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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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A - 양구 스패너, 툴첵 플러스

HAZET - 에어임팩트랜치, 플라이어 세트

STAHLWILLE - 토크렌치, 톡스 드라이버

KUKEN - 에어 톱, 광택 포리셔

SICE - 타이어 탈착기

Leverless - S45TL

ISO TOOLS - 절연용 공구 대 모음

PB SWISS TOOLS - 슬롯 치즐, 펀치

우드툴스 www.woodtools.co.kr /TOR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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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E M I U M  H O U S E

자동차 정비기기 / 공구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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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문의 및 구매 : 1588-8609 / 02-859-9900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목표에서 얼마나 달성하셨는지요? 저희 공구명가 또한 

독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 드릴만 한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공구명가 또한 그런 가족의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께 

더욱 다가가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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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HAZET

STAHLWILLE

KUKEN

STANZANI

SICE

ISO TOOLS

PB SWISS TOOLS

WERA

최과장의 독자상식

목공-우드툴스/TORMEK

공구명가를 구독하지 못하신 독자님들은                             로 성함,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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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o@prot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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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년 동안 독일 명차들과 함께 해온 HAZ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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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풀림 토크: 1700 NM

■ 새로운 에어라인 설계로 기존보다 상승한 파워

  (기존 1470NM에서 1700NM로 16% 상승)

■ 저진동, 저소음으로 설계된 매커니즘

■ 하향 배기 방식, 한 손으로 좌, 우 방향 조작

1/2”에어임팩트 랜치  9012EL

플라이어 셋트  1859 SPC/3 비디오 스코프  4812-10/7

■ 인체공학적인 손잡이

■ 라쳇부분의 수리키트(kit) 제공

■ 일련번호 및 보증서 제공, 합리적인 가격

■ 100% MADE IN GERMANY  

토크랜치   5000-2CT 시리즈

■ 10”워터 펌프 플라이어 / 6”니퍼 / 7”롱노우즈 플라이어 

   3가지로 구성

■ 고강도 합금강으로 제작되어 기존제품보다 긴 수명

■ 편리하고 인체공학적인 손잡이

■ 100% MADE IN GERMANY 

■ 5.5mm 마이크로 렌즈, 최적의 조명을 위한 LED 광원, 

   1m 카메라 케이블

■ 마이크로 렌즈를 통한 향상된 해상도

■ TFT 디스플레이, 실시간 비디오 및 사진 재생

■ 충전식 리튬 - 폴리머 배터리

■ 한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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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ADE IN GERMANY

톡스 드라이버  4650

롱 톡스 드라이버  4650L

■ 크롬 합금강

■ 열처리된 TIP, 검정 크롬으로 도금하여 견고함을 높임

■ 논슬립 방지 손잡이

■ 100% MADE IN GERMANY

■ 날 길이 250MM / 전체 길이 360MM

■ 깊고 좁은 곳에 사용

   (사용예 : 엔진룸, 대쉬보드, 뒤 트렁크, 하체 등)

■ 크롬 합금강

■ 논슬립 방지 손잡이

■ 100% MADE IN GERMANY

L2

L1

L2

L1

SIZE L1 (mm) L2 (mm) 팁 두께(mm) 무게 (g)

T5 60 145 1.4 30

T6 60 145 1.6 35

T7 60 145 2.0 35

T8 60 145 2.3 35

T9 60 145 2.5 35

T10 80 165 2.7 40

T15 80 165 3.3 38

T20 100 205 3.8 46

T25 100 205 4.4 50

T27 115 230 5.0 90

T30 115 230 5.5 90

T40 115 240 6.6 131

T45 130 255 7.8 136

※상세 설명

SIZE L1 (mm) L2 (mm) 팁 두께(mm) 무게 (g)

T15 250 335 3.3 52

T20 250 335 3.8 64

T25 250 335 4.4 66

T30 250 365 5.5 122

※상세 설명

토크렌치  730N 시리즈

■ 잠금장치(퀵릴리즈)를 부착하여 인서트툴의 정확한 장착과 신속한 분리

가 가능함

■ Nm와 ft.lb 값이 다른 두 가지 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분이 쉬움

