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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 Manufacturers

Tire Service Providers

Vehicle Service Providers

Hunter Global Partners 전세계 헌터장비 공식 지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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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코리아 트레이닝 센터
Target & Vision

헌터코리아 트레이닝 센터 교육 안내

✓ 더 높은 기술한계의 극복  •  최고 엔지니어의 산실

✓ 신기술을 창조하는  •  전문기술 정보교류의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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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Curriculum

● 교육 과정 소개

● 헌터코리아 교육 수료증
헌터코리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후 Test를 통과하시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헌터코리아의 교육 수료증을 취득 하시면 세미나 및 이벤트 등의 행사에 초청되시며 기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ASTER 수료증

Test 통과
레벨 과정

이수
레벨 과정별
수료증 발급

전과정 이수
및 Test 통과

MASTER
수료증 발급

Level 과정

얼라인먼트 교육 과정(Level 과정)
·얼라인먼트 입문 기초 과정
·얼라인먼트 중급 과정
·얼라인먼트 고급 과정
·수입차 지정 장비를 활용한 OEM 트레이닝 과정
·대형(HD) 얼라인먼트 과정

진동 & 밸런스 교육 과정
·진동 & 밸런스 진단 분석 과정
·대형(HD) 진동 & 밸런스 진단 분석 과정

타이어 & 휠 고급 서비스 과정

Quick Check & Inspection 과정

미국 헌터 본사의 기술 담당자 방문 교육

국내 자동차 전문가 초청 교육

자동차 관련 동호인들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샵

자동차 관련 학과 및 기타 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

국 내외 이벤트 과정

Alignment Training
Fundamental·

Advanced·
Hands on Training·

Balance Training
Rolling Smooth·

RFV / LFM·
Hands on Training·

Hunter Engineering Company Tour
(St. Louis, Missouri, USA)

Product Demonstration

Famous Tire Service Center Tour in St. Louis

미국 헌터 해외연수 과정

고객 맞춤 과정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

타이어 전문 매장 전문화 교육 과정

프렌차이즈 매장 전문화 교육 과정

수입차 서비스 전문 업체 전문화 교육 과정

튜닝 전문 업체 전문화 교육 과정

✓ 더 높은 기술한계의 극복
✓ 최고 엔지니어의 산실
✓ 신기술을 창조하는
✓ 전문기술 정보교류의 메카

헌터코리아 트레이닝 센터  

Target & Vision



Hunter Training Registration

● 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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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신청서 작성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오른쪽 끝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헌터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헌터코리아 홈페이지(www.hunterkorea.com)에 접속한 후 상단 메인 메뉴 중 Training Center의 스케쥴을 클릭합니다.
달력에서 원하시는 교육 날짜의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Hunter Customer Support

● 고객 지원 - Before Service

전국 무상 순회 점검 및 교육 서비스

헌터코리아의 전문 진단요원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장비의 교육과 점검 및 정비를 하여 고객의 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객 지원 - 기술 및 마케팅

Hu
nt

er
 K

or
ea

 T
ra

in
in

g 
&

 S
er

vi
ce

 C
en

te
r

기술 동영상 지원
고객 응대,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홍보 및 세일즈에 필요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 합니다.

디자인 지원
매장에 설치하는 홍보용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디자인을 지원 합니다.

고객상담용 교보재, 교육 교재, 책자 지원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휠얼라인먼트 데모카 및 진동밸런스 데모툴 등 다
양한 교보재와 세계최고의 헌터 USA 교육자료를 기본으로 한 기술 업그레
이드용 교재를 무상 혹은 유상으로 제공 합니다.

장비 점검 및
장비 사용 기술 능력 점검

현장 무상 A/S
(부품 소요 시 유상 서비스)

스킬 업그레이드
현장 재교육

전국 무상 순회점검(매장 방문)신청 접수 및 방문 일정 협의



Hunter Products

● 교육 장비 소개 - 휠얼라인먼트 시스템

HawkEye EliteTM

휠얼라인먼트의 ‘세계적 표준’이자
HUNTER 기술의 결정체

· 원터치 설치 가능한 QuickGrip® 휠어댑터
· 더 빠른 보정의 QuickCompTM(롤링 보정 시스템)
· 4개의 고해상도 카메라
· 1-2-3 Step이면 얼라인먼트 작업완료
· 세계최고의 기술표준 WinAlign® 프로그램
· 3차원 가상 화면 프로그램
· CodeLink® 스티어링 핸들 시스템 리셋(선택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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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Eye®

