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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설명
흡입관
표준 흡입으로
먼지 / 칩 제거용 호스커넥터 사용가능.

진동 스트로크.
4가지 다른 동작으로 진동하는 스트로크 직쏘.

FLIPPKEIL.
이 휴대용 원형톱은
리빙 나이프가 설치되어
정확한 플런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시계 방향 / 시계 반대 방향 선택가능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 회전 옵션.

가이드 시스템.
이 기계에는 다양한 길이의
가이드 트랙과 레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마찰 클러치.
극한 조건에서
톱날 마찰 클러치 안전성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최상의 잔여물 제거율
강력한 모터와 최신 기술로
표면 작업시 높은 잔여물 제거율을
보여줍니다.

빠른 공구 교환.
제공된 조립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 초 내에 공구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깊이조절.
절삭 깊이의 정확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전 브레이크.
스위치가 꺼지면 공구 우선자동장치기능이 켜집니다.

빠른 연마제 교체.
벨크로식 부착방식으로
연마제 고정시 빠르고 단단히 고정됩니다.

최상의 가변속도 감지.
재료에 따른 최적의 스트로크 /속도 자동선택

MAX + 케이스
견고한 플라스틱 시스테이너 또는
금속 운반케이스가 기본 제공되는 기계.

풀 웨이브 전파시스템
부드러운 시동, 일정한 부하 속도 및 과부하 보호 기능으로
빠른 작동과 긴 서비스 수명을 보장합니다.

톱날 모양

FZ
평평한 톱니

WZ
교차형 톱니

HZ
아치형 톱니

TR
사다리꼴 톱니

MAFELL / 마펠
2019

FZ/TR
평평한 / 사다리꼴 톱니

WZ/FA
모따기 / 교차형 톱니

FZFA/FZFA
모따기 / 평평한 톱니

WZ/FZ
교차형 / 평평한 톱니

MAFELL 연혁

1899

1926

1933

1935

MAschinenfabrik FELLbach의
회사 설립.

세계 최초의 휴대용 목공 기계.

Oberndorf-Aistaig로 이전.

전문 엔지니어 인
Rudolf Mey가 MAFELL을 인수.

2001

2006

2011

2015

DD40 시장 출시.

CUprex 고성능 모터 출시.

P1 cc
iF 제품 디자인 어워드 수상

무선 드릴 /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
A 10M, A 18M 및 ASB 18M bl
시장 출시.

1980

1990

2000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하우징 [ 외장 ] 사용.

세계 최초의 풀-푸시 쏘
ERIKA 출시.

Oberndorf-Lindenhof로 이전.

ERIKA 70 E 시장 출시.

2016

2017

크로스 컷 쏘
KSS 60 cc, KSS 60 36 B , K 65 cc
시장 출시.

절연 와이어 쏘 DSS 300 cc 시장 출시

The MAFELL success story

1960

마펠이 개발한 혁신적인 고성능 모터
큐플렉스 / CUprex.
순간적인 힘과 높은 토크 :
CUprex 모터의 최적화 된 디지털 전자 장치를 사용한 높은 토크 능력은
전동모터의 표준을 새롭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힘.
MAFELL은 CUprex 모터를 사용하여 최대 출력, 최신 기술 및
최적의 사용자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안전 장치.
제어 기술을 통해 제어 능력이 향상되고
대부분의 CUprex 기계에는 부드러운 시동,
무부하 속도감소, 일정속도의 부하 및
과부하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개선된 제어 기술.

앵커 지오 메트릭
최적화.

우수한 와인딩

가변 디지털 전자장치.

고성능 모터 소형화.

모터의 앵커 직경이
클수록 토크가 현저히
높아집니다.

구리선의 전기자 직경이
클수록 표류 전력이
크게 줄어 듭니다.
전력 잠재력이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제어력 개선 :
재료 및 작업 유형에 따라
속도가 지속적으로
속도 및 토크가
최적화 상태로
자율변경 됩니다.

CUprex 엔진은
최적화된 설계로 인해
기존의 직렬 엔진보다 작고 짧으며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CUprex 모터는
기존의 직렬엔진 디자인보다
무게는 가볍고 파워는 강한
모터입니다.

속도

CUprex 제어 기술은
특히 높은 부하에서 일정한 속도를 보장합니다.

기존 모터
토크

독일 120년 최고 기술력 / 마펠

MAFELL의 유일한 생산 시설은
Oberndorf am Neckar 에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산 된 품질에 대한 약속은
생산량의 85 %를 차지하는 MAFELL회사의
자체 본사제작 운영방식으로 잘 설명됩니다.
사출 성형, 고성능 모터설계
조립, 공구제작, 품질 보증에 이르기까지
MAFELL의 품질은
모범적인 프로세스 및 첨단 제조방식 작업에
핵심 기술을 배치하는데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통해
고객의 언제나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면
기계 및 소모품에 대한
사용자의 엄격한 요구가 충족됩니다.
•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 섬유 강화 폴리 아미드로 제작 된 부품은
사실상 최상의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 MAFELL이생산하는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은
알루미늄보다 30 % 가벼워서 작업자의
피로감을 최소화 합니다.
•모터 구성의 구리 함량이 크게 높아
모터의 토크가 탁월합니다.

매우 혁신적인 기술
우수한 품질의 재료
절대 정밀도 등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MAFELL은 독일에서 제일가는
전동공구 회사가되었습니다.

가이드레일 F

미끄럼방지 및 부제의 찢김 보호 기능이있는 확장 가능한 가이드 레일.

2 개의 고정 클램프로
가이드 레일을 공작물에 추가로
고정 할 수 있습니다.

100 % 정밀하고 깨끗한 절단 :
찢김 방지 기능이있는
MAFELL 가이드 레일 시스템.

가이드 레일 밑면에
2 개의 탈착식 홀딩 고무 스트립이
뛰어난 그립력을 보장하고
공작물 표면을 보호합니다.

두 개의 가이드 레일을 연결하려면
하나의 연결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용을하지 않을때는 연결 장치를
레일안쪽위치로 밀어 넣어주십시오.

마펠의 가이드 레일 F는 0.8m / 1.1m / 1.6m / 2.1m 및 3.1m의
표준 길이로 제공됩니다.

가이드 레일 F 시스템은 다음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절단 작업을 위해
MAFELL은 다양한 기계 유형에 대한 가이드 레일 시스템 F를 제공합니다.

• P1 cc
• MT 55 cc
• MT 55 18M bl
• KSS 50 cc
• KSS 50 18M bl
• KSS 60 cc
• KSS 60 36B

• 연결장치를 통해 임의 확장 가능
• 연장된 트랙에서도 정확한 직선성
•빠르고 깨끗한 작업 결과를 위한 플러그 인

• KSS 80 Ec / 370
• MS 55
• K 55 cc
• K 55 18M bl
• K 65 cc
• K 85 / K 85 Ec
• MKS 130 Ec

• MKS 145 Ec
• MKS 165 Ec
• MKS 185 Ec
• ZSX Ec
• ZSX-TWIN Ec
• DSS 300 cc
• MF 26 cc

•최적의 취급을 위한 가벼운 무게
• 레일 밑면에 2 개의 탈착식 홀딩 스트립이있어 미끄럼 방지보장
•실제 사용 가능한 단일 레일 길이 최대 3.1m ( 레일커넥터 사용시 추가연장가능 )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면 가공물에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로 가이드 레일의 스플린터 가드 ( 고무 )를 미리 절단해야합니다.
가이드 레일의 윗면에는 특수 코팅이되어있어 장비가 가이드 레일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레일 커버캡은 함께 제공되며 케이블 및 흡입 호스가 끼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이드 레일의 너비는 가이드 레일 상단에서 움직이는 기계의 너비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는 완벽한 절단 결과를 보장합니다.

앵글펜스 F - WA

MAFELL 앵글 펜스 F - WA 를 가이드레일 F 시스템에 연결하면
쉽고 빠르게 앵글컷이 가능합니다.

앵글 펜스는 어댑터를 사용하여
모든 F 형 가이드 레일에
쉽게 부착 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삽입하고, 연결하고,
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읽기쉬운 큰 눈금을 참조하여
절단에 필요한 각도를 설정하고
하단에 위치한 볼트를 잠그십시오.

앵글 펜스와 가이드 레일을 포함
조립 된 장치를 소재 위에 놓습니다.

정확하게 설정된 각도로
공작물을 자를수 있습니다.

에어로픽스 F-AF 1
(흡착식 클램핑 레일 시스템)

MAFELL 에어로 픽스 F - AF 1 시스템은 집진기의 흡입력를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 프로파일 아래면에 진공현상을 생성하여 절단할 소재와 가이드 레일을 단단히 고정할수 있습니다.
주로 클램핑을 할수없는 바닥이나 벽면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절단표면이 미끄러운 소재에도 레일을 단단히 고정가능 합니다.

사용 방법 1
<아래에서 흡입 방법>
집진기를 통해 아래에서 발생하는
흡입력을 이용하여 고정

F-AFU 130을
1.3 m 가이드 레일에 고정하기
위한 흡입력이 이중 어댑터를 통해
아래에서 발생됩니다.

사용 방법 2
<위에서 흡입 방법>
집진기를 통해 위에서 발생하는
흡입력을 이용하여 고정

어댑터 F-AFO 을
기존 F 형 가이드 레일에 부착만
하면 집진기를 통해 생긴 흡입력을
위에서 이용하여 고정

마펠 FLIPPKEI

MAFELL 의 FLIPPKEI 덕분에 라이빙 나이프를 풀지 않아도
안전한 플런지 컷 절단이 가능합니다.

FLIPPKEI 적용모델
• KSS 300
• KSS 40 18M bl
• KSS 50 cc
• KSS 50 18M bl
• KSS 60 cc

• KSS 60 36B
• KSS 80 Ec / 370
• PSS 3100 SE
• KSP 40 Flexistem
• K 55 cc

• K 55 18M bl
• K 65 cc
• K 85 / K 85 Ec

MAFELL 의 FLIPPKEI 작동 방식 ( 반자동 라이빙 나이프 )

•높이 조절을 0 으로 설정시 톱날은 기계바닥 기준 하단에서
2mm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적의 절단공정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위치에서 작업물은 더 이상 톱날에 의해 접촉되지 않습니다.

•스코어 톱날은 절단을 하면서도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KSP 시리즈)

•이 위치는 의도하지않은 플런지 컷 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매우 다루기 쉽습니다.

• 기계가 앞으로 움직이면 FLIPPKEI가 자동으로 절단면에 삽입됩니다.
• 기계를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아래로 절단할수 있습니다.
• 스프링 FLIPPKEI
톱날 후방 보호덮개는 자동으로 유지되며
덮게는 공작물에 위치됩니다.

• 톱질할때 사용자안전을 최대로보장합니다.
• 플런지 컷을 수행할때 여전히 대부분의 다른 원형톱에 필요한
라이빙 나이프의 분해 및 재 조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 라이빙 나이프는 항상 절단면을 따라 균일하게 작동 합니다!

고품질 톱날과 다양한 절삭 깊이.
톱질 성능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개별 구성품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톱날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CTC = 텅스텐 카바이드 팁, CV = 크롬-바나듐강),
직경 x 두께 블레이드 바디/컷 폭 x 구멍, 치아 수, 톱니 유형
(AT = 대체 톱 베벨 톱니, FA = 납작 톱니, HT = 속이 빈 톱니, TT = 사다리꼴 톱니).

