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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B L E  O F  C O N T E N T S

공구명가를 구독하지 못하신 독자님들은 apro@protool.co.kr로 성함, 연락처, 주소, 

재직업체를 기재하여 메일을 발송해 주시면 구독이 가능하며, 제품 문의도 가능합니다.

제품 문의 및 구매 : 1588-8609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안고 힘차게 약동하는 계절의 첫머리입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봄
을 맞이하여 겨우내 묵은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봄의 향기를 듬뿍 느끼는 3, 4월 되십시오.

 3월부터 공구명가에 큰 변화의 기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양한 공구에 대한 알찬 내용으로 독자분
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나무가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처럼 하시는 일 더욱 번창하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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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B L E  O F  C O N T E N T S

비디오 스코프 4812-10/7

■ 해상도 : 320 X 240

 ■ 전원 : AA X 4PCS

■ 랜즈의 두께 및 길이: 5.5Ø X 1M

■ DISPLAY : 3.5” TFT LCD QVGA

콤비네이션 랜치 600N 시리즈

1. 볼트와 너트에 대한 오차가 적어 볼트와 너트에 손상을 주지 

   않음.

2. 다른 제품에 비해 길이가 길고 손에서 미끄러짐이 적다.

3. 기존 탄소공구강에 크롬, 니켈, 바나듐, 몰리브덴의 4가지

   합금원소를 첨가한 합금 탄소강으로 제작. 렌치 해드 부분이

   벌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음.

※ 대부분의 "일본산 콤비네이션 랜치는 크롬+바나듐"을 사용, 

   중국제와 대만제는 일반 탄소강 사용

5.5mm 마이크로 렌즈, 1m 카메라 케이블, 최적의 조명을 위한 

LED 광원

TFT 디스플레이, 실시간 비디오 및 사진 재생

충전식 리튬 - 폴리머 배터리

한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콘솔

140년 동안 독일 명차들과 함께 해온 HAZET

품질과 디자인, 손에 느껴지는 그립감,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멀티 그라인더 9033-6

 ■ 공회전 속도 : 3500 U / 분  

 ■ 길이 : 318m

■ 제품무게 : 4.7 kg 

차량의 몰딩 자국 및 스티커를 페인트 손상 없이 제거.

차량의 페인트 및 언더코팅, 녹, 부식 등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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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ON
5100 - C100

4TON
5400 - C400

정비용 개인공구세트

- 기존의 중국산, 대만산 제품보다 내구성이 훨씬 뛰어난 합금강 사용

- 정격용량 이상 작동 시 펌프와 실린더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Safe lock system"
판금작기 세트

100% Real Made in ITALY

 ■ 메탈 케이스

■ 핸드펌프(PMS 610)

■ 유압호수(1.5m)

■실린더(MS 150)-300mm + 150mm

■ 웨지램(PS100)

■ 연결파이프(600,450,250,120)

■ 기타 악세서리

 ■ 메탈 케이스

 ■ 핸드펌프(PMS 400)

 ■ 유압호수(1.5m)

 ■실린더(MS 040)-310mm+135mm

 ■ 웨지램(PS100)

 ■ 연결파이프(435,300,200,80)

 ■ 기타 악세서리

01 02

03 04

05 06

 ■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구로 구성 (225PCS)

 ■ 공구 정렬 폼 사용으로 모든 공구를 한눈에 

     파악 가능

 ■ 7단 공구함 사용 -auto lock system

 ■ One by one system (한 개의 서랍 

    작동 시 다른 서랍은 절대 열리지 않음) 

         - 전복방지 기능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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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Z, BMW, AUDI & VW, 미쉐린, 콘티넨탈,등 인증제품

◆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와 런플랫 타이어를 위한 비드 프레싱 장치 (특허기술)