가장 쉽고, 가장 정밀하며, 가장 빠른 
혁신적인 휠얼라인먼트 시스템

· 1-2-3 Step의 손쉬운 얼라인먼트 작업
· 작업속도를 높여주는 WinAlign® 프로그램
· 간편한 작업으로 휠보정과 초기값 측정
· 네 개의 고해상 카메라가 정밀 촬영하여 보다 신속하게 측정값을 제공
· CodeLink® 스티어링 시스템 리셋 (선택사양)
· 전자부품, 케이블이 필요없어 다루기가 편리

DSP700 Sensors
CCD 측정 방식의 초정밀 무선 측정 센서를 장착하여
빠르고 정확한 측정값 제공

· 연결해야 할 거추장스러운 케이블이 필요 없음
· 더 이상 차를 띄어 놓고 보정할 필요가 없으며 한번의 굴림으로

롤링보정 가능
· Pro-Comp 보상으로 정확한 얼라인먼트 각도 보장
· 전륜 / 후륜 센서 위치 교체가 가능하여 에어 댐, 스포일러 등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음
· 3.2 kg 이하의 가벼운 센서로 손쉽게 다룰 수 있음

Quick CheckTM System
세계최초 특허기술 ‘QuickGripTM 휠어댑터’
신속하고 혁신적인 검사로 수익극대화 실현

· 빠른 설치와 측정이 가능한 QuickGripTM 휠어댑터
· 토탈 전륜, 후륜 토우값 측정
· 한번에 모든 휠의 캠버값 측정 
·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 리셋 여부 파악



Hunter Products

● 교육 장비 소개 - 휠 밸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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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Force Touch®

세계최초 ‘실제 주행모드 측정’ 특허기술과
‘터치스크린’ 기술의 완성! 세계최고의 진동 휠밸런서!

· 일반 밸런서보다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휠밸런서
· 567kg 까지의 힘을 가해주어 실제 주행모드 측정이 가능한 진단 로드롤러
· 한번의 터치로 빠른 조작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모니터
· 자동으로 올라가 시간을 최소화하는 Auto-Up Hood
·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필요없는 eCal™(자동 캘리브레이션)
· 정확한 센터링을 보장하며 반복성을 향상시켜 주는 CenteringCheck®

· 진동 관련 내용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

GSP9700 Road Force®

밸런스 작업을 더욱 빠르고 쉽게 해주는
세계특허 SmartWeight®기술

· 567kg 까지의 힘을 가해주어 실제 주행모드 측정이 가능한 진단 로드롤러
· 추 사용량을 줄여주며 작업 효율성과 수익을 높여주는 SmartWeight® 
· 손쉽게 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로드 롤러 
· 휠을 자동으로 고정시켜 시간을 절약하고 윙너트가 필요없는 AutoClamp
· 올바른 센터링을 보장하고 설치 에러를 없애주는 Centering Check®

· 자동적으로 하사점의 추 부착 위치를 찾아주는 BDC 레이저

GSP9200 Touch®

최고의 작업상태를 유지시켜주는 eCalTM 시스템!
편리한 터치스크린 기능의 고성능 휠밸런서!

· 밸런스 작동을 단순화시켜주는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모니터
· 작업시간과 추 사용량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SmartWeight®

·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필요없는 eCalTM(자동 캘리브레이션)
· 바로 볼 수 있는 교육 On-Demand 비디오
· 자동적으로 하사점의 추 부착 위치를 찾아주는 BDC 레이저
· 밸런스 관련 내용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

Quick TreadTM

혁신적인 3D 스캔 타이어 마모 검사 시스템

· 베이에 진입하고 10초 만에 타이어 마모 검사를 완료
· 모든 트래픽에 정확한 타이어 트레드 정보를 3D 캡처
· 트레드 깊이의 정확한 측정
· 주행 상태 검사
· 젖은 타이어 측정 가능
· 측정 검사 화면 출력 가능



Hunter Products

● 교육 장비 소개 - 타이어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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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TM Tire Changer
혁신적인 전자동 레버리스 타이어 체인저!
FULLY AUTOMATIC! EASY-TO-USE!

· ‘Go’페달로만 작업이 가능한 전자동 타이어 체인저  
· 타이어와 림의 손상을 막아주는 레버 없는 툴 헤드
· 어떤 타이어든 작업이 가능한 파워 프레스 암(헬퍼)
· 사용이 간편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 원하는 압력의 공기를 자동으로 타이어에 주입하는 블러스트 공기주입 장치
· 소요면적을 줄여주는 내장형 휠 리프트
·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교육 동영상

AUTO34
레버리스 - 타이어 체인저의 혁명! 
고성능 타이어와 휠을 위한 세계표준!

· 림과 타이어의 손상이 없는 레버리스 시스템
· 안전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한 퀵 클램프
· 간편하고 조작이 쉬운 푸쉬-버튼식 컨트롤
· 비드 위를 부드럽게 구르는 탈부착 롤러 시스템
· 자유로운 속도제어가 가능한 전기 인버터 모터
· 순간적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폭발적인 압력의 공기 주입기

TC3700
런플렛 타이어 작업의 세계적 기준! 
고성능 표준 타이어 체인저!