■ 토크 측정 후 "0"값을 다시 세팅할 필요없이 다음 토크 측정이 가능함

■ 정품 인증서 내장

■ 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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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포리셔  PM-045

샌딩 하중을 부드럽게 분산시켜 손쉬운 광택 작업이 가능

소음 감소 시스템과 가변형 속도 조절 시스템은 더욱 능률적인 작업을 도와줌

인체공학적인 그립감과 소형 경량 및 낮은 진동으로 장시간 작업 시 편안함을 유지시켜줌

에어 톱  KS-35S

가변형 속도 조절 / 톱, 줄 겸용 작업

저소음 / 배기에 의한 비행먼지 감소로 작업 환경 개선

고강도 스틸, 일반 스틸,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함

스트로크 조절이 가능하여 협소한 공간에도 사용 할 수 있음

자동차의 차체와 필러 등 많은 힘을 요구하는 절단 작업에 최적

장시간 사용에도 피스톤 및 실린더의 열 변형에 의한 POWER의 저하가 없음

패드의 크기 mm (인치) 108 (4-3/8) 

직경 궤도 mm (인치) 5.0 (3/8) 

길이 mm (인치) 157 (6-3/16) 

신장 mm (인치) 94 (3-3/4) 

무게 kg (파운드) 2.2 (1.0) 

자유 회전 속도 RPM 9,500 

공기 소비 m3 (노멀) / 분. (CFM) 0.38 (13.5) 

호스 입구 부싱 - RC 1/4 

호스 내경 mm (인치) 6.3 (1/4) 

※상세 설명

절단 능력 T 1.2

왕복 액션 FPM 5,300-6,000 

스트로크 길이 mm (인치) 10 (32분의 13) -5 (7/33) 

길이 mm (인치) 228 (9) 

무게 kg (파운드) 1.1 (2.42) 

공기 소비 m3 (노멀) / 분. (CFM) 0.19 (6.7) 

소음 수준 dB (A) 67  

호스 입구 부싱 - RC 1/4 

적용 압축기 kW 급 2.2 

호스 내경 mm (인치) 6.3 (1/4) 

※상세 설명

MADE IN JAPAN

사용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제품을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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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변형된 문틀의 복원 시 사용

차체 교정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지지해준다

2개 1조로 구성 됨

길이를 조정 할 수 있어 작업이 쉽다 (810MM~1000MM)

클램프 부분 파손 시 교체 가능

 ■

■

■

■

■

차체 교정 시 엔진룸 및 트렁크가 변형되지 않도록 지지해준다

길이를 조정 할 수 있어 작업이 쉽다 (1080MM~1600MM)

길이가 길어서 대형차의 도어에도 사용가능

클램프 부분 파손 시 교체 가능

 ■

■

■

■

승용차 및 SUV 차량 픽업트럭 등의 사고차량 이동 대차

철로 된 바퀴 사용으로 내구성이 좋다

2개의 고무패드와 3가지의 연결 봉으로 구성

 ■

■

■

1000mm

810mm

1
0
0
m

m

1600mm

1080mm

1
0
0
m

m

도어 클램프 세트  ART.100>>

엔진 룸 및 트렁크 고정 클램프  ART.102>>

사고차 이동 캐리어  ART.116>>

Made i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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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 어  점 검  필 수  브 랜 드

이탈리아의 전문가들이 제작한 100% MADE IN ITALY제품으로

OEM으로 중국에서 제작되는 다수의 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품질을 보증합니다.

- 비드 리프팅 롤러 장착으로 타이어 분리 작업 시 휠과 

  타이어에 손상 없이 손쉽게 작업 가능

-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와 런플랫 타이어를 위한 비드    

  프레싱 장치 (특허기술)

- 두 개의 실린더와 더블 컨트롤 플레이트가 장착된

  4개의 자동센터링 림을 중앙에 정확히 고정 (특허기술)

- 엘리베이터 스윙타입으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

  (특허기술)

- 완전 자동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작업을 완성 시켜줌

“Leverless” - S45TL

" 타이어와 휠에 손상이 전혀 없는 SICE 자동 타이어 탈착기 "
BENZ, BMW, AUDI & VW, 미쉐린, 콘티넨탈 등 인증제품

“Automatic”
S 45 BASIC+  PT 251(고급형) 

“Leverless+Touchless”
S 300“Semi-Automatic”

S 40 PRO (경제형) 

“Semi-Automatic”
S 41+  PT 251 (보급형) 

ㆍ중앙 클램핑 방식으로 크고 무거운 타이어
   작업 시 휠의 이탈 방지 
ㆍ타이어 분리 시 어떠한 기구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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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독일에서 설립되어 25년 동안 오직 절연공구만을 생산해 왔습니다.