◆ 비드 리프팅 롤러 장착으로 타이어 분리 작업시 휠과 타이어에 손상 없이

      손쉬운 작업 가능

◆ 두 개의 실린더와 더블 컨트롤 플레이트가 장착된 4개의 자동센터링 림을

       중앙에  정확히 고정함 (특허기술) 

◆ 엘리베이터 스윙타입,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함 (특허기술) 

타 이 어  점 검  필 수  브 랜 드

◆ BENZ, BMW, AUDI & VW, 미쉐린, 콘티넨탈,등 인증제품

◆ 타이어와 휠의 손상이 전혀 없음

◆ 휠리프트 장착으로 무거운 타이어 작업이 용이

◆ 손쉬운 RUNFLAT 타이어 작업

◆ 중앙 클램핑 방식으로 무겁고 큰 타이어 작업시 휠의

    이탈 방지 

◆ 타이어 분리 시 어떠한 기구도 필요없음

휠리프트 장착으로 손쉬운 Runflat 타이어 작업

“Leverless-Touchless”
S300

타이어 탈착 레버가 필요없는 
자동 타이어 탈착기 

“Leverless”
S45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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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구의 자부심 - STAHLWILLE”

■ 철판치즐 112

1. 차량의 철판 절단에 사용

2. 보호 커버 장착으로 안전하다

3. 고강도 철판에 사용 가능 

■ 미니 줄셋트 12800

1. 반원, 원형, 사각형, 삼각형, 평면, 평평한 테이퍼 모양으로 

    총 6개의 모양으로 구성

2. 줄의 재질이 기존의 줄보다 절삭력이 우수한 재질로 구성

3. 나무재질로 이루어진 손잡이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

■ 호수 클램프 플라이어 10623/2

1. 좁은 엔진룸 공간에 사용 

2. 강력한 스프링 와이어 사용으로 다양한 호수의 클램프  

    분리와 조립에 사용

3. 해드 부분과 와이어 부분의 파손 시 교체가 쉬움

Code g
L

S
76540001 565300 1

■ 와이드 플라스틱 리무버 12770/3

1. 자동차 유리와 차량의 내, 외장재 분리작업 시 사용

2. 차량의 표면 유리와 고무 패킹 등에 손상이 없고, 각종  

   플라스틱 내, 외장재에도 손상이 없다 

4. 기존 플라스틱 리무버에 비해 넓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5. 끝 부분이 휘어져 있어서 기존 리무버에 비하여 틈새가 없 

   는 부분이나, 틈새가 단단하게 결합하여 있는 부분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Code g
L

S
74590102 58185 1

185mm

■ 미니 리무버 12770/2

1. 끝 부분이 휘어져 있어 인테리어 부분의 틈새 (대시보드,  

   오디오, 각종 스위치, 고무 스트립 등) 분해에 사용할 수 있다

2. 둥근 모서리는 주변을 손상하지 않고, 스크래치 없이 작업 

   이 가능하다

3. 끝 부분에 특수 열처리가 되어있어 휘어진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다

Code g
L

S
74590003 209300 1

300mm

자동차, 항공, 산업, 광산산업 등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 설계된 명품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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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미니 폴리셔  MRS-35

컴팩트한 사이즈
RPM 조절이 용이하여 효율적인 광택작업 가능
1대의 기계로 싱글액션 모드와 더블액션 연마 2가지 사용

MADE IN JAPAN
KUKEN이 최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용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여 제품을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의 철학에서 비롯되었습
니다. 더욱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
력할 것입니다.

신제품 new product 신제품 new product MADE  IN  JAPAN.  KUKEN

■  3” 미니 폴리셔로 다른 제품보다 낮은 위치에서 작업하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광택 작업을 할 수 있음.

■  이상적인 무게 배분으로 작업성이 뛰어남.

■  철판의 작은 스크래치, 범퍼, 라이트 등의 플라스틱 부분 등 차량 외관 전 부분에 걸쳐서 사용 가능함.

■  광택작업뿐만 아니라 패드의 교체로 샌딩 작업도 가능함.