MAFELL의 톱은 모든 절삭 깊이에 적합 합니다.
경량-휴대용 원형톱의 경우 절단깊이 40mm부터
휴대용 원형톱 범위는 200mm 이상으로 확장되며
휴대용 체인톱의 경우 절단깊이 400mm 작업 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삭깊이 차트는 사용자가 다양한 응용분야에 필요한 기계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최대 컷팅 깊이
27
KSP 40
Flexistem

KSS 300
KSS 40 18 M bl

34
40

29
36
42

42
50

KSS 50 cc + KSS 50 18M bl

52

40,5
50,1
57

MT 55 cc +
MT 55 18M bl

KSS 60 cc + KSS 60 36B

38,5

40,5
47
50,1
56
57
61

44,5
53

55,5
61,5

62
67

69

K 65 cc

65
72,5

75

KSS 80 Ec / 370

82

82,5
88

K 85 / K 85 Ec

93

94
102,5
115

116,5
125

MKS 130 Ec

130

131

145

MKS 145 Ec

130

142

142

160
165

MKS 165 Ec

185

MKS 185 Ec

184

199
206,5

220

260

ZSX 260 Ec

260

282

DSS 300 cc

306

320

ZSX 400 Ec
ZSX TWIN

절단 깊이 mm

400

직쏘

P 1 cc
톱날을 변경하려면 잠금 레버를 밖으로 열어
2011년 iF 제품 디자인상 수상
쉽게 톱날을 제거하고 교환 합니다.

고성능 CUprex 소형 모터는
오랜시간의 컷을 수행할 때에도
일관된 고속 스트로크를 제공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진공 및 와류를 생성하는 디자인은
톱날의 과열방지와 함께
뛰어난 먼지 추출을 보장합니다.

제품특징

기술 자료

•고성능 CUprex 소형모터 덕분에 더 큰 출력을 공급합니다.
•CUnex 톱날 및 레일 호환성 * 덕분에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
•공구가 필요없는 블레이드 교체 및 이상적인 핸들위치 지정으로
사용 편의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최고의 특수 액세서리 덕분에 작업시 유연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스트로크 높이
무부하 스트로크 수
전압
무게
범용모터

응용분야

제품품번

•마펠 가이드 레일과 CUnex 칼날을 사용한 직선 절단.
• P1-PA 평행펜스 및 CUnex톱날을 사용한 원 ( 콤파스 ) 절단.
• 오목한 부분 절단가능.
• 베벨 컷 시 최대 45 ° 가능.

직쏘 P1 cc MaxiMAX in the T-MAX

제품설명
낮은 압력 중심과 부드러운 패드를 갖춘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인해
P1 cc는 모든 상황에서 편안하게 착용 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자체추출 및 스마트한 통합 송풍구조는 먼지 추출기 ( 집진기 )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작업 표면에 칩이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P1 cc는 800 ~ 3000 스트로크 / min(분) 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가변속도를 제공합니다.
재료에 맞게 출력을 정확하게 조정할수 있습니다.
진공형태 디자인이 통합된 베이스 플레이트는 외관이 튼튼합니다.
퀵 릴리스 메커니즘을 통해 정확히 직각으로 톱에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평행 가이드 펜스에 포함된 콤파스 핀을 이용하여
원형 절단이 매우 용이 합니다.
P1 cc의 지능형 액세서리는 전례없는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새로운 MAFELL 정밀 톱날 CUnex W1의 혁신적인 설계는
매우 정밀한 톱질을 용이하게 합니다.

제품구성
3개 직쏘 날
CUnex W1, W2, W+P2
1개 평행 가이드 펜스 P1-PA
(205448)
1개 베이스 플레이트 P1-GP
(204350)
1개 집 진 호스 연결대 P1-AS
(203917)
1개 칩 디플렉터 P1-SA
(204353)
1개 스플린터 가드 P1-SS
(205447)
1개 글라이더 P1-G - (*가이드 레일 사용시 수평보조*)
(205464)
1개 주 전원 케이블 4 m
(077015)

P1 cc
26 mm
800 – 3000 1/min
900 W
2,5 kg
220 V / 60 Hz

917103

MaxiMAX

혁신적인 CUmax 톱날 클램핑은
톱날에 있는 웨지를 밀어주는 방식
이어서 톱날을 물어주는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 설계는 톱날이 변위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표준 베이스 플레이트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P1 cc 용
별도의 틸팅 (각도절단) 플레이트
가 개발되었습니다.

CUnex w1 직쏘 칼날은
두개의톱날이 하나로 붙어있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블레이드의 강도와 쐐기모양은
곡선을 절단 할때도 정확하고
부드러운 톱질을 보장합니다.

정확하게 직선 절단이 필요한 경우
P1 cc를 가이드 레일 F와 함께
사용하면 더 정밀하고 편안한
작업을 할수있습니다.

W5 우드 - 093704
깔끔한 컷팅 , 모든 목재 작업가능

1,5

90mm 2 – 3

≤ 79

5

W3 우드 - 093702
가장 깊은 블레이드,직선 절단

1,7 125mm

4

≤ 114

5

W6 우드 - 093706
역방향 톱날

1,5

75mm

2,5

≤ 64

5

W+P 2 우드 + 플라스틱 - 093705
목재, 소프트 플라스틱 미세절단

1,5

75mm

2,7

≤ 64

5

W+M 2 우드 + 금속 - 093707
금속을 포함한 목재절단

1,3 105mm 2,4 – 5

≤ 94

5

L2 라미네이트 - 093708
라미네이트,정밀한컷팅

1,3

≤ 15

5

≤3

5

≤ 64

1

M2 금속 - 093709
알루미늄, 비철금속 ,알루미늄 복합패널

1

E+F 2 에폭시+파이버 HM - 093710
섬유 시멘트 보드, 시멘트 사이딩

1,2

60mm

1,7

55mm 1,1 – 1,5

75mm

4,3

직쏘 톱날세트 #1
4 x W2, W+P2, W5, W4
2 x CUnex W1

093712

직쏘 톱날세트 #2
4 x M2, W6, L2, W+M2
2 x CUnex W1

093713

평행가이드 펜스 P1-PA
콤파스 기능이있는
원형 절단포인터 포함.

205448

•

•

•

•

스플린터 가드 P1-SS
5 개입
컷팅 라인의 거스러미 발생방지

205447

앵글 베이스 플레이트 P1-SP

205446

+/-45° 사이의 각도절단에 적합
자유롭게 각도 조정가능

*

알루미늄.

5

알루미늄 복합 패널.

75mm 4 – 5,2 ≤ 64

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

1,3

철 금속 / 구리 합금.

W4 우드 - 093703
깔끔한 컷팅 , 모든 목재 작업가능

아크필, 플라스틱 프로파일
(플렉시 유리- 가구 등에 쓰임)

5

연질 플라스틱 , PVC

≤ 64

섬유 시멘트 보드
(이터닛(내구성 석면 건축재)).

4

멜라민 수지 패널
(트레스파- 고압 라미네이트 (HPL)
(레소팔 -합성수지...)

75mm

석고 / 시멘트 섬유판
(퍼마셀 , 파이버락 등등)

1,7

라미네이트 패널, 파르케(쪽마루)

W2 우드- 093701
깔끔한 컷팅 , 모든 목재 작업가능

금속을 함유한 목재.

2

라미네이트 및 베니어
접합 외장재

≤ 64

칩보드 / 코어합판 / 생합판

박스입수

4

하드우드

절단가능 재료두께

75mm

CUnex W1 우드 - 093676
높은 정확도 , 곡선작업

직쏘날 길이

3

가공물 최대 두께

피치 ( 날 간격 )

악세사리

무선 크로스 컷팅 시스템

NEW

KSS 40 18M bl

새로운 소형 브러시리스 모터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이며 추가적인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퀵 릴리스 캐치를 사용하면 한 번의 빠른 작업으로
기계를 레일에서 분리할수 있습니다.
레일을 분리하더라도 MAFELL KSP 시리즈의
모든 기능을 갖춘 별도의 휴대용 원형톱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레일의 최대 절단깊이가 40mm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컷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각도설정이 가능한 스마트 스톱 기능은
매우 정밀하고 편리하게 일관성 있는 절단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품특징

기술 자료

•최신 18V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우 컴팩트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합니다.
•베벨 및 마이터절단이 빠르고 쉽습니다.

가이드 트랙 0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45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미장착 0 ° 절삭 깊이
틸트 범위
절단 길이
앵글컷 각도범위
무부하 속도
레일포함 무게
베터리

응용분야
•스마트 가이드레일을 적용하여 별다른 마킹없이 빠르고 정확한 컷팅이 가능합니다.
•크로스&마이터&베벨&립 컷이 모두 가능합니다.
•벽면 구조물로부터 13mm에서 까지도 플런지컷 및 트랙킹 컷이 가능합니다.
(ex. 벽면에 가까운 마루 바닥 절단작업)
•호환 가능한 재료로는 보드, 문, 조리대, 쪽 마루바닥 및 라미네이트 바닥,
단단한 나무등 다양한 소재 절단이 가능합니다.

제품설명
마펠 KSS 40 18M bl 은 동급의 머신중 가벼운 무게이면서도
분당 무부하 속도 6700/min 을 자랑하는 최강의 머신입니다.
또한 최대성능을 낼수있는 혁신적인 베터리기술을 추가하였습니다.

KSS 40 18M bl
40 mm
27 mm
42 mm
0 – 45 °
300 mm
– 45° – + 60 °
6700 1/min
3.55 kg
18 V, 94 Wh, 리튬이온

제품품번
무선 크로스 컷팅 시스템
무선 크로스 컷팅 시스템

KSS 40 18M bl
KSS 40 18M bl

제품구성

내부 마무리 작업과 관련하여 KSS 40 18M bl보다 더 나은 머신은없습니다.
바닥, 벽, 문, 가구, 천장 또는 지붕등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1개 플렉시블 레일 FX 140 (919801 만 해당)
클램핑 파츠 2개 포함 1.4m.
(204372)

KSS 40 18M bl 은 앵글컷 – 45° – + 60 °까지 각도조절이 가능하며
크로스 또는 립 컷, 레일 가이드 컷, 마이터 컷, 컴파운드 마이터 컷,
플런지 컷 등 거의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1개 유니버셜 톱날
120 x 1.2 / 1.8 x 20 mm, Z 24, WZ
(092558)
1개 평행가이드 펜스
(203180)
1개 집진기 커넥터
(203782)
2개 배터리 18M 94 (919801 만 해당)
(094435)
1개 배터리 충전기 APS 18M (919801 만 해당)
(094453)
1개 집진백
(206787)

PURE T-MAX
MAXI T-MAX
PURE

919802
919801
MAXI

KSS 40 18M bl은 하나의 시스템

휴대용 원형톱을 가이드 트렉과 함께

휴대성이 간편한 휘어지는

완벽한 벽면 컷 :

안에 5 개의 톱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매우 실용적이며 한손으로

플렉시블 가이드 레일

원형톱의 옆면 스페이스를 사용하면

크로스, 플런지, 마이터, 베벨 컷 등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컷 시스템이

(최대 1.4m 길이)을 사용하면

13mm (1/2 인치) 너비의 정확한

모든 컷이 가능합니다.

