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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액세서리로 구성된 고성능 
범용 인테리어 및 리노베이션 시스템.

탁월한 진동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진동 감쇠 기능이 있는 자체 지지형 모터.

최고의 작업 진행과 최대의 절단 속도를 위한 매우 높은 출력의 350와트 FEIN 
고성능 모터.

볼 베어링/니들 베어링의 연속 사용과 금속 기어 헤드로 최고의 품질과 안정성.

편안한 QuickIN 신속 고정 시스템.

하중을 받았을 때에도 믿을 수 있는 속도 일관성을 위한 타코 제네레이터가 있는 
전자 속도 제어기.

추가 시스템 액세서리를 고정하기 위한 내장형 인터페이스.

소프트그립 부분으로 인한 최적화된 그립감.

뛰어난 토크 전달 기능을 갖춘 StarlockPlus 공구 홀더, 모든 Starlock 및 StarlockPlus 
액세서리에 적합.

모든 용도에 적합한 다양한 부속품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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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가격에 포함:

FEIN MultiMaster QuickStart
진동 공구 - 350W
주문 번호: 7 229 52 62 27 0

입력 350 W

진동 10 000-19 500 1/min

EPTA에 따른 중량 1,4 kg

케이블 길이 5 m (단위)

샌딩 패드 폭 80 mm

공구 홀더 StarlockPlus

공구 교체 QuickIN

유선 X

1 FEIN MultiMaster FMM 350 QSL

1 샌딩 패드

샌딩 시트 각 3개(입자 60, 80, 120, 180)

1 단단한 스크레퍼

1 Universal E-CUT 톱날(44mm)

E-Cut Long-Life 톱날(65mm) 1개

1 HSS 세그먼트 톱날

1 플라스틱 공구 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