■  싱글 액션모드와 더블 액션모드, 2가지 모드 사용으로 여러 작업에 응용 가능.

싱글액션 모드

마찰열 발생이 적어

구도막 제거 및 녹 제거, 

차체의 표면수정 작업용

더블액션 모드

퍼티, 단 낮추기,

중도연마, 광택 작업 등 

마무리 작업용

원터치 전환

snaponkorea.com 7



펀치와 치즐 메이커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56년부터 15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내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 내구성을 자랑하는 크롬 
바나듐 강철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소프트 그립 손잡이로 힘든 작
업 시에도 작업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캡핑된 끝 부분은 손잡이 위쪽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핸들을 

손상하지 않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리프팅과 파내는 작업에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완성된 캡핑된 핸들은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본체 강철 전체에 열처리하여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은색의 산화물 마감재를 사용하여 부식과 

손상을 최소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

■

■

■

■

Made in USA of U.S and global components

Made in USA

60145

40129

60143

60146

60144

MODEL 품명 날 모양 무게(kg)

40128 36"-S Dominator Straight Screwdriver Pry Bar 36" 5/8" 직선 1.8

40129 42"-S Dominator Straight Screwdriver Pry Bar 42" 5/8" 직선 2.1

40162 58"-C Dominator 58" Curved Screwdriver Pry Bar 58" 3/4" 곡선 4.2

60143 12"-S Dominator 17" 3/8" 직선 0.4

60144 12"-C Dominator 17" 3/8" 곡선 0.4

60145 18"-S Dominator 25" 1/2" 직선 0.9

60146 18"-C Dominator 25" 1/2" 곡선 0.9

60147 24"-S Dominator 31" 1/2" 직선 1.1

60148 24"-C Dominator 31" 1/2" 곡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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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업계 세계최초 ISO 9002 획득,
          충격파 제거를 위한 “SHOCK-BLOCK” 마개 특허 획득”

135년 전통의 세계 최대 해머 제조업체
모든 작업 환경에 적합하고, 피로감을 줄이는 인체공학적 설계
모든 제품은 100% 미국 내에서 생산되며 해머업계에서는 세계최초 ISO 9002 획득
핸들 안에서의 충격파 제거를 위한 “SHOCK-BLOCK” 마개 특허 획득

 ■

■

■

■

MODEL HEAD(lb) 전장(in) IN BOX 무게(kg)

SDF40F 2 ½ 15 4 1.1

SDF48F 3 15 ¼ 4 1.4

SDF64F 4 15 ½ 2 1.8

함마 - 화이버그라스 자루 SDF - F

MODEL HEAD(oz) 전장(in) IN BOX 무게(g)

S16F 16 13 4 450

S20F 20 14 4 570

못 빼기용 망치 - 화이버그라스 자루 S - F 

MODEL HEAD(oz) 전장(in) IN BOX 무게(g)

FS308 8 12 ½ 4 225

FS2012 12 13 4 340

FS016 16 13 4 450

FS224 24 14 ½ 4 680

FS432 32 14 ¾ 4 900

볼핀 망치 - 화이버그라스 자루 FS

snaponkorea.com 9



Z -  series 
기존 소켓보다 더 얇고 높이가 낮은 컴팩트한 싸이즈로

HYBRID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좁은 공간에서 사용의 최적화

SPARK PLUG SOCKET
 경량화시킨 얇고 작은 몸체는 좁은 공간에

서 작업을 쉽게 하며, 자석 대신 사용한 스

프링식 클립은 자석 부분이 엔진 컴퓨터 칩 

등에 접촉하여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를 원

천적으로 해결합니다.

REVERSIBLE RATCHET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더욱 작아진 헤드와 

36 teeth gear로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부

드러운 사용감이 특징입니다.