만들어집니다.

정밀한 트렉킹 절단 및 가이드 컷을

확장 조인트 컷 (테두리 정리)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 벽면에 가까운 마루절단작업 )

악세사리
제품설명

주문번호

플렉시블 가이드 레일 FX 140
204372
1.4m (4.6 피트) 스플린터 가드 포함.
휘어지는 특성이 있는 가이드 레일로 기존의 가이드 레일과
동일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동시에 둥굴게 말아서 보관박스에
넣어 이동 및 보관이 가능.
스크류 클램프
가이드 레일을 가공물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

093281

TCT 톱날 - 립 컷

092560

제품설명

주문번호

집진백
집진기가 사용 불가능한
작업환경 에서 사용가능한
집진백 입니다.

206787

120 x 1.2 / 1.8 x 20 mm
(4 3/4 in.), WZ, 12 톱니
목재 켜기 절단용

TCT 톱날 - 유니버셜 톱날

WZ 상향 경사
092558

120 x 1.2 / 1.8 x 20 mm,
(4 3/4 in.), WZ, 24 톱니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모든 종류의 목재에 사용가능한
유니버셜 블레이드

보편적으로 목재 절단용

TCT 톱날 - 미세절단

092559

120 x 1.2 / 1.8 x 20 mm,
(4 3/4 in.), FZ / TR, 40 톱니

사다리꼴 모양의 톱날과
플렛한 타입의 톱날이 교차배열
경질 플라스틱 및 단단한 표면을
가진 모재 컷팅용 블레이드

목재 미세 절단

TCT 톱날 - 라미네이트

092578

120 x 1.2/1,8 x 20 mm ,
(4 3/4 in.), TT, 40 톱니

TR 사다리꼴
사다리꼴 모양 톱날
목재 섬유, 석고보드, 인조대리석 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트 및 미네랄 재질을 포함한 재료를
절단하기위한 톱날

라미네이트 바닥재 및
미네랄 재질(인조 대리석)가공에 적합
리튬이온 배터리 18M 94
18 V, 94 Wh
MAFELL 18V 공구에서
모두 사용가능

094436

배터리 충전기
APS 18M 18V

094453

MAFELL 모든 배터리 호환가능

FZ / TR 사다리꼴 / 플랫

크로스 컷팅 시스템

NEW

KSS 50 cc

간단히 버튼을 한번만 누르는 것으로 가이드 레일에서 분리가 가능하며
분리후에도 KSS 50 cc의 모든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무로 처리된 하단의 논슬립(매립식) 프로파일은
재료에 톱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가공물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MAFELL 고유한 스위블 시스템으로
0 ° ~ 45 °의 각도 범위에서 최소 42mm
(레일 포함)의 절삭 깊이를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특징
• 최대 58mm 절삭 깊이.
• FLIPPKEIL (라이빙 나이프) 이있는 시스템.
• 특별한 장치 없이 정확한 각도로 마이터 및 베벨컷 가능.

응용분야
•스마트 가이드레일을 적용하여 별다른 마킹없이 빠르고 정확한 컷팅이 가능합니다.
•크로스&마이터&베벨&립 컷이 모두 가능합니다.
•호환 가능한 재료로는 집성판, 도어, 조리대, 싱크대 상판, 단단한 나무등
다양한 소재 절단이 가능합니다.

밝은 LED 조명은 환경에 따라 최적의 밝기를 제공합니다.

기술자료
가이드 트랙 0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45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미장착 0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미장착 45° 절삭 깊이
각도 범위
가이드 트랙 각도범위
무부하 속도
소비 전력
집진기 연결Ø
레일 포함 무게
범용 모터

제품설명

제품품번

MAFELL의 새롭고 강력한 KSS 50 cc 톱은 가이드레일에서 최대 52mm
까지 절단이 가능하며, 절단 후 톱은 자동으로 가이드 레일 원래 위치로
후퇴하며 최대 절단 길이는 407 mm입니다.

크로스 컷팅 시스템 KSS 50 cc
크로스 컷팅 시스템 KSS 50 cc (금속케이스)

더이상 라이빙 나이프를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FLIPPKEIL은 소재 절단시 최적의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자 안전을 제공합니다.

제품구성

KSS 50 cc
52mm
42mm
58 mm
48mm
0-45 °
-60 °-+ 60 °
5700 rpm
1300W
35 mm
5.4 kg
220V / 60Hz

918901
918902

1개 TCT 톱날
168 x 1.2 / 1.8 x 20 mm, Z 32, WZ, 목재 미세절단

092480

1개 가이드 트랙 400

204010

1개 육각 렌치 5 mm

093034

1개 연결 케이블 4m

087323

모든것을 위한 시스템
KSS 50 cc는 마펠특유의
가이드 트랙이 기본 재공되어
다양한 작업환경에서도
완벽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이드 트랙에 표기된
큰 눈금으로 인해 각도 조정이
매우 정확합니다.

가이드트랙 밑면의
조절식 스톱파츠를사용하면
트랙의 각도를 + 60 ° ~-60 °
각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S 50 cc는 광범위한
앵글스케일 덕분에
마이터 컷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악세사리
제품설명

주문번호

가이드 레일
F 80, 800 mm
F 110, 1100 mm
F 160, 1600 mm
F 210, 2100 mm
F 310, 3100 mm

204380
204381
204365
204382
204383

가이드 레일 커넥터 F-VS
2개의 가이드레일 연결용 커넥터

204363

앵글 펜스 F-WA
가이드 레일에 연결하여
각도절단 시 45° - 60° 각도로
자유자제로 설정이 가능.

205357

204770
진공흡입 가이드레일
에어로 픽스 F-AF 1 (1.3m)
가이드 레일에 집진기를 연결하여 가이드 레일과
가공부제 사이에 진공층을 만들어 강력한 흡착력을
형성.
플렉시블 호스 최대 3.2m 길이
에어로 픽스 F-AF 사용시
기존의 호스길이 보다
긴호스가 필요한경우 사용.

205276

가이드 포켓 F160
가이드레일 가방 1.6m 용

204626

제품설명

주문번호

가이드 트랙 770
204378
최대 틸트 범위 770mm.
*크로스 컷팅 시 빠르고 정확한 절단
*반복작업을 위한 스마트 스토퍼
*자동복귀 기능으로 0점으로 복귀
*거스러미 방지를 위한 스프린터가드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로 소재 및 머신보호
평행 가이드 펜스 K 55-PA
206825
양방향으로 부탁이 가능하며
가이드레일이 없을시 가이드펜스 사용하여
소재를따라 평행으로 절단 가능.
언더그립 스톱 MF-UA
톱날과 최단으로 설정되는 펜스로
매우좁은 폭 설정이 가능
홈파기 작업에 주로사용.

206073

TCT 톱날 - 립 컷
168 x 1.2 / 1.8 x 20 mm
16 개 톱니, WZ, 목재 켜기 용.

092476

WZ 상향 경사

가이드 포켓 세트 #1
204805
2 개 가이드레일 F160(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가이드 포켓 세트 #2
1 개 가이드레일 F80(800mm)
1 개 가이드레일 F160 (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1 개 앵글 펜스 F-WA

204749

가이드레일 엔드켑
가이드레일의 끝에 있는 프로텍터
이물질 및 전선걸림방지.

205400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 F-HP 6.8M
6.8m 길이로 가이드레일 밑면과
작업소재가 닿는 면의 미끄럼을 방지.

204376

스플린트 가드 F-SS
3.4m 길이로 가이드레일 사용시
작업소재의 찢김을 방지.

204375

퀵 레버 클램프 F-SZ
최대 180mm 두께의 소재에
가이드 레일을 고정 할 수 있습니다.

207770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78
TCT 톱날 - 유니버셜 톱날
168 x 1.2 / 1.8 x 20 mm
24 개 톱니, WZ, 합판 및 연목절단용.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80
TCT 톱날
168 x 1,2/1,8 x 20 mm
32 개 톱니, WZ, 소프트 및 하드우드 절단용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82
TCT 톱날
168 x 1,2/1,8 x 20 mm,
56 개 톱니, WZ, 소프트 및 하드우드 미세절단용.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집진백
집진기가 사용 불가능한
작업환경 에서 사용가능한
집진백 입니다.

206921

무선 크로스 컷팅 시스템

NEW

KSS 50 18M bl

최신 18V 리튬 이온 기술이 적용된 KSS 50 18M bl은
그 어느때 보다 더 다양한 작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외 및 전력이 없는 곳에서도 장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퀵 릴리스 캐치 방식으로 손쉽게 기계를 레일에서 분리할수 있습니다.
레일을 분리하더라도 MAFELL KSS 시리즈의
모든 기능을 갖춘 별도의 휴대용 원형톱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밝은 LED 조명은
작업영역에 넓은조명을 제공합니다.

제품특징

기술자료

• 최대 58mm 절삭 깊이.
• 18V 리튬 이온 HD 배터리 가술로 장시간 사용가능.
• 특별한 장치 없이 정확한 각도로 마이터 및 베벨컷 가능.

가이드 트랙 0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45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미장착 0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미장착 45° 절삭 깊이
각도 범위
가이드 트랙 각도범위
무부하 속도
집지기 연결Ø
레일 포함 무게
배터리

응용분야
•스마트 가이드레일을 적용하여 별다른 마킹없이 빠르고 정확한 컷팅이 가능합니다.
•크로스&마이터&베벨&립 컷이 모두 가능합니다.
•호환 가능한 재료로는 집성판,도어,싱크대 상판, 파케이 및 라미네이트 바닥,
단단한 나무등 다양한 소재 절단이 가능합니다.

제품설명
MAFELL의 새롭고 강력한 KSS 50 18M bl 톱은 가이드레일에서 최대 52mm
까지 절단이 가능하며, 절단 후 톱은 자동으로 가이드 레일 원래 위치로
후퇴하며 최대 절단 길이는 407 mm입니다.
더이상 라이빙 나이프를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FLIPPKEIL은 소재 절단시 최적의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자 안전을 제공합니다.

KSS 50 18M bl
52mm
42mm
58 mm
48mm
0-45 °
-60 °-+ 60 °
4450 1/min
35 mm
5.7 kg
18 V, 99 Wh, Li-HD

제품품번
무선 크로스 컷팅 시스템 KSS 50 18M bl PURE (퓨어)
무선 크로스 컷팅 시스템 KSS 50 18M bl MAXI (맥스)

919302
919301

제품구성
1개 TCT 톱날

092480

168 x 1,2/1,8 x 20 mm, 32 개 톱니, WZ, 목재 미세절단
2개 배터리 18 M 99 18V, 99Wh, Li-HD

094438

(919301 만 해당)
1개 배터리 충전기 APS 18M (919301 만 해당)

094453

1개 가이드트랙 400

204010

1개 육각렌치 5 mm

093034

1개 집진백

206921

KSS 50 18M bl 은 타사의 동급
머신에 비하여 무게가 작기 때문에
야외 작업현장에 이상적인 만능
제품입니다.
혁신적인 고전류 18 V Li-HD
배터리 기술은 높은 내구성과
많은전력을 제공합니다.

가이드 트랙에 표기된
큰 눈금으로 인해 각도 조정이
매우 정확합니다.

