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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5th AXIS의 모든 RockLock™ 클램핑 장치는 
업계 표준인 96mm의 풀 스터드 간격을 적용하여 
Jergens, Lang 및 기타 시스템과의 호환을 보장함

5th Axis RockLock™ 시스템은 모든 라이저(높이 상승형), 피라미드형, 묘비형 또는 요구되는 거의 
모든 고정장치와 통합할 수 있음 적용 범위가 거의 무한함

몸체 소재는 강철 또는 
알루미늄 중 선택 가능

모든 품목은 TiN 
코팅한 경화강 부싱과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8μm 미만의 정밀한 반복정밀도 견고한 단일 구동 나사

 

96mm 풀 스터드 간격

 < 8μm 반복정밀도

모든 기계제조사 및 모델에 적합

강철 위치 결정 기능

단일 구동

기계에 장착이 용이

9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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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중형 또는 대형 바이스 어댑터를 포함한 탑 툴링

5th AXIS의 모든 RockLock™ 클램핑 장치는 
업계 표준인 96mm의 풀 스터드 간격을 적용하여 
Jergens, Lang 및 기타 시스템과의 호환을 보장함

견고한 단일 구동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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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탑 툴링

나사형 풀 스터드

풀스터드 간격이 96mm인 베이스 
또는 라이저(높이 상승형)

센터링 정확성을 위한 위치 
결정 보스



특허 획득

탑 툴링 

R96-DM50
50mm 이상 소재용

R96-V75100
소형 셀프센터링 바이스

탑 툴링은 5th AXIS 제품 전체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대부분) 
96mm 시스템과 호환됨 (자세한 사항은 9페이지 참조)

R96-DM12
25mm 미만 소재용

R96-DM25
75mm 미만 소재용 V552M / V562M

중형 셀프센터링 바이스
자세한 사항은 18페이지 참조
(풀 스터드는 별도 판매)

V6105M 
대형 셀프센터링 바이스

DV56 / DV510
더블 스테이션 바이스

R96-CER40
최대 Φ25mm의 원형 소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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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급속 교환 시스템

V552M / V562M
중형 셀프센터링 바이스
자세한 사항은 18페이지 참조
(풀 스터드는 별도 판매)

DV56 / DV510
더블 스테이션 바이스

RL96A-3003  

RL96-56  RL96-6760

RL96A-411  RL96A-4816

RL96A-90DEGRL96A-3613 

다양한 RockLock™ 급속교환장치에  
관하여는 5~8 페이지 참조

RL96-679010  

RL96A-38  

9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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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RL96S-56  강철, 100mm 볼트 간격
RL96A-56  알루미늄, 100mm 볼트 간격

RL96S-6760  강철, 60° 볼트 패턴
RL96A-6760 알루미늄, 60° 볼트 패턴

RL96S-679010  강철, 90° 볼트 패턴
RL96A-679010  알루미늄, 90° 볼트 패턴

     
        기술 자료                    크기                                     장착     재질

       RL96S-56  156mm x 126mm x 30mm 2 x M12 볼트 @ 100mm    강철

       RL96A-56  156mm x 126mm x 30mm 2 x M12 볼트 @ 100mm     알루미늄

       RL96S-6760  156mm x 174mm x 30mm 4 x M12 볼트 @ 60°, Ø170mm    강철

       RL96A-6760  156mm x 174mm x 30mm 4 x M12 볼트 @ 60°, Ø170mm     알루미늄

       RL96S-679010  156mm x 156mm x 30mm 4 x M10 볼트 @ 90°, Ø184mm    강철

       RL96A-679010  156mm x 156mm x 30mm 4 x M10 볼트 @ 90°, Ø184mm     알루미늄

베이스 플레이트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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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라이저