고품질의 “MADE IN GERMANY” 공구로 현재 전 유럽 및 미국 아시아 각국에 수출되어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자동차와 

철도 관련업 그리고 선박건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한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되어 절연에 관한 ISOTOOLS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NEEDS를 충분히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문의 02-859-9900

절연용 자동 라체트 280 Reversible Ratchet

크롬 바나듐 스틸로 강한 힘을 주어도 든든합니다

간편하게 사용 가능

잠금 시스템으로 사용 시 헛돌림이 없음

MODEL 절단 (mm) 무게 (g) 규격 (v)

280
3/8”-190 350 1000 V

1/2”-260 700 1000 V

※상세 설명

절연용 스패너 200 Open-Ended-Spanners

규격 (mm) 무게 (g)

6 32

7 32

8 34

10 40

11 46

12 54

13 65

14 80

15 92

16 115

17 115

19 150

22 190

24 300

※상세 설명

절연용 기어렌치  212 Gear Wrench

규격 (mm) 무게 (g)

8 50

9 52

10 56

11 56

12 68

13 80

14 86

15 120

16 144

17 174

18 200

19 208

※상세 설명

절연용 연결대  285 Extensions Bars

크롬 바나듐 강철 

도구의 쉬운 조립과 간편한 사용 

MODEL 절단 (mm) 무게 (g) 규격 (v)

285

3/8”-125 140 1000 V

3/8”-250 280 1000 V

1/2”-125 190 1000 V

1/2”-250 400 1000 V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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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로 EB-안전 규격 60900 / 
IEC 60900:2004의 VDE 표준을
기반으로 제작된 절연용 제품

10.000 VA C의 전압에도 끄덕없는
견고함

최상의 안전함을 보장 

규격 (mm) 무게 (g)

8 30

10 35

11 35

12 40

13 40

14 40

17 50

19 60

※상세 설명

상세 정보 No.

구성품

절연용 뺀찌 200mm 010

절연용 니퍼 160mm 024

절연용 롱노우즈플라이어 200mm 014

1/2”SQ절연용 자동라체트 280

1/2”SQ절연용 연결대 250mm 285

505 절연용 스트리퍼 나이프 505

500 절연용 케이블 나이프 500

316 1/2”SQ 절연용 스패너
10,11,12,13,14,17,19mm

316

200 절연용 스패너
10,11,12,13,14,17,19mm

200

검전 드라이버 691

절연 드라이버
3.5×100, 5.5×125, 6.5×150, 8×175

400

규격 (mm) 무게 (g)

10 70

11 75

12 75

13 75

14 80

17 85

19 100

22 120

24 140

※상세 설명

절연용 3/8”SQ 소켓 
315 12-Point Sockets 3/8”

공구를 사용할 때 안쪽의 홈이 장치를 단단히 고정해줌

크롬 바나듐 스틸 재질

절연용 공구세트 
901 Plastic Case with foam padding

꼭 필요한 필수 공구만 모아논 놓은 제품

26개의 구성품

절연용 1/2”SQ 소켓 
316 6-Point Sockets 1/2”

공구를 사용할 때 안쪽의 홈이 장치를 단단히 고정해줌

크롬 바나듐 스틸 재질

MODEL 절단 (mm) 무게 (g) 규격 (v)

901 450X350X100 4900 1000 V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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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과 적정한 가격으로 최고의 수공구를 

제작하는 PB SWISS TOOLS

130년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PB만의 특수 열처리된 고

강도 합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상 부주의나 자연마멸이 아니라면 평생 사용이 

가능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1. 작업 시 치즐 후단(치즐 타격부)과 작업 면과의 여유 공간이  
   넓어져 해머작업이 수월하다

2. 바닥면과 치즐이 더욱 밀착되어 사용 시 더욱 편안하다

3. 바닥의 손상이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PB의 804BENT는 일반 치즐과 다르게 굽은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평면으로 제작된 스트레이트 타입과 비교했을 때 굽은 모양의 치
즐은 사용 시 3가지의 장점을 가진다.