가이드트랙 밑면의
조절식 스톱파츠를사용하면
트랙의 각도를 + 60 ° ~-60 °
각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S 50 cc는 광범위한
앵글스케일 덕분에
마이터 컷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악세사리
제품설명
가이드 레일
F 80, 800 mm
F 110, 1100 mm
F 160, 1600 mm
F 210, 2100 mm
F 310, 3100 mm

주문번호
204380
204381
204365
204382
204383

가이드 레일 커넥터 F-VS
2개의 가이드레일 연결용 커넥터

204363

앵글 펜스 F-WA
가이드 레일에 연결하여
각도절단 시 45° - 60° 각도로
자유자제로 설정이 가능.

205357

가이드 포켓 F160
가이드레일 가방 1.6m 용

204626

가이드 포켓 세트 #1
204805
2 개 가이드레일 F160(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가이드 포켓 세트 #2
1 개 가이드레일 F80(800mm)
1 개 가이드레일 F160 (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1 개 앵글펜스 F-WA

204749

제품설명

주문번호

가이드 트랙 770
204378
최대 틸트 범위 770mm.
*크로스 컷팅 시 빠르고 정확한 절단
*반복작업을 위한 스마트 스토퍼
*자동복귀 기능으로 0점으로 복귀
*거스러미 방지를 위한 스프린터가드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로 소재 및 머신보호
206825
평행 가이드 펜스 K 55-PA
양방향으로 부탁이 가능하며
가이드레일이 없을시 가이드펜스 사용하여
소재를따라 평행으로 절단 가능.
언더그립 스톱 MF-UA
톱날과 최단으로 설정되는 펜스로
매우좁은 폭 설정이 가능
홈파기 작업에 주로사용.

206073

TCT 톱날 - 립 컷
168 x 1.2 / 1.8 x 20 mm
16 개 톱니, WZ, 목재 세로절단 용.

092476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78
TCT 톱날 - 유니버셜 톱날
168 x 1.2 / 1.8 x 20 mm
24 개 톱니, WZ, 합판 및 연목절단용.

WZ 상향 경사

가이드레일 엔드켑
가이드레일의 끝에 있는 프로텍터
이물질 및 전선걸림방지.

205400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 F-HP 6.8M
6.8m 길이로 가이드레일 밑면과
작업소재가 닿는 면의 미끄럼을 방지.

204376

스플린트 가드 F-SS
3.4m 길이로 가이드레일 사용시
작업소재의 찢김을 방지.

204375

WZ 상향 경사

퀵 레버 클램프 F-SZ
최대 180mm 두께의 소재에
가이드 레일을 고정 할 수 있습니다.

207770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배터리18M 99
18 V, 99 Wh, 고용량 Li-HD

094438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80
TCT 톱날
168 x 1,2/1,8 x 20 mm
32 개 톱니, WZ, 소프트 및 하드우드 절단용

092482
TCT 톱날
168 x 1,2/1,8 x 20 mm,
56 개 톱니, WZ, 소프트 및 하드우드 미세절단용.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배터리 충전기
APS 18M

094453

집진백
집진기가 사용 불가능한
작업장소 에서 사용가능한
집진백 입니다.

206921

크로스 컷팅 시스템

KSS 60 cc
독특한 각도변경 시스템 덕분에
항상 0 ° ~ 45 °의 각도 범위에서
47mm (레일 포함)의 절삭 깊이를
절단할수 있습니다.

퀵 릴리스 캐치 방식으로 손쉽게 기계를 레일에서 분리할수 있습니다.
레일을 분리하더라도 MAFELL KSS 시리즈의
모든 기능을 갖춘 별도의 휴대용 원형톱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고무로처리된 가이드레일 밑면은
기계를 재료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소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제품특징

기술자료

• CUprex 고성능 모터를 사용 높은 안정성 강력한 토크를 자랑.
• FLIPPKEIL은 소재 절단시 최적의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자 안전을 제공.
• 특별한 장치 없이 정확한 각도로 마이터 및 베벨컷 가능.

가이드 트랙 0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45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미장착 0 ° 절삭 깊이
가이드 트랙 미장착 45° 절삭 깊이
각도 범위
절단 길이
가이드 트랙 각도범위
무부하 속도
소비 전력
집진기 연결Ø
레일 포함 무게
범용 모터

응용분야
•스마트 가이드레일을 적용하여 별다른 마킹없이 빠르고 정확한 컷팅이 가능합니다.
•크로스&마이터&베벨&립 컷이 모두 가능합니다.
•호환 가능한 재료로는 보드, 문, 조리대, 파케이 마루바닥 및 라미네이트 바닥,
단단한 나무등 다양한 소재 절단이 가능합니다.

제품설명
MAFELL의 새롭고 강력한 KSS 60 cc 톱은 가이드 레일에서 최대 60mm
까지 절단이 가능하며, 절단 후 톱은 자동으로 가이드 레일 원래 위치로
후퇴하며 최대 절단 길이는 408 mm입니다.
성능 최적화 디지털 전자장치와 새로 개발된 제어기술을 갖춘
고성능 모터 CUprex 는 다양한 재료와 용도에 따라 모터속도가
무한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라이빙 나이프를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FLIPPKEIL은 소재 절단시 최적의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자 안전을 제공합니다.

KSS 60 cc
52mm
42mm
58 mm
48mm
0-45 °
408 mm
-60 °-+ 60 °
2700 - 4700 1/min
1800W
35 mm
6.1 kg
220V / 60Hz

제품품번
크로스 컷팅 시스템 KSS 60 cc
크로스 컷팅 시스템 KSS 60 cc (금속케이스)

919101
919102

제품구성
1개 TCT 톱날
185 x 1.4 / 2.4 x 20 mm, 32 개 톱니, 목재 미세절단

092489

1개 평행 가이드펜스 K55-PA

206825

1개 가이드 트랙 400

204010

1개 육각 렌치 5 mm

093034

1개 연결 케이블 4m

087323

모든것을 위한 시스템
KSS 60 cc는 마펠특유의
가이드 트랙이 기본 재공되어
다양한 작업환경에서도
완벽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이드 트랙에 표기된
큰 눈금으로 인해 각도 조정이
매우 정확합니다.

가이드트랙 밑면의
조절식 스톱파츠를사용하면
트랙의 각도를 + 60 ° ~-60 °
각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S 60 cc는 광범위한
앵글스케일 덕분에
마이터 컷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악세사리
제품설명

주문번호

가이드 레일
F 80, 800 mm
F 110, 1100 mm
F 160, 1600 mm
F 210, 2100 mm
F 310, 3100 mm

204380
204381
204365
204382
204383

가이드 레일 커넥터 F-VS
2개의 가이드레일을
연결할시 사용하는 커넥터.

204363

앵글 펜스 F-WA
가이드 레일에 연결하여
각도절단 시 45° - 60° 각도로
자유자제로 설정이 가능.

205357

제품설명

206073
언더그립 스톱 MF-UA
톱날과 보다좁은 간격으로 머신을 사용 가능
홈파기 작업에 주로사용.

TCT 톱날
185 x 1.4 / 2.4 x 20 mm
16 개 톱니, WZ, 목재 세로절단용.

204770
진공흡입 가이드레일
에어로 픽스 F-AF 1 (1.3m)
가이드 레일에 집진기를 연결하여
레일 위 또는 아래에 진공을만들어
작업물과 닿는 레일면에 강력한 흡착을 형성.
플렉시블 호스 최대 3.2m 길이
에어로 픽스 F-AF 사용시
기존의 호스길이 보다
긴호스가 필요한경우 사용.

205276

가이드 포켓 F160
가이드레일 가방 1.6m 용

204626

가이드 포켓 세트 #1
204805
2 개 가이드레일 F160(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가이드 포켓 세트 #2
1 개 가이드레일 F80(800mm)
1 개 가이드레일 F160 (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204749

가이드레일 엔드켑
가이드레일의 끝에 있는 프로텍터
이물질 및 전선걸림방지.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 F-HP 6.8M
6.8m 길이로 가이드레일 밑면과
작업소재가 닿는 면의 미끄럼을 방지.

205400

스플린트 가드 F-SS
3.4m 길이로 가이드레일 사용시
작업소재의 찢김을 방지.

204375

퀵 레버 클램프 F-SZ
최대 180mm 두께의 소재에
가이드 레일을 고정 할 수 있습니다.

207770

주문번호

가이드 트랙 770
204378
최대 틸트 범위 770mm.
*크로스 컷팅 시 빠르고 정확한 절단
*반복작업을 위한 스마트 스토퍼
*자동복귀 기능으로 0점으로 복귀
*거스러미 방지를 위한 스프린터가드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로 소재 및 머신보호

092485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TCT 톱날 - 유니버셜 톱날
185 x 1.4 / 2.4 x 20 mm
24 개 톱니, WZ, 모든 목재에 적합.

092487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89
TCT 톱날
185 x 1.4 / 2.4 x 20 mm
32 개 톱니, WZ, 소프트 및 하드우드 절단용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204376

TCT 톱날
092491
185 x 1.4 / 2.4 x 20 mm
56 개 톱니, WZ, 소프트 및 하드우드 미세절단용.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집진백
집진기가 사용 불가능한
작업장소 에서 사용가능한
집진백 입니다.

206921

플런지 쏘

MT 55 cc
마펠만의 최신모터 CUprex 모터가 장착 된 MT 55 cc는
훨씬 높은 속도와 충분한 구동 파워를 제공합니다.
MT55 cc 는 원터치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한번의 클릭으로 3.0 mm로
절단이 가능 합니다.
절삭 깊이는 밀리미터 정밀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삭깊이는 레일 유무에 따라
절삭깊이 표시기를 해당 눈금에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MT 55 cc의 비스듬한 각도 컷 을 위해
각도조정은 하나의 클램핑 나사로 한번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펠특유의 마그네슘 소재의 하우징과
스플린터 가드는 매우낮은 수준의 먼지를 보장합니다.

제품특징
• 원터치 스코어링 절단기능 (3mm 예비 컷), 고속 및 미세조정을 통한 정밀성 향상.
• 타사의 가이드레일 사용가능. (보쉬, 페스툴)
•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톱날 교체방식 (하우징 오픈방식).
• 강력한 CUprex 모터를 장착, 강력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응용분야
•밀폐된 하우징으로 최소의 먼지를 보장.
• -1 ~ + 48 ° 까지 조정 가능한 언더컷 기능.
• 톱날 및 재단선의 시야를 확보할수있는 투명 가이드창.
• 별도의 도구없이 가이드 레일에서 유격조정 가능.
• 와이어 형식의 고정방식으로 한번의 각도 조정으로 각도설정.