     
        기술 자료                    크기                                     장착     재질

       RL96S-56  156mm x 126mm x 30mm 2 x M12 볼트 @ 100mm    강철

       RL96A-56  156mm x 126mm x 30mm 2 x M12 볼트 @ 100mm     알루미늄

       RL96S-6760  156mm x 174mm x 30mm 4 x M12 볼트 @ 60°, Ø170mm    강철

       RL96A-6760  156mm x 174mm x 30mm 4 x M12 볼트 @ 60°, Ø170mm     알루미늄

       RL96S-679010  156mm x 156mm x 30mm 4 x M10 볼트 @ 90°, Ø184mm    강철

       RL96A-679010  156mm x 156mm x 30mm 4 x M10 볼트 @ 90°, Ø184mm     알루미늄

   기술 자료                 크기                장착       재질

      RL96A-38   Ø202mm x H75mm
 4 x M12 볼트 @ 90°, Ø178mm 또는 
 3 x M12 볼트 @ 120°, Ø178mm
 

      알루미늄

      RL96A-411   Ø276mm x H100mm  4 x M12 볼트 @ 90°, Ø252mm       알루미늄

      RL96A-4816   400mm x 200mm x 100mm
 4 x M16 볼트 @ 126mm x 360mm 직사각형 또는                          
 4 x M12 볼트 @ 160mm x 320mm 직사각형

      알루미늄

      RL96A-3915   381mm x 230mm x 80mm                       4 x M16 볼트 @ 200mm 사각형       알루미늄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96mm

RL96A-38  알루미늄, 90° 및 60° 볼트 패턴
일체형 Ø202mm x H75mm

RL96A- 411  알루미늄, 90° 볼트 패턴
일체형 Ø276mm x H100mm

RL96A-4816
일체형 멀티-포지션 라이저(단일/이중)
H100mm

RL96A-3915
2-피스 멀티-포지션 라이저(단일/이중),
H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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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서브 플레이트

RL96A-90DEG 알루미늄, 
90° 직각 플레이트

• 주문제작형 멀티-포지션 플레이트 공급
•  크기와 구성 요소에 관하여는 당사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RL96A-3613S1 알루미늄, 멀티-포지션 플레이트
(단일/이중) 

RL96A-3613S2 알루미늄, 멀티-포지션 플레이트
(단일/이중) 

     기술 자료                      크기                 장착     재질

    RL96A-90DEG 156mm x 149mm x 200mm
RockLock 96mm 풀 스터드 또는 
2 x M12 볼트 @ 100mm

  알루미늄

    RL96A-3613S1 156mm x 338mm x 30mm
2 x M12 볼트 @ 48mm(중심에서 거리)
2 x M12 볼트 @ 125mm(중심에서 거리)  

 알루미늄

    RL96A-3613S2 156mm x 338mm x 30mm 4 x M12 볼트(간격 균등) @ 80mm  알루미늄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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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묘비형

RL96A-3002 / RL96S-3002 
묘비형, 2면, 베이스 300mm*, 높이 400mm
주철 또는 알루미늄 구조와
경화강의 부싱 및 잠금장치

RL96A-3003 / RL96S-3003 
묘비형, 3면, 베이스 300mm*, 높이 400mm
주철 또는 알루미늄 구조와
경화강의 부싱 및 잠금장치

     기술 자료                      크기                 장착     재질

    RL96A-90DEG 156mm x 149mm x 200mm
RockLock 96mm 풀 스터드 또는 
2 x M12 볼트 @ 100mm

  알루미늄

    RL96A-3613S1 156mm x 338mm x 30mm
2 x M12 볼트 @ 48mm(중심에서 거리)
2 x M12 볼트 @ 125mm(중심에서 거리)  

 알루미늄

    RL96A-3613S2 156mm x 338mm x 30mm 4 x M12 볼트(간격 균등) @ 80mm  알루미늄

* RockLock™ 시스템은 다른 묘비형 플레이트의 
크기와 구성에 쉽게 통합될 수 있음 
귀사가 보유중인 기계의 테이블 도면과 요구하는 
구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기술 자료       설치 면적      장착      재질

   RL96A-3002 300mm x 300mm     기계별     알루미늄

   RL96S-3002 300mm x 300mm          기계별     주철

   RL96A-3003 300mm x 300mm     기계별     알루미늄

   RL96S-3003 300mm x 300mm     기계별     주철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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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탑 툴링