PB의 펀치는 허용치 이상의 힘을 가해도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구부려지거나 변형되어 파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
한, 크롬도금처리로 내부식성과 내구성이 강하다.

슬롯 치즐  804 BENT

펀치

MADE IN SWISS

2014 May10



슬롯 치즐 804 BENT

브래드 펀치 세트  735 B CN

치즐 세트 850BC / 855BL / 860H

평 치즐 800

평형 핀 펀치 세트  755 B CN

MODEL
(mm) (mm) (mm) (mm) (pcs)

804 Bent 235 26X7 30 26 10

MODEL 구성

735 1.5 , 2 , 3 , 4 , 5 , 6

MODEL 구성

755 2 , 3 , 4 , 5 , 6, 7

MODEL
(mm) (mm) (mm) (pcs)

800/14 125 12x6 14 10

800/18 125 16x8 18 10

800/22 150 20x12 22 10

800/25 175 20x12 25 10

800/28 200 26x13 28 10

800/28-250 250 26x13 28 10

800/28-300 300 26x13 28 10

800/30-350 350 28x14 30 10

MODEL 구성

850BC (6pcs) 710/2;  730/3,4;  805/12,18;  815/5

855BL (6pcs) 710/3;  730/4,5;  805/18,22;  815/7

860H (11pcs) 700/190;  710/1,2;  730/2,4,5;  805/12,18,22;  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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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식 대리점
베라의 다양한 공구를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구의 새로운 혁신

베라!

베라 만의 볼트, 너트 홀딩 기술은 볼트를 절대 놓
치지 않아 작업에 속도와 편안함을 더해 줍니다.

미끄러짐 방지작은 회전각도최대한도까지 조임 가능

JOKER (기어랜치)

 툴첵 플러스는 내장된 비트 전용 
라쳇, 드라이버 핸들, 소켓 어댑
터, 1/4"비트홀더에 28개의 비트
와 7개의 소켓을 종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패키지로 구성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Tool-Check PLUS (툴책 플러스)

Code

05056490001

8001 A 1 x 1/4"x87.0

813 1 x 1/4"x78

889/4/1 K 1 x 1/4"x50

870/1 1 x 1/4"x25

8790 HMA
1 x 5.5x23.0; 1 x 6.0x23.0; 1 x 7.0x23.0;
1 x 8.0x23.0; 1 x 10.0x23.0;1 x 12.0x23.0;
1 x 13.0x23.0

851/1 TZ PH 2 x PH 1x25; 3 x PH 2x25; 1 x PH 3x25

855/1 TH PZ 1 x PZ 1x25; 3 x PZ 2x25; 1 x PZ 3x25

867/1 TZ TORX
1 x TX 10x25; 1 x TX 15x25; 1 x TX 20x25;
1 x TX 25x25; 1 x TX 30x25; 1 x TX 40x25

867/1 Z TORX 
BO

1 x TX 10x25; 1 x TX 15x25; 1 x TX 20x25;
1 x TX 25x25; 1 x TX 30x25

840/1 Z  Hex-
Plus

1 x 3,0x25; 1 x 4,0x25; 1 x 5,0x25; 1 x 6,0x25;
1 x 8,0x25

800/1 TZ 1 x 1,0x5,5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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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과장의 독자상식 >>

 * 런플랫타이어를 왜 장착하는가?