기술자료
절삭 깊이
45 ° 절삭 깊이
각도 범위
무부하 속도
소비 전력
집진기 연결Ø
무게
범용 모터

MT 55 cc
0 - 57 mm
0 - 40.5 mm
- 1 - 48 °
3600 - 6250 1/min
1400 W
35 mm
4.5 kg
220V / 60Hz

제품품번
플런지 쏘 MT 55 cc 미디맥스 in T-MAX
플런지 쏘 MT 55 cc 미디맥스 in T-MAX
+ 가이드레일 F 160

917602
917613

제품설명

플런지 쏘 MT 55 cc 맥시맥스 in T-MAX
플런지 쏘 MT 55 cc 맥시맥스 in T-MAX
+ 가이드레일 F 160

917603
917614

MT55 cc 는 고정식 기계처럼 깨끗하고 완벽한 절단면을 보이며
다양한 재료와 마펠이 제공하는 다양한 작업을 위한 톱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속도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제품구성

최대 57mm 의 절삭깊이 (가이드레일 제외) 가 가능하며,
혁신적인 스위블 (각도 설정) 사스템 덕분에 사실상 베벨컷에는
조금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마펠만의 흡입 고정 시스템 Aerofix F-AF 1이 장착한
MT 55 cc는 고정 클램프를 사용할수없는 바닥이나 벽면에서
완벽한 절단과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1개 TCT 톱날 162 x 1.2 / 1.8 x 20 mm
48 개 톱니, WZ, 보드재료에 범용 사용

092584

1개 위치 표시기 MT-PA (MaxiMAX 만 해당)

205398

1개 평행가이드 펜스 (MaxiMAX 만 해당)

203214

1개 육각 렌치 5 mm

093034

1개 연결 케이블 4m

087323

MT 55 cc 는 타사의 가이드 레일
시스템 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ex. 보쉬, 페스툴)

세계에서 가장 쉽고 빠른 톱날 교환
케이스 오픈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하우징 케이스를 열기만하면
됩니다. 하우징을 열고 블레이드를
즉시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레일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절삭깊이는 절삭깊이 표시기를
맞추면 간단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MT 55 cc 는 독일 120년
축전된 기술로 동급의 휴대용
원형톱중 가장 편리하며 완벽한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Sonderzubehör/Werkzeuge
악세사리
제품설명

주문번호

가이드 레일
F 80, 800 mm
F 110, 1100 mm
F 160, 1600 mm
F 210, 2100 mm
F 310, 3100 mm

204380
204381
204365
204382
204383

가이드 레일 커넥터 F-VS
2개의 가이드레일을
연결할시 사용하는 커넥터.

204363

앵글 펜스 F-WA
가이드 레일에 연결하여
각도절단 시 45° - 60° 각도로
자유자제로 설정이 가능.

205357

제품설명

킥백 스토퍼 F-RS
202867
가이드 레일에서 기계가 뒤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
전방 및 후방 스톱지점에 부착.
203214
평행 가이드 펜스
양방향으로 장착이 가능하며
가이드레일이 없을시 가이드펜스 사용하여
소재를 따라 평행으로 절단 가능.
206073
언더그립 스톱 MF-UA
톱날에서 보다 좁은 간격에서 머신을 사용 가능
홈파기 작업에 주로사용.

TCT 톱날 - 립 컷

204770
진공흡입 가이드레일
에어로 픽스 F-AF 1 (1.3m)
가이드 레일에 집진기를 연결하여
레일 위 또는 아래에 진공을만들어
작업물과 닿는 레일면에 강력한 흡착을 형성.
플렉시블 호스 최대 3.2m 길이
에어로 픽스 F-AF 사용시
기존의 호스길이 보다
긴호스가 필요한경우 사용.

205276

가이드 포켓 F160
가이드레일 가방 1.6m 용

204626

TCT 톱날

204749

가이드레일 엔드 캡 ( 2개 )
가이드레일의 끝에 있는 프로텍터
이물질 및 전선걸림방지.

205400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 F-HP 6.8M
6.8m 길이로 가이드레일 밑면과
작업소재가 닿는 면의 미끄럼을 방지.

204376

스플린트 가드 F-SS
3.4m 길이로 가이드레일 사용시
작업소재의 찢김을 방지.

204375

퀵 레버 클램프 F-SZ
최대 180mm 두께의 소재에
가이드 레일을 고정 가능.

207770

092533

160 x 1.2 / 1.8 x 20 mm
24 개 톱니, WZ, 모든목재 절단용

092552

160 x 1.2 / 1.8 x 20 mm
32 개 톱니, WZ, 모든목재 미세절단 용
TCT 톱날

가이드 포켓 세트 #2
1 개 가이드레일 F80 (800mm)
1 개 가이드레일 F160 (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1 개 앵글 펜스 F-WA

092539

160 x 1.2 / 1.8 x 20 mm
16 개 톱니, WZ, 목재 켜기용

TCT 톱날

가이드 포켓 세트 #1
204805
2 개 가이드레일 F160 (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주문번호

092584

162 x 1.2 / 1.8 x 20 mm
48 개 톱니, WZ, 모든 판넬 재료 절단용

TCT 톱날

092569

160 x 1.8 / 2.0 x 20mm
48 개 톱니, FT / TR 멜라민 레진 판넬용
TCT 톱날
092553
160 x 1.2 / 1.8 x 20 mm
56 개 톱니, FZ / TR, 목재 미세절단용

205398
위치표시기 MT-PA
10, 12.5, 25, 50mm 위치에 톱날이
들어오고 나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가능.

다이아몬드 톱날
160 x 2.4 / 3.0 x 20 mm
4 개 톱니, FZ / TR, 시멘트 재료용

092474

집진 백
집진기가 사용 불가능한
작업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집진백 입니다.

206921

무선 플런지 쏘

MT 55 18M bl
새로운 CUprex 모터가 장착 된 MT 55 cc는
훨씬 높은 엔진속도와 충분한 파워를 제공합니다.
MT55 cc 는 원터치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한번의 클릭으로 2.5mm로
절단이 가능 합니다.
절삭 깊이는 밀리미터 정밀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삭깊이는 레일 유무에 관계없이
절삭깊이 표시기를 돌리면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MT 55 18M bl 의 각도조정은
하나의 클램핑 나사로 한번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펠특유의 마그네슘 소제의 하우징과
스플린터 가드는 매우낮은 수준의 먼지를 보장합니다.

제품특징
• 원터치 스코어링 절단기능 (3mm 예비 컷), 고속 및 미세조정을 통한 정밀성 향상.
• 타사의 가이드레일 사용가능. (보쉬, 페스툴)
•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톱날 교체방식 (하우징 오픈방식).
• 18V 리튬 이온 HD 배터리 가술로 장시간 사용가능.

응용분야
•밀폐된 하우징으로 최소의 먼지를 보장.
• -1 ~ + 48 ° 까지 조정 가능한 언더컷 기능.
• 톱날 및 재단선의 시야를 확보할수있는 투명 가이드창.
• 별도의 도구없이 가이드 레일에서 유격조정 가능.
• 와이어 형식의 고정방식으로 한번의 각도 조정으로 각도설정.

기술자료
절삭 깊이
45 ° 절삭 깊이
각도 범위
무부하 속도
집진기 연결Ø
무게
배터리

MT 55 18M bl
0 - 57 mm
0 - 40.5 mm
- 1 - 48 °
4850 1/min
35 mm
4.5 kg
18 V, 99 Wh, Li-HD

제품품번
무선 플런지 쏘 MT 55 18M bl 퓨어 im T-MAX

918802

무선 플런지 쏘 MT 55 18M bl 맥스 im T-MAX

918801

제품설명
MT55 18M bl 은 고정식 기계처럼 깨끗하고 완벽한 절단면을 보이며
다양한 재료와 마펠이 제공하는 다양한 작업을위한 톱날을 위하여
무단 속도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57mm 의 절삭깊이 (가이드레일 제외) 가 가능하며,
혁신적인 스위블 (각도 설정) 사스템 덕분에 사실상 베벨컷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마펠만의 흡입 고정 시스템 Aerofix F-AF 1이 장착된
MT 55 18M bl 은 완벽한 절단과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제품구성
1개 TCT 톱날 162 x 1.2 / 1.8 x 20 mm
48 개 톱니, WZ, 보드재료에 보편적으로 사용

092584

2개 충전식 배터리 18M 99,18V, 99Wh, Li-HD
(918801 만 해당)

094438

1개 배터리 충전기 APS 18M
(918801 만 해당)

094453

1개 위치 표시기 MT-PA

205398

1개 평행가이드 펜스

203214

1개 육각 렌치 5 mm

093034

1개 집진백

206921

강력한 18 HD 리튬이온 배터리는
자체 고성능 프로세서로 제어되며
충전상태 및 온도와같은 모든
관련사항을 손쉽게 모니터링
할수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톱날 교환 :
케이스 오픈 릴리스버튼을 누르고
하우징 케이스를 열기만하면
됩니다. 하우징을 열고 블레이드를
즉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레일 유무에 관계없이 절삭깊이는
절삭깊이 표시기를 돌리면 간단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MT 55 cc 는 동급의 휴대용
원형톱중 가장 편리하며 완벽한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악세사리
제품설명
가이드 레일
F 80, 800 mm
F 110, 1100 mm
F 160, 1600 mm
F 210, 2100 mm
F 310, 3100 mm

주문번호

제품설명

202867
킥백 스토퍼 F-RS
가이드 레일에서 기계가 뒤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
전방 및 후방 스톱지점에 부착 합니다.

204380
204381
204365
204382
204383

가이드 레일 커넥터 F-VS
2개의 가이드레일을
연결할시 사용하는 커넥터.

204363

앵글 펜스 F-WA
가이드 레일에 연결하여
각도절단 시 45° - 60° 각도로
자유자제로 설정이 가능.

205357

203214
평행 가이드 펜스
양방향으로 부탁이 가능하며
가이드레일이 없을시 가이드펜스 사용하여
소재를따라 평행으로 절단 가능.

204770
진공흡입 가이드레일
에어로 픽스 F-AF 1 (1.3m)
가이드 레일에 집진기를 연결하여
레일 위 또는 아래에 진공을만들어
작업물과 닿는 레일면에 강력한 흡착을 형성.
플렉시블 호스 최대 3.2m 길이
에어로 픽스 F-AF 사용시
기존의 호스길이 보다
긴호스가 필요한경우 사용.

205276

가이드 포켓 F160
가이드레일 가방 1.6m 용

204626

배터리18M 99
18 V, 99 Wh, 고용량 Li-HD

094438

배터리 충전기
APS 18M

094453

TCT 톱날 - 립 컷

092539

160 x 1.2 / 1.8 x 20 mm
16 개 톱니, WZ, 목재 세로절단 용
TCT 톱날

204749

가이드레일 엔드켑
가이드레일의 끝에 있는 프로텍터
이물질 및 전선걸림방지.

205400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 F-HP 6.8M
6.8m 길이로 가이드레일 밑면과
작업소재가 닿는 면의 미끄럼을 방지.

204376

스플린트 가드 F-SS
3.4m 길이로 가이드레일 사용시
작업소재의 찢김을 방지.

204375

퀵 레버 클램프 F-SZ
최대 180mm 두께의 소재에
가이드 레일을 고정 할 수 있습니다.