R96-DM50

R96-DM25

R96-DM12

R96-V75100

        기술 자료  *전체 높이          장착한 고정장치

         R96-DM12         67.4mm       DM12 - 22페이지 참조

         R96-DM12X2         67.4mm       DM12 - 22페이지 참조

         R96-DM25         75.4mm       DM25 - 22페이지 참조

         R96-DM50         76.4mm       DM50 - 22페이지 참조

         R96-CER40         81.3mm       CER40 - 22페이지 참조

         R96-V75100         87.9mm       V75100 - 18페이지 참조

R96-CER40

* 높이는 베이스의 바닥면으로부터 고정장치의 상단면까지를 측정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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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6-DM12X2

9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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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기술 자료  *전체 높이          장착한 고정장치

         R96-DM12         67.4mm       DM12 - 22페이지 참조

         R96-DM12X2         67.4mm       DM12 - 22페이지 참조

         R96-DM25         75.4mm       DM25 - 22페이지 참조

         R96-DM50         76.4mm       DM50 - 22페이지 참조

         R96-CER40         81.3mm       CER40 - 22페이지 참조

         R96-V75100         87.9mm       V75100 - 18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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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mm

RL52A-44
RL52S-44

PS16F
풀 스터드

V75100 75mm x 100mm 
풀 스터드는 별도 판매

* 높이는 베이스의 바닥면으로부터 고정장치의 상단면까지를 측정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술 자료 *전체 높이           장착한 고정장치

      R52-DM12           51mm                                                                                                                                               DM12 - 22페이지 참조

      R52-DM12X2                                                  51mm              DM12 - 22페이지 참조 

      R52-DM25           55mm                  DM25 - 22페이지 참조

      R52-DM50           63mm     DM50 - 22페이지 참조  

    기술 자료                      크기       장착    재질

   RL52A-44 103.5mm x 103.5mm x 25mm  82mm 사각형   알루미늄

   RL52S-44 103.5mm x 103.5mm x 25mm     82mm 사각형   강철

2018년 신제품!                                           52mm 시스템

신제품 52mm RockLock™ 시스템 작은 설치 면적의 급속 교환 
솔루션인 52mm RockLock™ 시스템 급속 교환 플레이트의 추가 
구성은 연중 내내 공급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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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예시

 

RL96S-3002 RL96S-3003 

Custom multi-position plates available
See website for more products   

• Tombstone, 2 sided 300mm
• Cast iron or aluminum construction
• Hardened steel bushings and locks

• Tombstone, 3 sided 300mm
• Cast iron or aluminum construction
• Hardened steel bushings and locks

Mill sides 4 and 5

Mill 5 Sides on a Horizontal Machine

Mill sides 1, 2, 3

Mill sides   2-5
Mill side 1

Multi-position plates 
 2 to 5 position plates available

Span multiple positions for large part of vise

 for vertical / horizontal machines

Patents Pending

Rotate 90°

Mill 5 Sides on a Vertical Machine

Workholding Evolved

workholding@5thaxis.com
www.5thaxis.com
p.858.505.0432

RL96A-90DEG 
Aluminum, 90o  right angle plate

QUICK CHANGE
Fits Lang & Jergens 96mm RockLock BaseRockLock BaseTop Tooling

96mm

 

RL96S-3002 RL96S-3003 

Custom multi-position plates available
See website for more products   

• Tombstone, 2 sided 300mm
• Cast iron or aluminum construction
• Hardened steel bushings and locks

• Tombstone, 3 sided 300mm
• Cast iron or aluminum construction
• Hardened steel bushings and locks

Mill sides 4 and 5

Mill 5 Sides on a Horizontal Machine

Mill sides 1, 2, 3

Mill sides   2-5
Mill side 1

Multi-position plates 
 2 to 5 position plates available

Span multiple positions for large part of vise

 for vertical / horizontal machines

Patents Pending

Rotate 90°

Mill 5 Sides on a Vertical Machine

Workholding Evolved

workholding@5thaxis.com
www.5thaxis.com
p.858.505.0432

RL96A-90DEG 
Aluminum, 90o  right angle plate

QUICK CHANGE
Fits Lang & Jergens 96mm RockLock BaseRockLock BaseTop Tooling

96mm
R

O
C

K
LO

C
K

™

96mm

11



특허 획득

CMM에 대한 중간 검사

설치 견본

 