 런플랫타이어는 1978년 Good Year Tyre에서 가장 먼저 선

보였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타이어 회사에서 런플랫타이어가 

생산 및 상용화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식으론 런플랫타이어 보면 승차감도 안 좋

고 비싼 타이어를 왜 장착하고 다닐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

다.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왜 런플랫타이어를 장착하는지 이

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타이어와 런플랫타이어를 각각 장착한 차로 주행 

테스트를 한 영상으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주행 중(80~100km) 타이어 파

스를 할 경우 차량이 순식간에 회전하며 방향을 잃고 심하면 전

복 가능성도 보였지만, 런플랫 장착 차량은 잠시 휘청이고 정차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 타이어는 지면과의 높이가 있고 타

이어 파스 시 타이어 모양을 잃게 되지만 런플랫타이어는 주행 

중 타이어의 공기가 감소하더라도 타이어 형상을 유지하여 일정

한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주행 중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기존 타이어의 경

우와 같이 도로 위에서 스페어타이어로 교체하거나 긴급출동 서

비스차량을 부르는 번거로움이 없이 가까운 정비소나 집으로 귀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런플랫타이어 자체가 스패어타이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죠.

 그 비밀은 특수 강화 사이드 월과 추가 측면 강화 기술 때문입니

다. 이 기술들이 기압이 모두 빠져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것이죠.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하면 차량 바퀴의 펑크 시 차량의 

안전을 크게 해치지 않고 최대 80km/h 속도로 최장 150km까

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렁크의 스패어타이어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페어타이어와 그 외 장비공구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연

료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런플랫타이어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과 승차감이 좋지 않은 단점도 보이며 가격 또한 비쌉니다. 

(일반 타이어 대비 20~25%) 또한 무겁고 타이어 수명이 일반 

타이어 보다 길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런플랫타이어를 장착하고 한동안 운전 감각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급차량에서는 일반 타이

어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런플랫 타이어가 위와 같이 좋지 않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는 타이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알려는 드릴게' 는 런플랫타이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런플랫타이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 런플랫타이어

"알려는 드릴게 !"
최과장의

자꾸 고장 나고 망가지는 저가 중국산 공구보다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명품공구를 사용하세요.

 
신흥세진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공구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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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솔비 made in England 리넬슨 made in U.S.A.

페일 made in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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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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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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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 T made i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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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세진의 목공 전문 사이트 우드툴스입니다. 우드툴스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 수공구들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구를 원하실 때 네이버 창에서 우드툴스를 검색하세요. www.woodtools.co.kr

다양한 목공용 브랜드를 한번에~! 목공 전문 홈페이지 우드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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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

지그
기계의 부품을 가공할 때에 그 부품을 일정한 자리에 
고정하여 칼날이 닿을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는 
데에 쓰는 보조용 기구

0.25mm까지 높이를 조절하여 날연마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지지대

가죽 Honing 휠 Tormek 전용 숫돌
매끄러운 표면의 마무리 및 날의 긴 
수명을 보장

물통 안에는 자석이 내장되어있어 연마 
후 생성되는 쇳가루들을 모아주어 연마
석이 깨끗이 유지되고 연마 시 부드럽
게 작업 가능
워터슈트 적용 가능

T-7 모델은 정확성과 안전성을 향상한 워터 샤프닝 시스템(Water sharpening system)의 최신형의 모델입니다.
볼베어링이 장착된 고품질의 모터는 T-7에 모든 악세사리를 장착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샤프트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므로 녹 발생 및 베어링의 마모를 방지하며 ED코팅이 입혀진 견고한 스틸
몸체는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교체용 지그 지그를 교체하여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ADE IN SWEDEN

칼 연마용 지그  SVM-45

날의 길이가 60mm 이상인 대부분의 칼
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짧은 날을 가진 공구용 지그  SVS-32

날이 짧은 조각칼이나 즐의 연마할 수 있
습니다

긴 칼 연마용 지그  SVM-140

길거나 얇고 유연한 날을 연마할 수 있습
니다

목선반 칼용 지그  SVD-185

대부분의 목선반 칼을 연마(최대 공구 폭 
25mm)할 수 있습니다

가위용 지그  SVX-150

모든 종류의 가위를 연마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 지그  SVS-50

폭 50mm 이상의 평평한 공구 연마할 수 
있습니다

도끼용 지그  SVA-170

170mm 이하의 길이를 가지는 소형도끼
를 연마할 수 있습니다

공구 받침  SVD-110

스크레퍼나 얇은 공구를 자유각으로 연
마할 수 있습니다

전원 단상 230V, 50Hz, 2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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