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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리스 모터와 QuickIN 인터페이스가 있는 2단 충전식 
임팩트 드릴/드라이버. 금속, 석재, 벽돌 공사 등에 최대 
10mm까지 드릴링에 적합.

효율이 30% 더 높고 수명이 긴 브러시리스 FEIN PowerDrive 모터.

모든 QuickIN 액세서리용 QuickIN 액세서리 인터페이스. 용도 간에 신속한 전환.

MultiVolt 인터페이스. 모든 FEIN 리튬 이온 배터리(12~18V)로 구동 가능한 충전식 
공구.

금속, 석재, 벽돌 공사에서 드릴링을 위한 차단 가능한 해머 장치가 있는 2단 완전 
금속 기어.

초경합금 클램핑 조와 높은 체결력의 QuickIN 완전 금속 드릴 척(120Nm) 포함.

기계적인 토크 설정.

컴팩트한 구조.

한 번의 배터리 충전(2.5Ah)으로 750회 스크루 연결 작업(5x40mm).

하나의 충전기로 모든 FEIN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음.

배터리 충전 상태를 배터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IN SafetyCell 기술 적용. 배터리와 장치가 과부하, 과열 또는 저충전으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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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압 18 V

모터 브러시리스

기어 2단

인터페이스 QuickIN

무부하 속도 450 / 2 000 1/min

타격수 7 360 / 32 000 1/min

최대 토크(경질/연질) 60 / 32 Nm

토크 설정 22 + 1

드릴척 고정 범위 1,5 - 13 mm

스크류 체결 8 x 300 mm

철재 Ø 13 mm

목재 Ø 50 mm

석재 13 mm

탭핑 M 10

배터리 제외 중량 1,30 kg

충전 X

충전 임팩트 드릴/드라이버 1개

1개의 QuickIN 드릴 척(120Nm)

스트랩 클립 1

비트 가라지 1개

1 플라스틱 공구 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