RL96S-3002 RL96S-3003 

Custom multi-position plates available
See website for more products   

• Tombstone, 2 sided 300mm
• Cast iron or aluminum construction
• Hardened steel bushings and locks

• Tombstone, 3 sided 300mm
• Cast iron or aluminum construction
• Hardened steel bushings and locks

Mill sides 4 and 5

Mill 5 Sides on a Horizontal Machine

Mill sides 1, 2, 3

Mill sides   2-5
Mill side 1

Multi-position plates 
 2 to 5 position plates available

Span multiple positions for large part of vise

 for vertical / horizontal machines

Patents Pending

Rotate 90°

Mill 5 Sides on a Vertical Machine

Workholding Evolved

workholding@5thaxis.com
www.5thaxis.com
p.858.505.0432

RL96A-90DEG 
Aluminum, 90o  right angle plate

QUICK CHANGE
Fits Lang & Jergens 96mm RockLock BaseRockLock BaseTop Tooling

96mm

RL96A-3613S2

수직형/수평형 기계를 위한 멀티-포지션 플레이트
(2 - 5개의 포지션 플레이트 제공)

 

RL96S-3002 RL96S-3003 

Custom multi-position plates available
See website for more products   

• Tombstone, 2 sided 300mm
• Cast iron or aluminum construction
• Hardened steel bushings and locks

• Tombstone, 3 sided 300mm
• Cast iron or aluminum construction
• Hardened steel bushings and locks

Mill sides 4 and 5

Mill 5 Sides on a Horizontal Machine

Mill sides 1, 2, 3

Mill sides   2-5
Mill side 1

Multi-position plates 
 2 to 5 position plates available

Span multiple positions for large part of vise

 for vertical / horizontal machines

Patents Pending

Rotate 90°

Mill 5 Sides on a Vertical Machine

Workholding Evolved

workholding@5thaxis.com
www.5thaxis.com
p.858.505.0432

RL96A-90DEG 
Aluminum, 90o  right angle plate

QUICK CHANGE
Fits Lang & Jergens 96mm RockLock BaseRockLock BaseTop Tooling

96mm

CMM으로의 공정 검사

RL96A-90DEG

가공면 1

RL96A-3002 
묘비형, 2면, 높이 300mm
주철 또는 알루미늄 구조,
경화강의 부싱 및 잠금장치

가공면 1, 2, 3

          90° 회전

   가공면 4, 5

가공면     2-5

96mm

12

R
O

C
K

LO
C

K
™



특허 획득

R96-DM50

R96-V75100

R96-DM25

V562M

R96-CER40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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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클램핑 패키지:

금형 패키지

RL96-MP 도브테일 커터체결부품

V562M(PS20F 풀 스터드 포함), R96-DM12X2, R96-DM25, 
R96-DM50, R96-CER40, R96-V75100, RL96-MP 마스터 
팔렛, 체결부품, 도브테일 커터(인서트 포함)

96mm

R96-DM12X2

주문형 클랭핑 패키지 공급 가능
세부사항 또는 추가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에 문의13



특허 획득

R96-V75100

V562M

프리미엄 도브테일 패키지:

RL96-MP 도브테일 커터체결부품

R96-CER40

RL96-MP체결부품 도브테일 커터

V562M(PS20F 풀 스터드 포함), R96-V75100, 
RL96-MP 마스터 팔렛, 체결부품, 도브테일 커터
(인서트 포함)

R96-V75100V562M

프리미엄 바이스 패키지:

R96-DM25

R96-DM50

R96-DM12X2, R96-DM25, R96-DM50, R96-CER40, 
RL96-MP 마스터 팔렛, 체결부품, 도브테일 커터 
(인서트 포함)

금형 패키지96mm

R96-DM1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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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위치 결정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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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 스퍼드/위치 결정 키트

