 한트만 엘테카의 생산 홀
Sate-of-the-art Production Halls for State-of-the-art  Plastic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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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PLASTIC ENGINEERING

Lauramid®는 순수한 로린락탐(Laurinlactam)으로 만든 폴리아미드 12 재질 입니다. 
저점성 액체 상태의 로라미드®는 주물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합되어
플라스틱이 됩니다. 

Lauramid® Type A의 특성으로서, 낮은 흡수성(흡습성), 우수한 가수분해 항상성, 
치수 안정성, 기계적/화학적 내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재질 특성을 바탕
으로 시트, 라운드 바, 기어 휠, 웜 기어 와 체인 휠, 롤러, 실린더, 프로펠러, 금속과
결합한 제품에 적합합니다.

※ 제조 공정 특징:
로라미드®로 주물 제작되는 제품들은 X-Ray 투시 검사를 거쳐 제조되기 때문에 품
질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Advantages:
- 우수한 내구성
- 내마모성
- 우수한 치수 안정성
- 낮은 회전 저항
- 형상 기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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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PLASTIC ENGINEERING

Lauramid®는 순수한 로린락탐(Laurinlactam)으로 만든 폴리아미드 12 재질 입니다. 
저점성 액체 상태의 로라미드®는 주물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합되어
플라스틱이 됩니다. 따라서, 사출 성형이 커버할 수 없는 큰 사이즈의 부품이나 복
잡한 형상, 벽 두께를 지닌 구조물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본 재질로 인한 저렴한
유지보수비와 긴 수명은 고객의 토탈 비용을 절감시켜 드릴 것 입니다.

Lauramid® Type B의 특성으로서, 낮은 흡수성(흡습성), 우수한 가수분해 항상성, 치
수 안정성, 기계적/화학적 내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재질 특성을 바탕으
로 기어, 웜 기어 와 체인 휠, 롤러, 슬라이딩 베어링, 프로펠러, 펌프용 및 청소기 부
품 제작에 적합합니다.

※ 제조 공정 특징:
로라미드®로 주물 제작되는 제품들은 X-Ray 투시 검사를 거쳐 제조되기 때문에 품
질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Advantages:
- 우수한 내구성
- 내마모성
- 우수한 치수 안정성
- 낮은 회전 저항
- 형상 기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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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PLASTIC ENGINEERING

Lauramid Hybrid®는 발포 금속과 함께 구성되며, 발포 금속은 프레스 공정 없이 주
물 내에서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용도에 따라 캡슐화되어 집니다. 주물에서
Lauramid®은 발포 금속의 구멍들 사이로 투과되어 금속과 Lauramid®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복합체가 되며, 어떠한 추가 부품도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Lauramid 
Hybrid®은 그 혁신적인 특징과 기술로 Materialica Design + Technology 상을 수
상하였습니다. (2009년)

Advantages:
- 발포 금속과 Lauramid®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리적 복합체
- 극도의 강성을 지닌 ‘Open-Pore’

버전( 하기 A)
- 우수한 강성과 경량을 자랑하는

‘Closed-Pore’ 버전(하기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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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PLASTIC ENGINEERING

Lauramid Inject® 970 그래뉼은 한트만의 오랜 기간의 광범위한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개발 되었습니다. 12C Lauramid® 폴리아미드의 그래뉼 타입 재질로서 롤러, 
베어링 외륜과 같은 소형 제품의 대량 생산에 이상적인 재질입니다.

로라미드® 재질이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낮은 흡수(습)성과 부피변
동률과 관련하여 Lauramid Inject® 970은 주물용 Lauramid® 재질 대비 80%의 성
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Lauramid Inject® 970으로 제작 된 캐스터, 롤러, 베어링
및 가이드 롤러 제품들은 습한 환경이나 날씨에서도 높은 치수 안정성을 보장해 드
립니다. Lauramid Inject®의 기본 컬러는 블랙이며, 요청에 따라 색상 변경이 가능
합니다.