207770

TCT 톱날

092552

160 x 1.2 / 1.8 x 20 mm
32 개 톱니, WZ, 모든목재 미세절단 용
TCT 톱날

092584

162 x 1.2 / 1.8 x 20 mm
48 개 톱니, WZ, 모든 패널재료 절단 용

TCT 톱날

위치표시기 MT-PA
10, 12.5, 25, 50mm 위치에 톱날이
들어오고 나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092533

160 x 1.2 / 1.8 x 20 mm
24 개 톱니, WZ, 모든목재 절단 용

204805
가이드 포켓 세트 #1
2 개 가이드레일 F160(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가이드 포켓 세트 #2
1 개 가이드레일 F80(800mm)
1 개 가이드레일 F160 (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주문번호

092569

160 x 1.8 / 2.0 x 20mm
56 개 톱니, FT / TZ 목재 미세절단 용.
TCT 톱날
092553
160 x 1.2 / 1.8 x 20 mm
48 개 톱니, FZ / TZ, 멜라민수지 패널 용.
다이아몬드 톱날
160 x 2.4 / 3.0 x 20 mm
4 개 톱니, FZ / TR, 시멘트재료 용

*

092474

풀 - 푸쉬 테이블 쏘

ERIKA 70 Ec
도브테일 프로파일 형식으로 사용자가 악세사리
장착을 할 시 간평하고 안정적으로 장착 및 분해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먼지흡입기술은
절단작업시 먼지가 훨씬 적습니다.

소재에 따라 조정 가능한 속도조절기
-목재,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등
전원 OFF (차단)후 잔여전력에 대한
전압 강하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품특징
• 강력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CUprex 모터를(2250W) 사용하여
다양한 소재 컷팅 가능.
• 간단한 각도설정 기능 : 주요 컷팅 각도를 아주 손 쉽게 조정.
• 72mm 컷팅 깊이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실내 또는 야외에서도 간단하게 수평을 잡을수있는 원터치 수평조절.

응용분야
•립 컷팅에서 크로스 컷팅으로 신속하게 전환가능.
• 베벨 컷팅 최대 48 ° 까지 가능.
• 32 kg 의 라이트한 무게 와 바퀴 휠이 있어 이동 및 보관이 간편.
• 소재에 따른 속조조절기능
(하드 우드, 보드 재료, 쪽모이 세공 및 라미네이트, 알루미늄 프로파일, 플라스틱) .

제품설명

기술자료
절삭 높이 90 °
절단 높이 45 °
회전 범위
절단 길이
작업대 탁상
작업대 다리 미사용 높이
작업대 다리 사용한 높이
무 부하 속도
소비 전력
집진기 연결 Ø
무게
범용 모터

ERIKA 70 Ec
0 - 72 mm
0 - 50 mm
- 3 - 48 °
340 mm
525 x 818 mm
415 mm
890 mm
2100-4200 1 / min
2250 W
58 mm
32 kg
220 V / 60 Hz

제품품번
테이블 쏘 ERIKA 70 Ec

972001

MAFELL의 ERIKA 70 Ec 는 테이블 쏘 중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액세서리를 갖춘
가장 가볍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테이블 쏘 입니다!
퀵 스탠드 기능은 ERIKA를 몇 초 안에 4 개의 견고한 알루미늄 다리가 있는 테이블
형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의 보호용 고무 마개는 미끄러 지는것을 방지합니다.
고유한 먼지흡입 디자인은 컷팅시 나오는 먼지를 안전하게 뒤로 추출합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먼지흡입 장치 (집진기) 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시 깨끗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ERIKA는 최고의 테이블 쏘 라는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설계된 디자인과 사용자 위주의 전자 제어 장치 E-컨트롤러는
목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같은 다른 재료도
가공 할 수 있습니다.

ERIKA 70 Ec 은 매우 안정적인 테이블 프로파일과
-3 ° ~ 48 ° 의 스위블 범위 및 더 낮은 리빙 나이프로 작업자의 안전과
최상의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제품구성
1개 TCT 톱날
225 x 1.8 / 2.5 x 30 mm
32 개 톱니, WZ, 목재에 보편적으로 사용.

092584

1개 앵글 스토퍼
각도 작업 시 부재 고정용 스토퍼.

201611

1개 푸시 스틱
컷팅 시 소재를 미는 용도로 사용

034901

1개 노즐 2개가 있는 집진 호스

093670

1개 육각 렌치 6mm

093081

풀 - 푸쉬 테이블 쏘

ERIKA 85 Ec
도브테일 프로파일 형식으로
악세사리 장착이 아주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장착 및 분해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먼지흡입기술은
절단작업시 먼지가 훨씬 적습니다.

소재에 따라 조정 가능한 속도조절
-목재,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등

제품특징
• 강력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CUprex 모터를(2500W) 사용하여
다양한 소재 컷팅 가능.
• 간단한 각도설정 기능 : 주요 컷팅 각도를 아주 손 쉽게 조정.
• 85mm 컷팅 깊이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실내 또는 야외에서도 간단하게 수평을 잡을수있는 원터치 수평조절.
• 다기능 스토퍼 MFA 포함.

응용분야
•립 컷팅에서 크로스 컷팅으로 신속하게 전환가능.
• 베벨 컷팅 최대 48 ° 까지 가능.
• 소재에 따른 속조조절기능
(하드 우드, 보드 재료, 쪽모이 세공 및 라미네이트, 알루미늄 프로파일, 플라스틱) .

제품설명

전원 OFF (차단)후 잔여전력에 대한
전압 강하 스위치가 있습니다.

기술자료
절삭 높이 90 °
절단 높이 45 °
회전 범위
절단 길이
작업대 탁상
작업대 다리 미사용 높이
작업대 다리 사용한 높이
무 부하 속도
소비 전력
집진기 연결 Ø
무게
범용 모터

ERIKA 85 Ec
0 - 85 mm
0 - 60 mm
- 3 - 48 °
430 mm
525 x 915 mm
415 mm
890 mm
1900 - 3800 1 / min
2500 W
58 mm
34.6 kg
220 V / 60 Hz

제품품번
테이블 쏘 ERIKA 85 Ec

971901

MAFELL의 ERIKA 85 Ec 는 테이블 쏘 중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액세서리를 갖춘
가장 가볍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테이블 쏘 입니다!
퀵 스탠드 기능은 ERIKA를 몇 초 안에 4 개의 견고한 알루미늄 다리가 있는 테이블
형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의 보호용 고무 마개는 미끄러 지는것을 방지합니다.
고유한 먼지흡입 디자인은 컷팅시 나오는 먼지를 안전하게 뒤로 추출합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먼지흡입 장치 (집진기) 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시 깨끗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ERIKA는 최고의 테이블 쏘 라는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설계된 디자인과 사용자 위주의 전자 제어 장치 E-컨트롤러는
목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같은 다른 재료도
가공 할 수 있습니다.

ERIKA 85Ec 은 매우 안정적인 테이블 프로파일과
-3 ° ~ 48 ° 의 스위블 범위 및 더 낮은 리빙 나이프로 작업자의 안전과
최상의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제품구성
1개 TCT 톱날
250 x 1.8 / 2.8 x 30mm
40 개 톱니, WZ, 목재에 보편적으로 사용.

092465

1개 이동식 휠

202889

1개 다기능 앵글 스토퍼 MFA
각도 작업 시 부재 고정용 스토퍼 펜스를 조정하지 않고도
완벽한 90 ° 조인트를 신속하게 생성.

092465

1개 푸시 스틱
컷팅 시 소재를 미는 용도로 사용

034901

1개 노즐 2개가 있는 집진 호스

093670

1개 육각 렌치 6mm

093081

특수 액세서리 / 도구

ERIKA 70 Ec / ERIKA 85 Ec
7
9
8

4

5

13

3

6

10
11

2
12

1

악세사리
제품설명

주문번호

1

앵글 스토퍼
각도 작업 시 부재 고정용 스토퍼.

201611

2

멀티 기능 스토퍼 MFA
펜스를 조정하지 않고도
완벽한 90 ° 조인트를 신속하게 생성.

207980

슬라이딩 테이블
최대 절단 거리 905mm

038563

3

4

038392
펜스 스토퍼
눈금자가 표시되어있는 펜스 스토퍼
1000mm 길이 소재 낙하방지 스토퍼 포함.

5

6

확장용 펜스 연결장치
여러 개의 펜스 확장을 확장 하거나
펜스를 더 길게하기 위해사용
클램핑 너트 2 개와 나비 나사 2 개 포함.

038393

제품설명

주문번호

7

텔레스코픽 로드 (확장 바)
038309
긴 사이즈의 소재를 작업 시 텔레스코픽 로드를
사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절단 길이는 최대 905mm입니다.

8

고정용 스토퍼
038306
소재를 펜스 확장대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

9

클램핑 피스
펜스 확장대를 에리카 본체에
고정하기위한 용도.

10

확장 정반
ERIKA 70 Ec
ERIKA 85 Ec
테이블 면적보다 넓거나 긴 소재의
안정적인 작업 가능.
* 정반 이용 시 확장정반 연결대 2개 필요

038294

202893
203389

038686*

악세사리
제품설명
11

주문번호

확장정반 연결대

038686

확장정반 사용 시 사용되어지는 연결대.
길이 1000mm
(눈금 자 표시 있음)

12

13

제품설명

TCT 톱날 (ERIKA 70 Ec)
225 x 1.8 / 2.5 x 30 mm
32 개 톱니, WZ, 목재 범용사용.

주문번호

092460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이동식 휠
머신에 장착하는 이동식 바퀴.

202889

092462
TCT 톱날 (ERIKA 70 Ec)
225 x 1.8 / 2.5 x 30 mm
48 개 톱니, WZ, 목재 정밀절단 용.
WZ 상향 경사

분진 수거 집진박스
스타터 세트
(연결 악세사리 포함)

203402

분진 수거 집진박스
스타터 세트 5개
(연결 악세사리 미 포함)

203575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64
TCT 톱날 (ERIKA 70 Ec)
225 X 1.8 / 2.5 X 30mm
68 개 톱니, FZ / TR, 플라스틱, 알루미늄 프로파일 용.

FZ / TR 사다리꼴 / 플랫
사다리꼴 모양의 톱날과 플렛한 타입의 톱날이 교차배열
경질 플라스틱 및 단단한 표면을 가진 모재 컷팅용 블레이드

TCT 톱날 (ERIKA 85 Ec)
250 x 1,8/2,8 x 30 mm
24 개 톱니, WZ 목재 세로절단 용.

092472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TCT 톱날 (ERIKA 85 Ec)
250 x 1,8/2,8 x 30 mm
40 개 톱니, WZ, 목재 범용사용.

092465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66
TCT 톱날 (ERIKA 85 Ec)
250 x 1.8 / 2.5 x 30 mm
60 개 톱니, WZ, 목재 정밀절단 용.

WZ 상향 경사
좌측 및 우측 상향 모양으로
경사진 톱날 교차 배열
092467
TCT 톱날 (ERIKA 70 Ec)
255 X 1.8 / 2.5 X 30mm
68 개 톱니, FZ / TR, 플라스틱, 알루미늄 프로파일 용.

듀얼 도웰 조이너

DDF 40

NEW

DDF 40 은 영점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식 6중 두께조정 스톱이 있어
높이가 다른 재료의 두께 조정을
매우 짧은 시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 핸들
전면에 성형그립이 있고 후면에 둥근 손잡이가있는
인체 공학적 모터 하우징은 작업에 상관없이
작업자에게 완벽한 고정력을 제공하면서
장비에 이상적인 힘을 전달합니다.

스프링 타입 스토퍼 핀
베이스 플레이트에 2 개의 스프링 식 스토퍼가 있어
사용자는 작업 가장자리에서 15,5mm의 거리에서
도웰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측정이나 마킹없이 반복적인 드릴링 작업이 간단히 가능합니다.