위치 결정 키트를 사용하면 설치가 매우 용이 
키트에는 렌치볼트, T너트, 스테인레스강 위치 결정 
보스가 포함됨 메트릭 키트 및 인치 키트 모두 제공

올바른 장착을 위하여 주문 시 기계 제조사와 
모델명이 요구됨

DMG/Mori
Haas
Mazak
Okuma
Matsuura
Makino
Feeler

GF Machines
Hermle
Grob
Fanuc
Yasda
OKK
Kitmura

Hurco
Hardinge
Nikken
Koma
Doosan
Datron
YCM

해당 기계에 맞는 키트를 찾으려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 제조사나 모델명이 당사의 표준품이 아닐 경우 주문 
제작 키트를 공급할 수 있음

RL96-MP 
마스터 팔레트

96mm

RL96-MP 마스터 팔렛, 강철 소재, 레이디얼 
및 축방향의 위치 조정을 위한 마스터 팔렛

• 정밀 센터 보어
• X,Y 축 기준점 설정면

RockLock™ 제품의 위치 결정 방법:

모든 제조사와 모델명에 대하여 키트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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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R
O

C
K

LO
C

K
™

부속품

PS20F
풀 스터드, 경화강
개별적으로 또는 20개나 48개의 벌크 팩으로 제공

R96-Blank
가공 가능한 RockLock™ 소재

RL96-KD688
Kurt 바이스 어댑터
222.25mm x 338mm x 19.8mm
볼트 간격 193.68mm

PS20F-4PY
표준 풀 스터드 3개, 개량형 풀 스터드 1개 및 포카 
요케로 구성된 세트

PS20F-PY
포카 요케가 부착된 단일 개량형 풀 스터드

9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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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
▶

셀프 센터링 바이스

0.013mm 셀셀 셀셀셀 셀셀셀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

편평형 
셀프 센터링 바이스

회전부, T-슬롯 및 묘비형에 표준 간격에 의한 
직접 장착 RockLock™ 풀 스터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천공

체결력 증가를 위하여 내장형 45° 
도브테일 이용 가능

바이스 분해가 필요없는 
급속 교환 조(Jaw)

동급 최대의 리드 
스크류

     +/-13마이크론(중심에서 간격)

미
미

 미
미

미

풀 스터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천공

중심을 기준으로 +/-13μm

조(Jaw)의 제거가 용이

경화강

대형 리드 나사

기계에 장착이 용이

  
기술 자료                      크기

조(Jaw)의 
너비

체결       범위
 체결 

력
        토크 
  바이스 조립체

         V75100             75mm x 100mm x 56.13mm     75mm 0~100mm   13.50kN @ 61.01Nm 61.01Nm

         V552M  125.73mm x 127mm x 73.66mm    125.73mm 0~127mm   16.01kN @ 61.01Nm 74.57Nm

         V562M  125.73mm x 152.4mm x 73.66mm    125.73mm    0~152.4mm   16.01kN @ 61.01Nm 74.57Nm

         V6105M  149.86mm x 254mm x 93.98mm    149.86mm 0~254mm   16.01kN @ 61.01Nm   101.69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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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5

5th Axis 셀프 센터링 메트릭 바이스

V6105M  150mm x 250mm 

V552M  125mm x 125mm 

V562M  125mm x 150mm 

V75100 75mm x 100mm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미
미

 미
미

미

  
기술 자료                      크기

조(Jaw)의 
너비

체결       범위
 체결 

력
        토크 
  바이스 조립체

         V75100             75mm x 100mm x 56.13mm     75mm 0~100mm   13.50kN @ 61.01Nm 61.01Nm

         V552M  125.73mm x 127mm x 73.66mm    125.73mm 0~127mm   16.01kN @ 61.01Nm 74.57Nm

         V562M  125.73mm x 152.4mm x 73.66mm    125.73mm    0~152.4mm   16.01kN @ 61.01Nm 74.57Nm

         V6105M  149.86mm x 254mm x 93.98mm    149.86mm 0~254mm   16.01kN @ 61.01Nm   101.69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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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더블 스테이션 바이스 DV56 & DV510