BALL HOLDING GROOVE

SOCKETS
 소켓의 옆 라인을 굴곡지게 가공하여, 

오일 등의 미끄럽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서도 소켓의 교환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형 공 딤플을 사용하여 소켓 교환 시 

우수한 착용감과 높은 토크 전달 성능

을 느낄 수 있습니다.

 BALL HOLDING DESIGN으로 기존

의 연결대 및 라체트 핸들에 소켓을 

체결한 후 사용 중에 약간씩 흔들렸

던 단점을 해소하였으며, 사용 중 발

생하는 토크를 자체 흡수토록 내부 

BALL HOLDING DESIGN을 원형에

서 타원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BALL JOINT
 핀 대신 볼 자체로 Male과 Female 부분을 

연결하였으며, 기존 제품보다 크기가 작아

져 한정되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에 더

욱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TYPE  = 460g /  RAIL = 200mm

 RS3010MZ/8-L50 3, 4, 5, 6, 7, 8, 10, 12

 ✚ 헥스 소켓 세트 RS3010MZ / 8-L50

TYPE  = 450g /  RAIL = 200mm

 RS3025Z/8-L50 T20, T25, T27, T30, T40, T45, T50, T55

 ✚ 별 비트소켓 세트 RS3025Z / 8-L50

TYPE  = 320g /  RAIL = 200mm / 8Pieces Set

 RS3400MZ/8 8, 10, 11, 12, 13, 14, 17, 19

TYPE  = 600g /  RAIL = 200mm / 8Pieces Set

 RS3300MZ/8 8, 10, 11, 12, 13, 14, 17, 19

TYPE  = 490g /  RAIL = 300mm / 12Pieces Set

 RS3400MZ/12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TYPE  = 900g /  RAIL = 300mm / 12Pieces Set

 RS3300MZ/12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핸드소켓 레일세트 RS3400MZ/8

               RS3400MZ/12

 ✚ 롱 핸드소켓 레일세트 RS3300MZ/8

                    RS3300MZ/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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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소켓 세트［26PCS］ 3285Z

 ✚ 핸드소켓 세트［15PCS］ 3285A

 ✚ 핸드소켓 세트［9PCS］ 3285ZE

 ✚ 자동라쳇 3725Z

TYPE D
(mm)

T
(mm)

H
(mm)

L
(mm (g) (pcs)

3725Z 28 24.5 13.7 178 254 1

H
T D

L

■ 그립은 엘라스토머 수지로 만들어져, 미끄러지지 않고 잡기 

쉬운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아귀의 힘이 약한 사람

에게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 세련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적은 힘으로 큰 효율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36 teeth gear와 작아진 헤드로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3분할 보관 트레이를 사용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들로만 

사용하기 편리하게 묶어놓았습니다.

■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3285Z 구성품 (26 PCS)  = 2,100g

소켓 악세서리

3400MZ 6-pt. Sockets

    5.5, 6, 7, 8, 10, 12, 13, 14, 
17, 19, 21, 22

3300MZ 6-pt. Deep Sockets

    8, 10, 12, 14

3300CZ Spark Plug Sockets

    14, 16, 20.8

자동 라쳇: 3725Z
퀵 스피너: 3756Z
볼 조인트: 3771Z

수동 복스대: 3768Z-250
연결대: 3760Z-75, 125, 250

METAL CASE W390 × H25 × T180 (mm)

3285ZA 구성품 (15 PCS)  = 750g

소켓 악세서리

3400MZ 6-pt. Sockets

    5.5, 6, 7, 8, 10, 12, 13, 14, 17, 19, 21, 22

자동 라쳇: 3725Z
퀵 스피너: 3756Z
볼 조인트: 3771Z

METAL CASE W390 × H25 × T90 (mm)

