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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범위

재질
  G   그립 범위

나일론 노브 일자형 육각형 홈 십자형 홈
최소 최대

강철 2.4 9.5 48-10-401-10 48-11-R 48-81-R 48-91-R 

강철 8.7 15.9 48-10-402-10 48-12-R 48-82-R 48-92-R 

강철 15.1 22.2 48-10-403-10 48-13-R 48-83-R 48-93-R 

재질
  G   그립 범위

널링 가공 됨 일자형 육각형 홈 나일론 노브
최소 최대

강철 0.8 7.1 27-99-123-10 * 27-10-501-10 * 27-10-701-10 * 27-10-311-10 *

스테인리스 
스틸 0.8 7.1 27-99-123-20 * 27-10-501-20 * 27-10-701-20 * 27-10-311-20 *

사이즈 A B C D E

27 계열 
축소형

4.8 최대 10.3 최대 17.5 최대 31.8 13.9 

48 계열  
소형

4.8 최대 21 최대 19 최대 44 25.3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부품 번호, 설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27 · 48 · 압축 래치
사용자 조정 · 단일 구멍 장착

• 두 개의 크기가 가능

• 간편한 그립 조정

• 다양한 헤드 스타일 

재질 및 마감 처리

강철, 아연 도금 또는 스테인리

스 스틸

성능 상세

27: 최대 정적 하중: 155 N

48: 최대 정적 하중: 220 N

www.southco.com/27 
www.southco.com/48

* 예시된 제품 번호는 모두 시계방향 회전용입니다. 사양 및 주문관련 세부 내역은 www.southco.com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 및 주문 세부 사항은 www.southco.com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8 계열 · 소형

27 계열 · 미니어처

나일론 노브 널링 가공 됨 일자형

육각형 홈 십자형 홈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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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부품 번호, 설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부품 번호, 설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크기 A. 최대 B C D E

소형 2.4 9.9 15.5 18.3 10

중형 2.4 13.5 17.3 23.4 19

대형 4.8 19 21.8 32.9 23

크기 A B C D E F G
소형 43 15.1 8.9 15.9 22.2 28.6 20.6 13.9
중형 44 23.8 14.6 25.4 32.1 44.5 31.8 22.2
대형 14 28.6 22.7 34 44.5 63.5 47.6 33.3 

크기
G   그립 범위

부품 번호
최소 최대

소형 3.2 10.3 16-10-511-16

중형
1.6 8.7 16-10-411-14

7.1 14.3 16-10-412-14

대형
1.6 12.7 16-10-311-14

9.5 20.6 16-10-312-14
www.southco.com/16

•	 3가지 크기 옵션
•	 편리한 그립 조정	

재질 및 마감처리
소형: 스틸, 아연 도금 
중형/대형: 아연 합금, 크롬 도금 

성능 세부 정보
소형: 작업 하중: 135N 

중형: 작업 하중: 220N 

대형: 작업 하중: 335N 

16 압축 래치
사용자 조정・캠 인디케이터 ・노브 작동형・단일 구멍 장착

 43 · 44 · 14 압축 래치
사용자 조정・3구멍 장착

•	 3가지 크기 옵션
•	 3구멍 설치 방식
•	 편리한 그립 조정	
	
재질 및 마감처리
스틸, 아연 도금 또는 스테인  
리스 강
성능 세부 정보
작업 하중: 
43 소형: 330N

44 중형: 490N

14 대형: 670N

www.southco.com/43 
www.southco.com/44 
www.southco.com/14

기타 옵션: 공구 홈, 일자형 육각 홈

재질
G 		그립 범위 널링			

	(가공)	
헤드

일자형	
헤드최소 	최대

스틸
3.2 9.5 44-1-1-0 44-1-16-0
9.5 19.1 44-1-2-0 44-1-17-0
19.1 28.6 44-1-3-0 44-1-18-0

스테인
리스 강

3.2 9.5 44-1-1-24 44-1-16-24
9.5 19.1 44-1-2-24 44-1-17-24
19.1 28.6 44-1-3-24 44-1-18-24

44 ·	중형 시리즈

 실제 사이즈 소형

실제 사이즈 대형

실제 사이즈 중형

그립 범위

그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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