Advantages:

- 사출 가능한 어떤 여타 폴리아미드 재질보다 현저히 낮은 ‘흡수(습)성’ 
- 우수한 치수 안정성과 높은 내마모성
- 우수한 충격 흡수성
- 5mm까지의 사출 가능 두께
- 높은 형상 기억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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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PLASTIC ENGINEERING

치수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Lauramid®는 슬라이딩 도어용 롤러 및 패달
부품, 전자 스티어링 기어 등 다양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의 하중에 대한 플랫 내성과 낮은 회전 저항성, 경량의 재질 무게와
치수 안정성은 더 많은 이유 중에서도 Lauramid®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Lauramid®로 만들어진 부품은 높은 신뢰성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Lauramid® 팩트:

재질 Lauramid®A, Lauramid®B, Lauramid Inject®970

생산공법 완제품, 사출, 주물 캐스팅

적용예
부시 타입 가이드롤러, 볼 베어링, 레이싱 카 패달, 스티어링
기어 톱니 휠

산업요구조건
고온내성, 내마모성, UV내성,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 치수 안
정성, 낮은 흡수(습)성, 경량화

차량 슬라이딩 도어용 가이드롤러(부시 타입) 및 볼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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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라인의 로보트 암: 
Lauramid®에 의해 오버 스프레이
로 부터 보호

Lauramid®로 제작 된 다축 로보
트 암 – 자유자재로 성형될 수 있
는 주물용 재질의 이점

재질 Lauramid®A, Lauramid®B, Lauramid®FS

생산공법 완제품, 주물 캐스팅

적용예 로보트 암, 로보트 조인트

산업요구조건
표준 플라스틱(PA1, POM)대비 20% 경량, 솔벤트 내성, 치수
안정성, 우수한 전기 절연성

로보트 산업에서의 Lauramid® 팩트:



24

HIGH-TECH PLASTIC ENGINEERING

승강기나 케이블카와 같은 극한의 안전성이 요구되어질 때, PA12C Lauramid®로
만들어진 부품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이 분야의 산업에서 한트만의 Lauramid® 커플링 롤러, 캐스터, 베어링 롤
러는 다양한 국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검증이 되었습니다.

케이블 카•승강기 산업에서의 Lauramid® 팩트:

재질 Lauramid®A, Lauramid®B

생산공법 완제품, 반제품

적용예
케이블카용 커플링 롤러, 캐스터, 베어링 롤러, 에스컬레이트
용 콜렉팅 롤러, 플랜지 휠, 핸드레일용 드라이브 휠

산업요구조건

무급유조건, 부드러운 회전, 극도의 마모내성, 24시간 상시
가동 조건에서의 긴 수명, 고하중 수용능력, 댐핑 우수성, 저
온에서의 탄성저하, UV내성, 치수 안정성, 급격한 온도변화
에 대한 안정적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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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Lauramid®A, Lauramid®B

생산공법 완제품, 주물 캐스팅

적용예
창고 시스템용 캐스터, 스프레더 용 롤러, 편지 분류기용 롤
러 및 스크루, 항만 크레인용 틀롤리 롤러 등

산업요구조건
높은 내마모성, 치수 안정성, 높은 비틀림 강성, 무급유 운용, 
경량, 우수한 댐핑 능력, 높은 하중 지지력

Lauramid®은 주변의 운송장비나 스토리지 시스템의 롤러, 톱니, 주문제작 부품들
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재질입니다. 또한, 좌측 하단의 사진에서와 같이
일상의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경량 크레인, 막대한 하중이 적용되는 항구의 로딩 시
스템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동 안정성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요구 조건이고, Lauramid®은 이러
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며 시장에서 검증을 완료하여 널리 사용되어지는 신뢰성
높은 재질입니다. 우수한 댐핑 능력, 충격 및 압력 흡수성은 이 재질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스토리지•컨베이어 산업 분야에서의 Lauramid®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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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트램, 기차, 버스 등 매일 매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송 및 교통 수단에서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Lauramid®로 만들어진 롤러는 이 운송 수단들의 도어
및 시트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하면서 여러분들과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마모 내성, 정지 하중/압력에 의한 눌림(플랫) 내성, 저온-고온의 온도 급변상황에서
의 온도 내성,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치수 안정성..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Handtmann Elteka의 롤러 및 조인트는 세계 각지에서 오늘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
습니다.