3285ZE 구성품 (9 PCS)  = 600g

소켓 악세서리

 3300MZ 6-pt. Deep Sockets

    8, 10, 12, 13, 14, 17, 19
자동 라쳇: 3725Z
퀵 스피너: 3756Z

METAL CASE Rail 200 (mm) / PLASTIC BAG

snaponkorea.co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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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TOOL의 모든 제품의 
품질은 ISO9001에 의해 관
리되고 있으며, 1935년부터 
계승되어온 우수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손
으로 일본 현지에서 생산되
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만큼, 
앞으로 생산하는 모든 제품 
또한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일본 니가타 현에 위치한 
KOBAYASHI TOOL은 1966년 
사다이치 고바야시에 의해 설
립된 HAND TOOL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자동차 전용공구, 
전설용 케이블 커터, 건설용 
공구, 배관용 공구 등 다양한 
작업공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미
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
습니다.

Model 규격(MM)

OW - 0607 6 X 7

OW - 0809 8 X 9

OW - 0810 8 X10

OW - 1012 10 X 12

OW - 1113 11 X 13

OW - 1214 12 X 14

OW - 1417 14 X 17

OW - 1719 17 X 19

OW - 1921 19 X 21

OW - 2224 22 X 24

Model 규격(MM)

OW - 63 (6PCS)

8 X 9

10 X 12

12 X 14

14 X 17

17 X 19

19 X 21

TYPE (mm) INBOX

6~16 10

17~32 6

33~50 1

옵셋 렌치 세트  OW-63

콤비네이션 렌치 세트  CWS

콤비네이션 렌치 CW

플레어 너트 렌치  FNW

옵셋 렌치  OW

TYPE mm

CWS-6 (6PCS) 10, 12, 13, 14, 17, 19

INBOX : 2 SET

TYPE mm

CWS-11 (11PCS)
10, 11, 12, 13, 14, 15, 17, 19, 

21, 22, 24

TYPE mm

CWS-14 (14PCS)
8, 9, 10, 11, 12, 13, 14, 17,

19, 21, 24, 27, 30, 32

INBOX : 1 SET

TYPE mm

CWS-11 (11PCS)
8X10, 10X11, 10X12, 11X13,

12X14, 14X17, 16X18, 17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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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

A 형

A 형

Q 동생

형 옵셋 렌치 좀 빌려줘. 또 잃어버렸어

Q 동생

???? 그게 뭔데?

Q 동생

Q 동생

하... 하나도?

헐!! 진작 말해주지! 지금까지 쓴 돈~!!!

Q 동생

아오~ 맨날 사도 맨날 없어져!!

이번에 또 사면 올해만 3번째 사네….

맨날 빌리지말고 하나 사

너 공구함 정리폼 안 씀?

A 형

사용 후, 제자리에 끼워 놓으면 되니까 

보관하기 좋고, 쓸 때 어디 있는지 보이

니까 찾기 쉽고. 특히 공구들끼리 부딪

혀 생기는 흠집 등 손상이 없어서 좋아

공구함 내에서 공구를 제자리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진 틀 같은 거야

난 이거 쓰고 하나도 안 잃어버렸는데?

질문하는 Q동생과

       답변하는 A형

질문하는 Q동생과

       답변하는 A형

최과장의 한마디

< 공구함 정리 폼 을 왜 사용하는가? >

 자동차 공구는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다양하며 가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공구를 아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죠.

 그럼, 여러분은 자동차 수공구 어떻게 보관하시나

요?

 자동차 정비센터에 가보면 자동차 수리 정비공구가 

이동식 공구함 안에 두서없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경

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정비할 때 수공구 찾으려고 공구함 서랍 전체

를 열어보며 찾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비는 해야겠고, 공구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

지 확인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이동식 공구함에 정리폼을 만들어 공구를 

사용 군별로 정리해 놓는다면 공구를 찾는 시간을 단

축하고 공구의 분실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동식 공구

함과 자신이 사용하는 수공구에 애착이 강하실 겁니

다. 아끼는 수공구 손실 및 분실 방지를 위해 공구 정

리 폼 세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팀장 : 김 군아 3/8“ 톡스 소켓 T30 좀 가져와

*  김군 : 네 팀장님_(근데 어디 있지 ㅠ.ㅠ)

*  탐장 : 톡스 안 가져오고 뭐해?