AB

C

D E

     RockLock™ 시스템과 호환 가능

DV56 바이스 베이스 DV510 바이스 베이스

더
블

 바
이

스

*조(Jaw) 세트는 베이스와 별도 판매

  

B

A

C

D

E

바이스의 분해가  필요없는 급속 교환 조(jaw)

더블 스테이션에서 고정형 단일 
스테이션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센터 조
(Jaw)를 제거

열처리된 강철 구조

편평형 디자인(작업 영역 극대화)

표준 볼트 간격(2 x M12 볼트 @ 100mm)

더블 스테이션 하드 조(Jaw) 세트
DV56-3R은 DV56 및 DV510과 
호환되며 센터 조(Jaw)의 치수 25.4mm
조(Jaw)의 높이 31.75mm

가공 가능한 더블 스테이션 조(Jaw) 세트
DV56-MJ DV56과 호환 가능
DV510-MJ DV510과 호환 가능
가공 가능한  조(Jaw)의 높이 47.625mm

*조(Jaw) 세트는 베이스와 별도 판매

DV510-3R은 DV510과 호환 및 센터 조(Jaw)의 치수 
50.8mm
조(Jaw)의 높이 31.75mm

기술 자료                        크기   조(Jaw)의 
너비

 체결 범위  체결력 토크 바이스  
조립체

      DV56   125.73mm x 152.4mm x 41.3mm 125.73mm 0~139.7mm 16.01kN @ 61.01Nm 74.57Nm

      DV510   125.73mm x 254mm x 41.3mm 125.73mm 0~241.3mm         16.01kN @ 61.01Nm 74.57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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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더블 스테이션 바이스

DV510

DV56

소형 부품 2개 클램핑

소프트 조(Jaw)

소프트 조(Jaw)

DV510

더
블

 바
이

스

중형 부품 2개 클램핑
(조(Jaw)를 뒤집을 경우 최대 57mm)

대형 부품 1개 클램핑 
(조를 뒤집어서 고정한 경우 최대 139.7mm)

중형 부품 2개 클램핑
(DV56-3R 사용 시 최대 108mm)
(DV510-3R 사용 시 최대 95mm) 

대형 부품 1개 클램핑(조를 뒤집어서 고정한 경우 
최대 241.3mm)

20

소형 또는 중형 부품 2개 클램핑



특허 획득

도브테일 고정장치

  

45° 도브테일 각도

높은 반복정밀도

경화강의 클램프 및 본체
적은 설치 면적

고
정

장
치

 

적은 설치 면적

제거 가능한 로케이팅 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체결력

강철 구조

단일 구동

기계에 장착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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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고정장치

DM12
25mm 미만 소재용

DM25
75mm 미만 소재용

DM50
50mm 이상 소재용

CER40
최대 25mm의 원형 소재용 표준 ER40 콜릿에 적합 

 기술 자료 전체 너비 전체 높이
최소 소재 

크기
도브테일 깊이

   DM12        32mm                 19mm       12mm          2.54mm

   DM25        37mm     27mm       25mm      2.54mm

   DM50        50mm     38mm       50mm      5.08mm

경화강의 클램프 및 본체

고
정

장
치

* CAD 모델은 www.5thaxi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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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25mm 미만 소재의 경우

이 4면 피라미드 장치는 DM12 도브테일 고정장치 
12개를 장착하며 피라미드 위에서의 고정장치의 
방향은 여러 부품에 최적의 공구 간격이 될 수 
있도록 보장

•  모듈식 설계로 공작물의 길이에 따라 고정장치의 
추가 또는 제거가 가능

•  이를 통해 유연성이 극대화됨

•  이 간단한 장치로 최대 12개의 부품을 가공

• RockLock™ 마운팅

피라미드 및 자동화

팔레트 효율 극대화

이 간단한 피라미드 장치는 DM25 도브테일 
고정장치를 4개 장착 

•  설치 면적이 적어 공간 낭비가 없으므로 부품 4개의 
동시 가공이 가능함

•  싸이클당 가공 부품 수 증가 및 팔렛과 공구 교환 
최소화

  
•  이 다기능 고정장치는 트러니언, 팔레트, 기계 
테이블 등에 장착이 가능

• RockLock™ 마운팅

다음의 팔레트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바이스:

* 추가적인 제조업체와 모델에 관하여는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 Erowa
• System 3R
• Matsuura

자
동

화

PM1-DM12
12개의 DM12 포함

PM2-DM25
4개의 DM25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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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PY30RL96-56 경사각 30º 
및 틸팅각 120°

PY20RL96-56 경사각 20º 
및 틸팅각 110°

Ø380mm

피라미드 및 자동화

▶▶

3면 바이스 피라미드((3) 
RL96A-56 포함)

자
동

화

• 피라미드는 96mm RockLock™ 탑 툴링과 호환됨

• 탑 툴링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장착 가능

• 올바른 장착을 위하여 주문 시 기계 제조사와 모델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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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가공 가능한 6061 알루미늄 조(Jaw)

메트릭:

VAJ75 75mm x 45mm x 25mm V75100과 호환 가능
VAJ52M 125mm x 50mm x 34mm V562M/V552M과 호환 가능
VAJ610M 151mm x 78mm x 47mm V6105M과 호환 가능

가공 가능한 1018 강철 조(Jaw)
메트릭:

VSJ75 75mm x 45mm x 25mm V75100과 호환 가능
VSJ52M 125mm x 50mm x 34mm V562M/V552M과 호환 가능
VSJ610M 151mm x 78mm x 47mm V6105M과 호환 가능

부속품

25

부
속

품

곧 공개 예정. . . 들림 방지 조(Jaw)

도브테일 커터

DC1750-M 
45° 인덱서블 도브테일 커터, 샹크 Φ25mm

DC1750-M60 
60º 인덱서블 도브테일 커터, 샹크 Φ25mm
*Raptor 및 기타 60º 도브테일 시스템과 호환 가능

DC1750-B
도브테일 커터용 인서트
* 모든 5th-AXIS 도브테일 커터와 호환 가능



특허 획득

가공 가능한 6061 알루미늄 조(Jaw)

메트릭:

VAJ75 75mm x 45mm x 25mm V75100과 호환 가능
VAJ52M 125mm x 50mm x 34mm V562M/V552M과 호환 가능
VAJ610M 151mm x 78mm x 47mm V6105M과 호환 가능

가공 가능한 1018 강철 조(Jaw)
메트릭:

VSJ75 75mm x 45mm x 25mm V75100과 호환 가능
VSJ52M 125mm x 50mm x 34mm V562M/V552M과 호환 가능
VSJ610M 151mm x 78mm x 47mm V6105M과 호환 가능

부속품

나사형 로케이팅 핀

로케이팅 핀은 모든 바이스에 포함되어 있음 

교체형 로케이팅 핀:

LP6 - 외경 6mm
LP8 - 외경 8mm
LP10 - 외경 10mm

엄지 나사(Thumb Screws) 또는 렌치소켓

엄지 나사(Thumb Screw)는 모든 바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표준이 3/8”

교체형 엄지 나사:

TS10 - V75100에 사용
TS13 - DV56, DV510, V552M 및 V562M에 사용
TS17 - V6105M에 사용

협폭(narrow) 조(Jaw)

당사의 76.2mm 협폭 조는 표준 125.73mm 조보다 
간격이 조금 더 필요할 때 최적

NT5-M-V552M 및 V562M과 호환 가능

DJ6 그리퍼 조(Jaw)

26

부
속

품

45° 도브테일 형상이 가공된 DJ6 그리퍼 조는 6
인치 기계 바이스에 적합한 부속품 조(Jaw)는 우수한 
반복정밀도와 장수명을 고려하여 열처리 및 정밀 
연삭으로 제조

• 표준 6인치 Kurt 바이스에 적합
• 단의 깊이 25mm
• 45° 내장 도브테일
• HRc55 및 TiN 코팅



특허 획득
@

      TM Rocklock 

5 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