교통•운송 산업에서의 Lauramid® 팩트:

재질 Lauramid®A, Lauramid®B

생산공법 완제품, 반제품

적용예
객실 도어 롤러, 시트 조절 볼 베어링, 객실 플로어 슬라이딩
부품 등

산업요구조건
내마모성, UV내성,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200여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에 대한 테스트), 치수 안정성, 낮은 흡수(습)성, 정
하중/정압력에 의한 눌림(플랫)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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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 및 주입 충전 장비 및 부품들은 식품안전 규제를 적용 받는 일이 흔합니
다. PA12C Lauramid®는 식품안전을 위한 버전인 Lauramid® FS를 준비하고 있으
며, Lauramid® FS는 플라스틱 제품에 식품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유럽 연합의 EC 1935/2004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어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두
루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에서의 Lauramid® 팩트:

재질
Lauramid®A, Lauramid®B, Lauramid®A FS, Lauramid®B 
FS

생산공법 완제품, 캐스트

적용예
올리브 압착기 씰, 치즈 분배 롤러, 소시지 포장용 벨트 풀리
슬리브, 클리핑 시스템용 캠, 포장기계용 드라이브 및 아이들
러

산업요구조건
식품안전, 무미, 건조 조건에서의 내마모성, 경량, 화학물질
에 대한 내성 및 물성 안정성, 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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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및 천연가스 응축물에 대한 높은 내성이 요구되어지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고
분자, 고결정 구조를 지닌 Lauramid®는 최적화된 재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씰링 능력, 압력 내성, 형상 기억력, 140℃까지 견딜 수 있는 우수한 온도 고온 내성
은 어느 산업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어지는 이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줍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Lauramid® 팩트:

재질 Lauramid®A, Lauramid®B

생산공법 완제품

적용예 씰(Seals), 롤러

산업요구조건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내성, 넓은 온도 내성 스팩트럼, 화학
물질 내성, 치수 안정선, 최대 0.9%(중량)에 지나지 않는 낮
은 흡수성, 형상 기억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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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는 우수한 성능과 많은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범위의 산업 및 애플리케
이션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엔지니어링 분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Lauramid®가 급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Lauramid®로 제작 된 태양열
창고에서의 롤러 및 바이오 가스 플랜트에서의 대형 프로펠러가 바로 현재 급격히
떠 오르는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iCROSS®베어링(www.icross-bearings.com)
의 기존 일반 베어링이 커버할 수 없는 특수용도의 베어링에 이너링, 아우터 링, 볼
등의 재질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이는 Lauramid®의 우수한 내마모성이 널리 검증되
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 입니다. 

한트만의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은 우수한 마모 내성 덕분에 기계 엔지
니어링 분야에서 애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긴 수명과 그에 따른 비용 절감. 
Lauramid®가 선택 받는 이유입니다. 하늘, 육지, 바다 등의 어떠한 사용 환경에서도
PA12C Lauramid®로 제작 된 제품은 높은 신뢰성을 보여드릴 것 입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Lauramid® 팩트:

재질 Lauramid®A, Lauramid®B, Lauramid®FS

생산공법 반제품, 완제품, 주물 캐스팅

적용예
바이오 가스 프로펠러, 태양열 창고용 롤러 블록, 톱니 휠, 수
중 턴테이블용 톱니 링, 파이프 용접 시스템용 더블 테이퍼
롤러, 염수용 드럼 파이프, 세퍼레타 휠

산업요구조건
염수 조건에서의 높은 내마모성 및 내성, 낮은 흡수성, 화학
물질 내성, 우수한 날씨 및 UV 내성, 극도로 긴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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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하이 퍼포먼스 폴리머로 제작 된 롤러는 차량 슬라이딩 도어 및 시트
슬라이딩 시스템, 케이블 카, 크레인 시스템,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시스템, 트
롤리, 기차 객실 도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멈추지 않고 작
동하게 해 드립니다. 신기할 정도의 마모 내성, 눌림(플랫) 발생 내성, 온도 변화 내
성, 충격 내성, 하중 지지 성능은 Lauramid®를 사용하는 커다란 이유이자 고객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롤러는 볼 베어링 타입과 부시 타입으로 준비됩니다. 