*  김군 : ㅠ.ㅠ 팀장님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위 상황에서 만약 공구가 공구함에 잘 정리되어 있다

면 찾는 시간을 지금보다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또

한, 아무 데나 놓아서 잃어버리는 공구의 재구매 비용 

또한 아낄 수 있을 것이고요.

 공구 정리 폼과 품질 좋은 수공구  사용으로 정비 시

간과 비용을 절감하세요.

snaponkorea.com 13



신흥세진의 박람회 참여기
신흥세진의 박람회 참여기

MBC건축박람회에 참여한 신흥세진...
 
 신흥세진에서는 로버트 솔비, 료비, CMT, 페일, 투체리, 플렉스 컷 등 해외 명품 수공구 브랜드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전시회에서는 타이트본드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산업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큰 관심을 보
이며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명품 수공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수공
구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우드툴스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 수공구들

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좋

은 제품과 뛰어난 고객서비스를 목표로 하나의 주문

에도 빠른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시회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다양한 공구들을 한눈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우드툴스를 검색하세요.

우드툴스 www.woodtools.co.kr

※전시회에서 보았던 그 공구를
   구매하고 싶을 때는?

01 신흥세진 전시 부스

02, 03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전시되어있는 다양한 수공구를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 있다

0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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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일 made in Swiss
로버트 솔비 made in England 리넬슨 made in U.S.A.

1902년부터 전통을 바탕으로 전문가용 커팅 툴과 
의료용 수술도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 스위스에서 제작되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까지 품질로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장인정신과 전문화된 제품라인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우수한 터닝 툴을 생산하는 제조
업체입니다.

최고급 대팻날과 톱, 스포크쉐이브, 치즐 등을 생
산하고 있는 목공구 브랜드로 미국 생산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타이트본드 made in U.S.A.

C M T made in Italy

료비 made in Japan

투체리스 made in Germany

지난 7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 등으로 제작
된 타이트본드는 목공용 접착제 시장에서 가장 많
이 알려지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확실한 마무리, 단단한 밀도, 뛰어난 
성능으로 당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CMT는 “고품질의 공구는 고품질의 원자재에서 시
작된다.”라는 철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
다. 마이크로 그레인 카바이드 비트 및 블레이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첨단 자동화 기술로 한결
같은 제품의 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943년에 설립된 일본 최대의 목공용 전동공구 
제작업체로서 동양인의 신체구조를 고려한 세심
한 설계로 작업 시, 피로도를 낮춰 높은 성능과 작
업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58년에 설립되어 150여 년간 목공구만을 생산
해온 세계적인 기업으로 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최
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렉스컷 made in U.S.A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목공구 브
랜드로 탄소강철로 만들어진 예리한 날과 나무 손
잡이의 편안한 그립감으로 섬세한 사용에 적합합
니다.

www.woodtools.co.kr
우드툴스 취급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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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기기 / 공구 전문기업

제품문의 : 최병현과장  Te l .1588-8609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2431번길 12

*전국 유명 Workshop에서 사용 중인 제품

- 배터리의 충전 (충전 시 시동 OK)
- 차량의 전원공급 (배터리의 유, 무와 관계없음)
- 배터리 결함 체크
- 백업 모드 기능
- 버퍼링 모드는 진단 및 소프트 업데이트 동안 일정한 전압 및 전류를 공급함
- 충전기의 단락, + - 의 반대 연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어떤 원인에도 차량을 보호함
- 과부하 보호기능 내장으로 충전기 보호

미래형 충전기의 시작

ACCTIVA PROFESSIONAL 35AACCTIVA PROFESSIONAL FLASH

ACCTIVA SELLER ACCTIVA EAS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