· 한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체 공학적 경사 디자인 
· 뒤쪽 기둥은 이동이 가능하여 50 인치 직경 타이어까지 취급
· 비드 위를 부드럽게 구르는 탈부착 롤러 시스템
· 림을 손상하지 않는 폴리머 탈부착 헤드 
· 자유로운 속도제어가 가능한 전기 인버터 모터
· 순간적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폭발적인 압력의 블라스트 인플레이션

FIA(Fully Integrated Alignment) System
통합 얼라인먼트 FIA 시스템
FIA는 얼라인먼트 전체 작업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특허 기술입니다.

· 얼라인먼트와 리프트를 동기화 시켜 전체 작업과정을 얼라인먼트에서
관리하는 FIA 통합기능

· 턴플레이트와 슬립 플레이트가 자동으로 고정되고 풀리기 때문에
차 주위에서 움직이는 횟수를 최소화 시킴

· 타이어 네 개에 공기를 동시에 적당량 자동 주입/배출하는 특허 공기주입장치
· 자동 on/off 기능의 얼라인먼트 작업등과 자동으로 되감기는 공기주입 호스



Hunter Products

● 교육 장비 소개 - OEM Approv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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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R은 헌터가 개발한 Jaguar, Land Rover 만의 전용
시스템이며 Jaguar, Land Rover 전 차량을 지원합니다

· 네 개의 고해상 카메라가 정밀 촬영하여 보다 신속하게
측정값을 제공하는 HawkEye® 휠 얼라인먼트 시스템

· 새 차와 같은 승차감을 제공하는
GSP97JLR Road Force Touch® 밸런서

· 고성능 타이어와 휠을 서비스하기 위한
TC3700JLR 타이어 체인저

  Jaguar     Land Rover

GSP97JLR Road Force ®

Wheel Balancer
HawkEye ® 

Alignment system
TC3700JLR 

Tire Changers

HTA-MB 전용 휠 얼라인먼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타
전용장비는 모든 Mercedes-Benz차량 규격을 지원합니다

· 모든 Mercedes-Benz 작업장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HTA-MB 휠 얼라인먼트

· 세계 최고의 실제 주행모드 측정 방식 휠 밸런서
GSP97MB Road Force Touch® 

· 타이어 체인저의 혁명! Benz 전용 TCA34MB
레버리스 타이어 체인저

  Mercedes-Benz

GSP97MB RFT ® 
Wheel Balancer

HTA-MB-R 
Alignment system

TCA34WMB
Tire Changers

Volkswagen/Audi 전모델을 지원하는 VAS 시스템으로
통합하면 모든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Volkswagen 및 Audi 차량의 얼라인먼트 작업을 할 수 있는
VAS6292 휠 얼라인먼트 시스템

· 측정을 더욱 빠르고 쉽게 해주는
VAS 6230B Road Force Touch®

· 초광폭/런플랫 타이어를 손상없이 쉽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VAS 6816 타이어 체인저

  Volkswagen     Audi

VAS 6230B RFT ®

Wheel Balancer 
VAS 6292 

Alignment System
VAS 6816

Tire Changers 

BMW 만을 위해 개발한 KDS II 및 전용 시스템은 모든
BMW 차량들의 특정 요구조건에 맞게 설계 되었습니다

· BMW 모든 모델과 BMW 작업장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KDSII 휠 얼라인먼트

· 세계최초 ‘실제 주행모드 측정’특허기술의 휠 밸런서
GSP97BMW Road Force Touch® 

·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레버 없는 BMW 전용
TCA34WBMW 타이어체인저

  BMW

GSP97BMW RFT ® 
Wheel Balancer 

KDS II 
Alignment system

TCA34WBMW 
Tire Changers



HawkEye EliteTM Alignment HawkEye ® Alignment ProAlign ® Alignment Quick Check TM Lane TC3900 Tire Changer

Road Force Touch ® Balancer GSP9200 Touch Balancer GSP9700 Balancer GSP9200 Balancer DSP9200 Balancer

DSP7705 Balancer GSP9600 HD Balancer Revolution TM Tire Changer Auto34 Tire Changer Auto28 Tire Changer

TC3700 Tire Changer TC3300 Tire Changer TCX575 Tire Changer TCX640HD Tire Changer RX Scissor Lift Series

Four-Post Lift Series RKHD Power Rack Pit Racks QuickComp TM Lathe BL500 Lathe Series

OCL430HD Brake Lathe BL400 Inspection Lane System B400T/SS100T Truck/Trailer Alignment TCX625HD Tire Changer

Hunter Products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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