Your Advantages:

우수한 하중 지지력

마모 내성

치수 안정성

형상 기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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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학적인 우수한 성능때문에 Lauramid®는 톱니 휠에 아주 적합합니다. 
Lauramid®의 무윤활 작동성능은 높은 마모 내성, 진동 및 소음 완화 능력을 더하여
톱니 휠의 완벽한 재료로 만들어 줍니다. 

Your Advantages:

Lubricant-free

진동 및 노이즈 완화

토르크 전달 능력

수중에서의 형상 및 치수 유지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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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dvantages:

높은 압력 스트레스 내성

저압 및 고압(300 bar)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우수한 원복력

최대 140℃까지의 고온 내성

화학물질 내성 및 유리한 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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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M, 최대중량 1,000Kg까지 거의 모든 디자인으로 성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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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Semi-Finished Products:

- 시트, 봉, 파이프, 실린더, 금속 허브와 결합 된 실린더
-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Lauramid® 반제품은 머시닝 센터나 선반에서 가

공 가능
- 낮은 장력과 동질 구조의 재질 특성으로 우수한 커팅 성능
- 즉시 창고 방출 가능한 공급 능력
- 소형 시리즈 제품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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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olactam(*)+활성제와 Laurolactam+촉매제로 이루어진 두 개의 탱크:

- 탱크 온도: 160℃
- 진공압력: Approx. 20mbar

Mixing Unit
- 각각의 탱크에서 배출된 물질이 혼합되면 불가역적인 중화작용 시작 됨
- 주물온도: 160℃

(*)Laurolactam: Oganic compound with the 
molecular formula (CH 2 ) 11 C(O)NH. This 
colorless solid is classified as a lac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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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캐스팅 구역 (모듈 10-14) 용량: 2,160리터

스패셜 캐스팅 구역 (모듈 1-4) 용량: 3,600리터

※ 공정온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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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MACHINES FOR MECHANICAL PROCESSING

• 5 machines for planing, cutting, profiling, sawing and grooving

• 1 automatic assembling machine (automotive)

• 1 optical measuring machine for automotive rollers

• 1 CNC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for components (5 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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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치수 자동 검사 장비와 결합 된 자동 조립 테이블

광학 측정기가 적용된 조립 테이블은 중요한
부위의 치수를 100% 전수 측정되도록 하며, 
회전 유리 테이블에 마운트 된 부품은 3개의
카메라를 통과하게 됨.

롤러는 모든 방향에서 측정되어지게 되며, 치
수 합격된 롤러는 자동 포장까지 이루어짐

OUTPUT PER MINUTE: 80~14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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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ing Inspection of Raw Material

최종 라인에서의 100% 자동화 된 측정 시스템
과 더불어 공정관리기준에 준하여, 공정간에도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이 발생 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Lauramid®의 기
본 배합원료에 대해서도 자체 테스트 랩에서 인
증된 촉매제와 활성제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

Vicat B50 Test

주물에서 탈형된 제품은 특별 제작된 시험장비
를 통하여 품질 검사가 이루어며, Lauramid®A, 
Lauramid®B 등 개별 재질의 스팩에 맞는 경도
측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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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Test:

주물성형 된 된 모든 제품은 X-Ray 및/혹은 초음파 검사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완벽한 품질을 실현하게 됨

- 오버몰드 된 스틸 코어와 Lauramid® 사이의 갭
- Air Bubbles in the molde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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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AURAMID®가 적용된 프로그램

VOLKSWAGEN

VW T5
VW T6

VW Caddy

VW Sharan              
Seat 

Alhambra

VW Crafter

VW Crafter 
(SOP 09/2016)

200.000 Guiding Roller D = 26,6 x 12 m
m

550.000 Guiding Roller D = 19 x 11,5 m
m

160.000 Guiding Roller D = 21 x 15,9 m
m

800.000 Rings D = 27,8 x 9,8 mm

220.000 Carrier Roller D = 28 x 10 mm

40.000 Carrier Roller D = 25 x 10 mm

80.000 Carrier Roller D = 28 x 10 mm

1.200.000 Guiding Roller D = 19 mm

60.000 Rings D = 25,8 x 10 mm

305665

305664

305666

303579

305963

300762

301533

301534

3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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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AURAMID®가 적용된 프로그램

