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P9200 Touch ® 
편리한 터치스크린 기능의 고성능 밸런서

NEW!



한 눈에 보는 GSP9200 Touch ®

SmartWeight®

On-Demand 비디오

✓ 바로 볼 수 있는 교육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 영상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킵니다

HammerHead® 옵션

✓ 클립식 추부착을 더 빠르게 해줍니다

✓ 밸런스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 조명으로 작업구역을 비춰줍니다

ServoDrive

✓ 휠을 자동으로 위치시킵니다 

✓ 밸런스 작업과정을 신속하게 
해줍니다

자동 모드 검색 

✓ 자동으로 모드를 설정해 줍니다

✓ 빠른 데이터 측정

✓ 데이터 입력 에러를 줄여줍니다

✓ 더 빨라진 클립식 추 부착 

✓ 정확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CenteringCheck®

✓ 정확한 센터링을 보장합니다

✓ 설치 에러를 없애줍니다

20052007

✓ 밸런스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 추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SmartWeight ®

Balancing Technology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 한번의 터치로 빠른 조작 가능

✓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W!

표지의 제품은 옵션 장비를 포함한 이미지 입니다

eCal™자동 - 캘리브레이션*

✓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필요없는  
 완전자동「캘리브레이션」기능

 

0.0 g

NEW!

NEW!

옵션이 포함된 장비 이미지 

하사점 레이저



밸런스 작동을 단순화시켜주는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추 무게값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휠이  
추 부착 위치로 이동됩니다

림 단면 화면을 터치해서 추 부착 
모드를 선택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림 제원을 
보여줍니다

간결하게 정렬해 놓은 기능들을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TruWeightTM는 추의 선택에서 부착에 
이르는 과정을 라이브 3D로 제공합니다 

SmartWeight® 패널은 휠 밸런스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한 눈에 보는 밸런스 작업 인터페이스

수치로 본 혁신적인 SmartWeight  
®

* 시간절약 측정은 두개의 추를 부착해야 하는 일반 밸런서와 SmartWeight®를 
 사용했을 때 한개의 추와 추를 사용하지 않은 작업과 비교해서 계산되었습니다.

** 고객의 불만으로 되돌아오는 재작업의 회수는 SmartWeight® 밸런서에 비한 일반 
 밸런서의 잔류 상하 임밸런스에 근거해 계산되었습니다.

*** 1년의 기본 작업일수 중에서 일일 10대의 차량 작업량에 근거한 계산입니다.  
 일반 밸런서와 SmartWeight® 기능이 장착된 밸런서 간의 성능차이를 보여줍니다.

30SmartWeight® 는 수정 추에서 
30% 또는 그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5SmartWeight® 는 효과적인
추 적용으로 매년 25시간 의
작업량을 절약해줍니다*

4오늘날 차량들은 상하진동 포스가
커플 및 다이나믹 좌우진동 포스보다
4배 더 민감합니다

202매장에서 SmartWeight® 를 
사용해서 매년 202Kg 의 추를 
절감해 줍니다***

66
SmartWeight® 를 사용해서
매년 평균 66건 의 
작업불만으로 되돌아오는 
재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귀 업소의 작업량에 근거한 추와 
작업시간의 절감을 확인해 보세요

Watch Your Savings Grow!

✓ 추 사용량을 최소화 합니다

✓ 생산성을 최대화합니다

✓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합니다

SmartWeight  ® 
Balancing Technology

▶ 미국 6개 주에서 납추 사용금지

▶ 미국 4개 주에서 납추 사용금지  
 법안계류 중

▶ 4개 주에서 납추 사용금지 정부법안 
 추진 중



On-screen 동영상은 모든 사용자를 전문가로 만들어 줍니다

밸런스 작업을 더 빠르고 쉽게 해주는 특별한 기능들

라이브 3D 그래픽
✓ 대화식 쌍방향의 화면은 밸런스 작업 전반에 걸쳐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 훈련 시간을 줄여줍니다

고해상 비디오로 다양한 밸런스 작업과 타이어 
교체 기술에 대해 알려줍니다
✓ 기초기술에서 고급기술까지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 쉽게 접속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현장에서 바로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용한 정보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절차를  
사용자에게 안내해 줍니다

NEW!