드릴링 깊이, 재료 두께,각도 설정
이 모든 설정을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품특징

기술자료

• 인체공학적 설계로 손쉽고 정확한 작업 가능.
• 스프링식 스토퍼 탑재로 마킹없이 간편하고 정밀한 타공.
• 표준 원형 목재 도웰 ( 목심 ) 사용 - 비용 감소효과.
• 서포트 브라켓을 제공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반복작업 가능.

드릴링 깊이
드릴 간격
틸트 범위
최대 공구 직경
최소 공구 직경
척 직경
무부하 속도
무게
소비 전력
범용 모터

응용분야
•집성작업 및 하드웨어 드릴링 - 반복 드릴링 작업이 매우 용이.
•작업장과 현장에서 뼈대 및 계단공사에 이상적.
•단단한 목재 및 보드 등 일반적인 가구 및 건축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재료.
•드릴링 비트는 5 - 16 mm로서 매우 다양한 사이즈 장착가능.

DD F 40
0 - 40mm
32mm
0 - 90 °
12.2mm
3 mm
8 mm
8000 rpm
2,8 kg
900 W
220V / 60Hz

제품품번
제품설명
DDF 40은 MAFELL의 또다른 미래 지향적 혁신머신 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응용분야, 인체공학적 디자인, 손쉬운 작업을위한 넓은 베이스 플레이트
및 절대적으로 정렬되고 안정적인 조인트가 포함됩니다.

듀얼 도웰 조이너 DDF 40 Midi MAX

918601

듀얼 도웰 조이너 DDF 40 Maxi MAX

918602

제품구성
2개 6mm 초경 드릴 비트

MIDI

MAXI

주문번호
090096

DDF 40은 코너 조인트, 파티션 또는 홀 열을 생성할 때 고정식 기계의 정밀도 뿐만
2개 8mm 초경 드릴 비트
아니라 표준 목재 도웰과 관련된 비용절감 효과도 제공합니다.
또한, 다웰을 쌍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건식 조립 단계에서 탁월한 안정성을 달성합니다. 1박스 목재 원형도웰 (목심), 6 x 30 mm, 350 개

090097

1박스 목재 원형도웰 (목심), 8 x 30 mm, 200 개

802010

스마트 액세서리는 DDF 40을 편리한 다목적 기계로 만듭니다.
SA 320 사이드 펜스 및 LA 도웰 핀 인서트 스토퍼 템플릿을 사용하면
작업물에 마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802000

1개 추가 보조 플레이트 ZA
1개 추가 핀 스토퍼 세트 ZAG
1개 집진기 호스 커넥터
1개 사이드 스토퍼 세트 SA 320

206490

1개 트림 스토퍼 LA

206491

1개 글루 보관용기 & 8 mm 노즐
2개 미끄럼 방지 매트

095063

드릴링 깊이 조정
1과 2인 두개의 깊이 셋팅 레버는
드릴링 깊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식 노브는 1 & 2 & 드릴비트
교환 이렇게 3가지로 조정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켜기 / 끄기
스위치를 잠급니다.

스토퍼 / 펜스 용 소켓
ZAG 또는 SA 320과 같은
다양한 보조 스토퍼 / 펜스를
장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소켓이 베이스 플레이트 및
틸팅 펜스에 제공됩니다.

투명한 가이드 라인 창
바닥판쪽 일부분은 투명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작업물에 해놓은 표시에 맞춰
손쉽게 작업을 할수있습니다.

틸팅 펜스 높이 조절
회전식 노브와 스케일을 사용하면
틸팅 펜스의 높이를 62mm까지
정확하게 재배치 할수 있습니다.
원형 높이조절 다이얼을 통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치수를
사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악세사리
제품설명

주문번호

MAFELL- 듀얼 도웰 비트

Ø 3 mm
Ø 5 mm
Ø 6 mm
Ø 6.1 mm
Ø 8 mm
Ø 8.1 mm
Ø 8.2 mm
Ø 10 mm
Ø 10.1 mm
Ø 10.2 mm
Ø 12 mm
Ø 12.2 mm

090083
090089
090096
090120
090097
090122
090123
090098
090124
090125
090099
090127

6 x 30 mm, 6 x 350 개

802000

8 x 30 mm, 6 x 200 개

802010

8 x 40 mm, 6 x 120 개

802011

10 x 40 mm, 6 x 100 개

802020

10 x 60 mm, 6 x 50 개

802021

12 x 60 mm, 6 x 40 개

802030

16 x 75 mm, 6 x 30 개

802040

미끄럼 방지 매트

095063

가이드 탬플릿
퀵 릴리즈 템플릿
800 mm

203980

퀵 릴리즈 템플릿
1600 mm

203434

클램핑 장치 개조 키트

203690

주문번호

가이드레일에서
소재 고정을 위한 스크류 클램프

093281

가이드레일에서
소재 고정을위한 스크류 클램프
(도브테일 타입)

093280

사이드 스토퍼 세트 SA 320

206490

마킹 할 필요없이
반복적으로 한 쌍의 홀을
기준점 에서 먼 거리까지
쉽게 드릴링 할 수 있습니다.
(105 ~ 320mm 범위)
트림 스토퍼 LA

MAFELL-원형 목재 도웰

맞춤 게이지

제품설명

14 ~ 48mm 의
좁은 정밀 드릴링이 가능

206491

원형 편심 샌더

EVA 150 E
인체공학적 형태의 추가 손잡이 덕분에
EVA 150 E는 모든 연삭 작업중에
양손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추가손잡이는 탈착이 가능하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거 할 수 있습니다.

EVA 150 E 샌더는 진동 흡수기가 있어
그립 영역과 모터 영역을 분리하여 작동 시 진동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합니다.

샌딩 패드는 다중 천공 (멀티 홀) 형태의 디자인으로
강력한 자체 집진기능으로 먼지가 적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마재의 소비가감소하며, 작업 결과가 개선됩니다.
EVA 150 E의 조절 가능한 모서리 보호대는
소재의 손상을 방지 할뿐만 아니라
샌딩 패드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제품특징
• 진동흡수기 장착으로 진동 자체흡수.
• 멀티 홀 디자인 적용으로 완벽한 집진 가능.
• 저속 (1) 고속 (6) 속조 조절기능 - 자동차, 목공, 요트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가능.

응용분야
• 5mm 편심 샌딩 스트로크로 초벌 부터 마무리 샌딩까지 작업가능
• 평면 부터 곡면 까지 샌딩가능.
• 재료 사용 예 : 보드 재료, 소프트&하드 우드, 페인트, 석고 필러, 표면 샌딩.

기술자료
샌딩 패드 직경
편심 직경
샌딩 시 회전속도
소비전력
집진기 연결부 직경 Ø
무게
진동 수치
범용 모터

EVA 150 E/5
Ø 150 mm
5 mm
6000 – 12000 1/min
350 W
35 mm
2.1 kg
< 2,5 m/s2
220 V / 60 Hz

제품품번
제품설명
EVA 150 E는
높은 표면제거, 깨끗한 작업환경 및 최상의 작업결과를 위한 샌더입니다.
샌딩 후 모든 유형의 목재 및 보드 재료와 페인트 제거 및 석고 필러는
우수한 표면을 갖게 됩니다.
기존의 샌더보다 20 %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눈에 띄게 표면 제거를 증가시킵니다.
동일한 표면 품질로 대상에서 최대 20 % 더 빨라져
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MAFELL의 새로운 편심 샌더는 연속 사용에 이상적입니다.
EVA 150 E의 진동 방출 값은 2.5m / s² 미만이므로
시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그립은 모든 작업위치에서 샌더를 최적으로 제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립감" 을 보장합니다.

편심 샌더 EVA 150 E / 5 T-MAX

917710

제품구성
1개 유니버설 집진 필터백 UFB-1
1개 세트 Abranet 망사 연마재 (각 1장씩)
HD P 60 / P 80 / P 100 / P 120 / P 150 / P 180 / P 240 / P 320
1개 샌딩 패드 EVA-ST-S (소프트)
1개 인터페이스 패드 EVA-SA
1개 추가 손잡이
1개 엣지 프로텍터 (모서리 보호가드)
1개 육각렌치 5 mm
1개 연결 케이블 4m

MAFELL EVA 150 E / 5 는
거친 표면의 샌딩이 매우 쉽습니다.
5mm 스트로크 와 12,000rpm의
속도 덕분입니다.

미세한 샌딩 또는 래커 샌딩의 경우
속도 조절기가 있어 rpm을
6000 rpm 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 및 인터페이스 패드를
사용하면 오목하고 볼록한 표면의
샌딩에서 최상의 작업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높 낮이를 보정하고
균일한 샌딩 결과를 보장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망사 사포 Abranet
은 약 24,000 개의 구멍이 있는
디자인 으로서 최적의 먼지 추출 및
집진을 보장합니다.

악세사리
제품설명
Abranet 망사사포
HD P 60

주문번호

093447

하드샌딩 패드
EVA-ST-H

Ø 150 mm (6인치)
1팩 20 개

고른 표면에 적합

Abranet 망사사포
벨크로타입 Ø 150 mm

소프트 샌딩 패드
EVA-ST-S

P 80, 35 개
P 100, 40 개
P 120, 40 개
P 150, 40 개
P 180, 40 개
P 240, 40 개
P 320, 40 개

093448
093449
093450
093451
093452
093453
093454

샌딩 패드를 보호하는
인터페이스 패드

093446

SAL-1

093457

유니버설 플레이트

범용 필터 백 UFB-1
1세트 5 개

205570

* Abranet 망사 연마재는 연삭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사실상 먼지가없는 연삭을 가능하게합니다.
연삭 휠의 구멍은 약 16,000 개이므로 최적의 먼지 추출이 보장됩니다.
그 결과 연삭 휠의 수명이 길어지고 작업 환경이 더 깨끗해집니다.
먼지가없는 작업 환경은 건강한 작업이 되는점 잊어서는 안됩니다.

EVA-SA Ø 150 mm

곡면을위한 인터페이스 패드

093455

093459

멀티 커터

MF 26 cc
보호용 후드를 여는 작업은 한 번의 작업으로 수행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자동 스위치 잠금 및 공구 잠금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추가 조정 나사를 사용하여
밀링 깊이를 1/10 밀리미터 정밀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일 유무에 관계없이 포인터를 돌리기만하면
정확한 깊이가 항상 밀링깊이 스케일에 표시됩니다.

추가 정밀 안전 –
MF26 옆면의 글라이더는 재료의 면을 따라서
수평을 유지하므로 기울기를 방지하고
MF 26 cc를 가이드 레일 F 에서
사용할 때 안전한 위치에 놓습니다.

91804
MF26 cc / 400

제품특징

제품품번

• CUprex 고성능 모터.
• 26mm 밀링 깊이.
• 가이드 레일 시스템 F 에서 사용 가능.
• 힌지 보호 후드를 통한 신속한 공구교환.

멀티커터 MF 26 cc GF - MAX im T-MAX

917802

멀티커터 MF 26 cc AF - MAX im T-MAX

917801

멀티커터 MF 26 cc / 400 캐링 케이스 버전

917804

제품구성

응용분야
• 세로 및 가로 절단.
• V 홈 절단.
• 석고 보드 용 접힘 및 굽힘 가능.
•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밀링 기술.
• 재료 사용 : 단단한 나무, MDF, 석고 보드, 알루미늄 복합 패널.