MERCEDES BENZ

MB V-Klasse 
NCV 2

MB Sprinter
NCV 3

MB Sprinter VS30
(SOP 07/2017)

320.000 Guiding Roller D = 18 x 10,8 mm

MB V-Klasse 
NCV 2 Facelift 2

160.000 Carrier Roller D = 28 x 10 mm

80.000 Guiding Roller D = 20 x 10 mm

640.000Guiding Roller D = 21 x 15,9 mm

160.000 Carrier Roller D = 25 x 10 mm

320.000 Carrier Roller D = 28 mm

305444

305723

305443

300762

301533

301534

MB V-Klasse 
VS20

FORD
Grand 
C-Max

B-Max

Tourneo 
Connect

300.000 Carrier Roller D = 28,9 x 10 mm

175.000 Carrier Roller D = 24 x 10 mm

20.000 Carrier Roller D = 27 x 10 mm

305507

305509

3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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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AURAMID®가 적용된 프로그램

FORD

Transit 
Custom

Transit

1.680.000 Guiding Roller D = 20 x 12 mm

660.000 Carrier Roller D = 28 x 9 mm

150.000 Carrier Roller D = 24 x 8,5 mm
(Lauramid Inject)

Courier

305510

305350

305626

RENAULT

Master
Brasil

100.000 Carrier Roller D = 25 x 10 mm 
+ Bolt 28,8 mm

10.000 Carrier Roller D = 25 x 10 mm 
+ Bolt 29,1 mm

11.000 Guiding Roller D = 19,2 x 15 m
m

11.000 Guiding Roller D = 18 x 15 mm

5.000 Carrier Roller D = 24 x 10 mm

Traffic
Special Van

305858

305859

304549

304550

30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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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AURAMID®가 적용된 프로그램

FIAT 

Ducato

ProMaster 
RAM
(USA)

450.000 Guiding Roller D = 20 x 10,9 mm

450.000 Guiding Roller D = 15,4 x 11 mm

225.000 Guiding Roller D = 20 x 18 mm
(Lauramid Inject)

675.000 Dust Cap D = 13,6 x 2,2 mm
(Polypropylen PP)

450.000 Carrier Roller D = 26 x 10 mm

305635

305637

305771

305773

3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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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MATERIAL CHARACTERISTICS

− Gravity casted material without pressure on monomers. 

− Monomers are nearly free of orientation and free of stress

− Casted material absolutely without pressure on monomers

− High crystalline structure (about 45%)

− Lowest water absorption of all polyamides

− High dimension stability

− High wear resistance

− High chemical resistance

− Good constructions material (temp. Of -40°C up to + 120°C)

− High impact strength up to - 80°C

− Good absorbability of vibration

− High elasticity in return (memory effect)

− Very good creep resistance

− Lubrication not necessary, dry ru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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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NYLON(POLYAMIDS)와 비교 자료

Equilibrium - moisture contents of various 

Nylons (Polyamids) as function of the relat

ive air humidity at ambient temperature

PA 12 C (Lauramid®)

Percentage of increase in length of various Ny

lons (Polyamids) dependent on the percentag

e of water absorption (water with ambient te

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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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NYLON(POLYAMIDS)와 비교 자료

PA 12 C (Lauramid®)

Tensile strength of various Nylons (Polyamids) as function                                                      

of the content of moisture at 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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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ROLLERS OUT OF LAURAMID®

− Examination reports institute for material handling Technical University (TU) Berlin

− VDI-research reports # 313 / 353 / 492 / 601

− Characteristic lifetime diagrams for Lauramid®-rollers with Ø = 80mm

− > 20 years experience with Lauramid® rollers for sliding doors in the automotive industry

− Execution of FE-analysis and inspect the comparison strength at -40°C / 23°C / 80°C 

− Evaluation of state of stress in the Lauramid® and Lauramid Inject®- ring

− Comparison with approved rollers in the automotiv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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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최대 하중 지지력

Outside diameter Convexity Radius 

Running-time [h]

Flattening of roller D=28 mm depening on the 
running-time at a  ambient air temperature of 80°C, 
load F=4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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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최대 하중 지지력

