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G 18-125 BLPD Select
Ø 125mm 무선 앵글 그라인더
주문 번호: 7 120 04 62 00 0

데드맨 스위치가 탑재되어 조립 작업에서 효과적인 절단, 연삭, 
면취 작업을 위한 방진 고성능 무선 앵글 그라인더.

차세대 브러시리스 FEIN PowerDrive 모터로 최고의 수명 보장. 완전 밀폐식 모터 
하우징은 부식성 세라믹 및 미네랄 먼지로부터 모터를 보호합니다.

모든 용도에 적합. 무단계 전자식 회전 속도를 사전 선택하여 많은 연마재와 재료에 
맞는 최적의 속도.

고성능. 소비 전력 1,100W의 유사한 범용 모터보다 30% 높은 효율.

온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최적의 냉각을 위해 혁신적인 냉각 리브가 있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모터.

FEIN HighPower 리튬 이온 배터리로 최고의 작업 속도. 지속적으로 높은 전류 
출력과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75% 높은 전류 세기의 고전류 셀.

하우징과 분리된 독립식 모터와 4개의 추가 진동 댐퍼가 있어 매우 부드러운 
가동과 저진동 작동.

부드러운 작동, 재가동 락, 전자식 과부하 보호와 브레이크를 통한 광범위한 사용자 
보호.

미끄럼 방지 손잡이로 모든 용도에서 안정된 고정.

슬림한 손잡이 크기와 콤팩트한 구조, 가벼운 무게로 균형감이 뛰어나 피로감이 
적은 작업.

손잡이 부분에 별도의 방진 모터 전자장치.

FEIN MultiVolt 인터페이스로 뛰어난 유연성. 모든 FEIN 리튬 이온 배터리(12~18V)로 
구동 가능한 앵글 그라인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조정 가능한 보호 커버와 고속 클램핑 너트를 이용해 짧은 
셋업 시간.

LED 조명이 내장되어 밝은 작업 영역.

연마재와 액세서리를 보관할 자리가 있는 견고한 플라스틱 소재의 적층형 공구 
박스.

** FEIN HighPower 리튬 이온 배터리로 최고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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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가격에 포함:

CCG 18-125 BLPD Select
Ø 125mm 무선 앵글 그라인더
주문 번호: 7 120 04 62 00 0

배터리 전압 18 V

모터 브러시리스

무부하 속도 2 500 - 8 500 1/min

연마석 Ø 125 mm

연마패드 Ø 125 mm

플랜지 M 14

배터리 제외 중량 1,95 kg

충전 X

보호 커버 1

공구가 필요 없는 신속 클램핑 너트 1개

1 진동 방지 손잡이

1 키

1 플라스틱 공구 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