휠 클램핑 옵션
GSP9200 Touch® 밸런서는 휠 클램핑 옵션 중 하나가 제공됩니다. 
정보는 아래의 구성을 참조 하십시오.

공기식 AutoClamp Quick-Thread 윙너트 표준 윙너트

SmartSpoke® 

✓ 추를 보이지 않도록 한 개의 휠 스포크 뒤에 부착하도록  
 위치를 찾아 줍니다

스포크 뒤에 추를 숨길 수 
있어 추의 노출이 없습니다

스포크 뒤에 추를 숨길 수 없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장비 업그레이드

✓ SmartWeight® 테스트 결과를 
바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는 
프린트물로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옵션 BullsEye® 센터링 시스템(옵션사항) 

✓ 센터링을 최적화해 줍니다

✓ 휠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NEW!

✓ 더 정밀한 위치에 추를 부착해서 실수를 줄여줍니다

✓ 단 한번에 완료되는 작업으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 오버헤드 형광등이 작업구역을 비추어 줍니다

잘못된 예

Piper’s Automotive

1119 North West St.

Raleigh, NC 27603

(919) 828−3045

September 20, 2012 12:05 PM

Customer: Erik Hensens

2638 High School Dr.

Brentwood, MO 63144

Phone 1:

Phone 2:
(314) 520−4577

(314) 520−5110

Vehicle:

Mileage:
2004 Hyundai Sonata

45,899

VIN: XYZ0123456789012345

SmartWeight ® Single Wheel Summary

Before Service

After Service

16.1"

7.2"

1.25oz
1.25oz

Before
Position

Piper’s Automotive1119 North West St.Raleigh, NC 27603
(919) 828−3045

September 20, 2012 12:02 PMCustomer: Erik Hensens
2638 High School Dr.Brentwood, MO 63144

Phone 1:
Phone 2:

(314) 520−4577
(314) 520−5110

Vehicle:
Mileage:

2004 Hyundai Sonata45,899

VIN: XYZ0123456789012345SmartWeight ® Wheel Balance Summary
Before Service

5.00oz 6.50oz 2.00oz 2.50oz

0.50oz 1.00oz
1.25oz 1.25oz

14.2"

14.2"

14.2"

16.1"

After Service

14.2"

14.2"

16.1"

14.2"

HammerHead® Top-Dead-Center(TDC) 레이저 

올바른 예



▶  Mercedes-Benz     ▶  BMW     ▶   Audi / Volkswagen     ▶  Jaguar / Land Rover 등
세계 공식 지정장비

전세계 HUNTER 공식지정 장비업체

Alignment Systems Alignment Racks Wheel Balancers Tire Changers Brake Testers Brake Lathes Suspension Analyzers

HTA-MB Wheel Alignment Systems 
Customized for Aligning All Mercedes-Benz Vehicles

Form 5891-TE-05, 9/08

VAS 6292 Wheel Alignment System 
Customized for Aligning all Audi, Bentley, SEAT, Skoda and Volkswagen Vehicles

Form 5155-TE-05, 04/08
Supercedes 5155TE-05, 06/04

Volkswagen A.G.-Approved
Hunter Performance Features
Save Time and Effort...

Supports ASA-Network 
Integration and ELSA

Form 5823-T, 08/08 

GSP97JLRRoad Force Measurement ® System
NEW!Introducing a Highly Customized 

Road Force Measurement ® 
System That Offers Jaguar and Land Rover Service 

Information at the Balancer!

Introducing a Highly Customized 
Road Force Measurement ® 
System That Offers Jaguar and Land Rover Service 

Information at the Balancer!

Form 5890-T, 8/08

Featuring WinAlign ® Software
For Jaguar and Land Rover

™

Alignment

NEW!

Form 5864-TE-05, 09/08

KDS Wheel Alignment Systems
Customized for Aligning All BMW Group Vehicles

Approved Equipment for 
All BMW Workshops
Approved Equipment for 
All BMW Workshops

BMW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고객감동 정비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고객의 마음속엔 최고의 1등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욕이나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신차 
설계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와 기술 개발을 늘 같이해온 
HUNTER는 60년 이상 명실공히 세계기술의 표준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세계 1등기술-세계 1등정비 57년연속 전세계 마켓쉐어 1위 HUNTER는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세계인의 표준, 세계인의 공통 - HUNTER는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