Comparison Strength (Ø26)

07.03.2017

Comparison 
strength 
[N/mm2]

Comparison strength in the ring, D=26mm, W=10mm, FN=350N, 
bearing seat width: 6 mm, press fit on the bearing seat: 0,2 mm, T= -30°C

Comparison 
strength 
[N/mm2]

Comparison strength in the ring, D=26mm, W=10mm, FN=350N, 
bearing seat width: 6 mm, press fit on the bearing seat: 0,2 mm, T= 
23°C

Comparison strength in the ring, D=28mm, W=10mm, FN=350N, 
bearing seat width: 6 mm, press fit on the bearing seat: 0,2 mm, T= -
30°C

Compariso
n strength 
[N/mm2]

Compariso
n strength 
[N/mm2]

Comparison strength in the ring, D=28mm, W=10mm, FN=350N, 
bearing seat width: 6 mm, press fit on the bearing seat: 0,2 mm, T= 
23°C

Comparison Strength (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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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최대 하중 지지력

Radial Strength Wallthickness of ring

Demands on the ring at T= -40°C, W=10mm, FN=350N, r=65 mm 
bearing seat width: 6 mm, press fit on the bearing seat: 0,2 mm

Radial strength (initial load) in the press fit area between ring and be
aring,  FN=350N, T= -40°C

Way along press fit area [m
m]

R
ad

ia
l 
st

re
ng

th
 [
N

/m
m

2 ]

C
o
m

p
ar

is
o
n 

st
re

ng
th

 [
N

/m
m

2 ]

Load in the ring, W=10mm, FN=350N, r=65 mm 
bearing seat width: 6 mm, press fit on the bearing seat: 0,2 mm

Comparison strength in the ring, FN=350N, T-30°C

Wallthickness of ring [mm]

Contact areaPress fi
t

Normal strength in the ring, FN=350N, T-30°C

Wallthickness of ring [mm]

N
o
rm

al
 s

tr
en

g
th

 [
N

/m
m

2 ]

Contact areaPress f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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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최대 하중 지지력

2. Temperatures -40°C up to + 80°C 

Comparison 
strength 
[N/mm2]

Comparison strength in the roller, W=10mm, FN=350N, r=65 m
m 
bearing seat width: 6 mm, press fit on the bearing seat: 0,2 mm, 
T= -40°C

Comparison 
strength 
[N/mm2]

Comparison strength in the ring, W=10mm, FN=350N, r=65 mm 
bearing seat width: 6 mm, press fit on the bearing seat: 0,2 mm, T
= -40°C

Requirements on the plastic rings:

− no loose of press-fit at high temperatures (+80°C)  � slip effect

− no breakage at deep temperatures (-40°C)         � Increasing in compariso

n strength at -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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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최대 하중 지지력

max. normal 

force [N]

ØOutside

[mm]

Width of roller

[mm]

ØOutside Outer ring

[mm]

250 25 10 19

300 26 10 19

350 2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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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최대 하중 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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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베어링 이탈 강도

Roller 300926

Ø 25 x 10 

min. force

2100 N

- Test speed [10 mm/min]

- Temperature: 23°C

− Testing conditions

Roller 301976

Ø 23 x 10

min. force

1350 N

Roller 301534

Ø 28 x 10

min. force

222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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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베어링 이탈 강도
Roller 300926

Ø 25 x 10 

min. force

1040 N

- Test speed [10 mm/min]

- Temperature: 80°C

− Testing conditions Roller 301976

Ø 23 x 10

min. force

600 N

Roller 301534

Ø 28 x 10

min. force

108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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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MID® 롤러의 이점

− Absorbing of shrinking and vibration

− Rugged in dimensions

− Wear resistant

− Long lifetime (will achieve the car-lifetime)

− Pretty good true running

− Pretty robust against flattening under vertical load 

(especially guiding rollers)

� reducing lou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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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TMANN ELTEKA 
HITECH PLASTICS– LAURAMID®
www.handtmann.de
www.handtmann.kr (Coming Soon)

TEL: 031-753-6787 / FAX: 031-335-6787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곡현로619번길 16
주식회사 킬리언코리아
nam@KilianBearing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