1개 평행 가이드 펜스

206038

1개 연결 케이블 4m

087323

<GF-MAX - 917802>
1개 목재용 유니버셜 톱날
HM 120 x 1.2 / 1.8 x 20 mm, 24 개 톱니, WZ

제품설명
MF 26 cc의 디자인은 매우 견고하고 고품질이며 정밀하게 제조 된 머신입니다.
경량 마그네슘 다이 캐스트 하우징 과 충격방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부품을
사용하여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1개 최대 15mm 밀링 깊이의 90 °
V 홈용 석고 보드 커터 MF-GF 90/15
(위치 표시기 2 개 포함)

092558

206590

<AF-MAX - 917801>
멀티커터 MF 26 cc는 가이드 레일에서 최대 26mm의 절삭 깊이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톱질에 적용되는 사항은 밀링 작업에도 적용됩니다.
가이드 레일 시스템 F 를 사용하면 정확한 밀링 정밀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6250 1 / min 까지 무한 가변속도 설정.
다양한 재료의 밀링, 톱질 및 슬롯 가공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료
밀링 깊이
무부하 속도
소비 전력
집진기 연결 Ø
무게
범용 모터

MF 26 cc
0-26 mm
3600-6250 1 / min
1400W
35 mm
4.9kg (GF-MAX) / 5.0kg (AF-MAX)
220V /60Hz

1개 목재 미세절단 톱날
HM 120 x 1.2 / 1.8 x 20 mm, 40 개 톱니, FZ / TR
1개 최대 8mm 밀링 깊이의 90 °
V 홈용 알루미늄 복합 밀링 커터 MF-AF 90
(2 개의 위치표시기 및 1 개의 칩 디플렉터 포함)

092559

206076

<MF 26 cc / 400 캐링 케이스 - 917804>
1개 목재용 유니버셜 톱날
HM 120 x 1,2/1,8 x 20 mm, 24 개 톱니, WZ

092558

1개 MF-VN 25
밀링 폭 조정가능 날 (15.4 - 25 mm)

206074

1개 가이드 트랙 400

206118

가로 홈 작업의경우 안내 장치
가이드 트랙 400이 권장됩니다.

가이드 트랙의 맨 아래에는
각도 스케일을 조정할 수있는
스마트 스톱이 있습니다.

작업 후 머신은 스프링 와이어
로 인하여 자동으로 시작 위치로
되 돌아 갑니다.

소프트 보드의 및 단열재 작업 시
MF-VN 25 톱날 으로 먼지가 없고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선반 및 선반 소재 밀링 작업.)

악세사리
제품설명

주문번호

가이드 레일
F 80, 800 mm
F 110, 1100 mm
F 160, 1600 mm
F 210, 2100 mm
F 310, 3100 mm

204380
204381
204365
204382
204383

가이드 레일 커넥터 F-VS
2개의 가이드레일을
연결할시 사용하는 커넥터.

204363

앵글 펜스 F-WA
가이드 레일에 연결하여
각도절단 시 45° - 60° 각도로
자유자제로 설정이 가능.

205357

가이드 포켓 F160
가이드레일 가방 1.6m 용

204626

가이드 포켓 세트 #1
204805
2 개 가이드레일 F160(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제품설명

주문번호

MF-VN 25 톱날 (베이스 플레이트)
밀링 폭 조정가능 (15.4 - 25 mm)

206074

초경 스퀘어 칼날 (4 개 필요)

206064

모따기 칼날
22 x 22 x 2mm
(4 개 필요)

201930

석고 절단기 MF-GF 45
최대 15 mm 의 45 ° V 그루브 용
2 개의 위치 표시기 포함

205562

모따기 칼날
22 x 22 x 2 mm
(6 개 필요)

201930

석고 절단기 MF-GF 90/15
최대 15 mm 의 90 ° V 그루브 용
2 개의 위치 표시기 포함

206590

초경 스퀘어 칼날
(2 개 필요)

206067

모따기 칼날
22 x 22 x 2 mm
(4 개 필요)

201930

가이드 포켓 세트 #2
1 개 가이드레일 F80(800mm)
1 개 가이드레일 F160 (1600mm)
1 개 가이드레일 연결대 F-VS
2 개 가이드레일 클램프 F-SZ 180MM
1 개 가이드 포켓 (가이드레일 가방)

204749

가이드레일 엔드켑
가이드레일의 끝에 있는 프로텍터
이물질 및 전선걸림방지.

205400

미끄럼 방지 프로파일 F-HP 6.8M
6.8m 길이로 가이드레일 밑면과
작업소재가 닿는 면의 미끄럼을 방지.

204376

MF-AF 90 * (90 ° V 홈용)
MF-AF 135 * (135 ° V 홈용)

스플린트 가드 F-SS
3.4m 길이로 가이드레일 사용시
작업소재의 찢김을 방지.

204375

*(2 위치 표시기 & 1 칩 디플렉터 포함)

퀵 레버 클램프 F-SZ
최대 180mm 두께의 소재에
가이드 레일을 고정 할 수 있습니다.
추출 호스 LW 35
4m
정전기 방지, 원목 가공용
킥백 스토퍼 F-RS
가이드 레일 F 에서
전방 및 후방 스톱 지점에서 사용

207770

093717

202867

206073
언더그립 스톱 MF-UA
톱날과 보다좁은 간격으로 머신을 사용 가능
홈파기 작업에 주로사용.
가이드 트랙 770
최대 틸트 범위 770mm.
*크로스 컷팅 시 빠르고 정확한 절단
*반복작업을 위한 스마트 스토퍼
*자동복귀 기능으로 0점으로 복귀

204378

알루미늄 복합 밀링 커터
최대 8mm 깊이

3중날 슬롯 유닛 MF-SE 3
가이드 레일 F 에서
최대 26mm의 절삭 3 중 슬롯용

206076
206600

206072

092558
TCT 톱날
120 x 1.2 / 1.8 x 20 mm
12 개 톱니, WZ, 목재 세로 절단 용
092560
TCT 톱날
120 x 1.2 / 1.8 x 20 mm
24 개 톱니, WZ, 목재 유니버셜 톱날 용

TCT 톱날
120 x 1,2/1,8 x 20 mm
40 개 톱니, TR, 라미네이트 용

092578

092559
TCT 톱날
120 x 1.2 / 1.8 x 20 mm,
40 개 톱니, FZ / TR, 목재 미세 절단 용

대용량 분진 저장장치

이동식 고출력 집진기

S 35 M
전면의 다이얼 보드에서
원하는 흡입 모드 및 호스직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코팅 덕분에 필터가
훨씬 더 작아집니다.
매우 효과적인 오토 클린 세척기술과
2중 필터 덕분에 큰 입자 그리고 많은 양의
물질도 문제 없이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S 200
* 옵션파츠 *

용량은 200 리터입니다.
레벨 표시기가있는 보기 창이있어
집진 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중단없이 지속적인 집진.
최첨단 필터 청소기술 덕분에
메인 필터가 오토클린 중에도
흡입력이 유지됩니다.

제품특징
• 먼지 등급 M의 승인.
메인 필터 FKP 4300 헤파필터 H13등급 먼지 집진률 99.9 %
• 중단없이 영구적인 작업을위한 오토 클린 (AC) 기능.
• 센서 기술 iPulse는 필터의 오염 정도를 모니터링 할수있습니다.
• 정전기 방지 호스장비 포함

응용분야
• 습식 및 건식 집진 동시 가능.
• 작업폐기물 처리시 진공 청소기로 사용 가능.
• 사용 예 : 미세 먼지, 먼지, 칩, 액체 등등

제품설명
MAFELL S 35 M 집진기는 뛰어난 흡입률과 높은 사용 편의성을 재공합니다.
영구적으로 깨끗하고 나노코팅 된 메인 필터와 지능형 센서 기술 iPulse 덕분에
먼지 등급 M의 모든 먼지를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진공 집진 할수있습니다.

기술자료
최대 컨테이너 용량
습식 사용시 컨테이너 용량
추출 노즐
최대 진공압
규격(W x L x H)
필터 표면적
소비 전력
무게
범용 모터

S 35 M
35 L
22 L
Ø 66/58 mm
248 mbar
500 x 405 x 570 mm
220 m3 /h
1400 W
15 kg
220 V / 60 Hz

제품품번
이동식 고출력 집진기 S 35 M

919701

제품구성
1개 흡입 호스 4 m
27mm / 35mm 직경 , 비틀림 조인트, 정전기 방지

093684

특수 센서 기술은 필터의 오염 정도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필터가 실제로 더럽고 고정된 간격이 아니거나
흡입호스가 막혔거나 구부러 졌음을 재빨리 파악할수 있습니다.

1개 주름 필터 카트리지
(2개 , 나노 코팅 폴리 에스테르 8600cm² )

093720

S 35 M 집진기는 자동 온 / 오프 스위칭 덕분에
모든 제조업체의 전동공구를 집진 하는데 적합합니다.
(집진구경맞는경우)
모든 MAFELL 변형은 습식 집진에도 적합합니다.

1개 전원 케이블 8 m

1개 PE - 습식 백 FB 35
176030

낮은 무게중심, 넓은트랙 및
잠금 가능한 바퀴는 이동성 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호스는 정전기 방지 기능이
포함 되어있어, 전기 충전 (감전)
으로부터 안전하고 호스의
잔류물의 부착이 줄어듭니다.

35L 의 대형 컨테이너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부식이 없으며 모든 일반적인
산과 알칼리에 내성이 있습니다.

목재 또는 섬유 단열재를 작업 할때는 극도의 먼지와 많은 양의 칩이 생성됩니다.
S 200은 축적된 부피의 최대 90 %를 손쉽게 흡수 및 적재가 가능합니다.

악세사리
제품설명

집진 호스 (적용 권장 사항)
주문번호

어떤 호스직경이 어떤 기계에 적합합니까?
제품 명

컨테이너 200 L
200 칩 백과 꼬임 방지를 위한
나선형 호스 가드 포함

206869

Mafell의 200 리터 컨테이너는
S 35 M 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창과 레벨 표시기가있는 재사용 가능한
가방에 엄청난 양의 먼지를 수집합니다.

칩백 S 200

093791

최대 200 L 의 먼지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한 가방

21 mm

P1 cc

•

KSS 40 18 M bl

•

KSS 50 cc

•

KSS 50 18M bl

•

KSS 60 cc

•

MT 55 cc

•

MT 55 18M bl

•

093684

흡입 호스 5m
Ø 27mm / 35mm
비틀림 조인트, 정전기 방지

093681

청소기세트 D 35
2 청소기 연결대
1 바닥 노즐
1 핸드 노즐
1 D35 호스, 2.5 m

093718

주름 필터 카세트
1쌍 폴리 에스테르
(8600cm²)

093674

093720
주름 필터 카세트
1 쌍 나노 코팅 폴리 에스테르
(8600cm²)
필터백 세트
5 개 1세트
내용량 : S 35 M 용 25리터

093719

PE - 습식백 세트
5 개 1세트
내용량 : S 35 M 용 21 리터

093721

변환 소켓 58 / 35 mm
203602
Mafell의 변환 소켓은 호스연결 직경을
58mm에서 35mm로 변환할수 있습니다

35 mm

Z 5 Ec

•

ERIKA 70 Ec

•

•

•

•

ERIKA 85 Ec

흡입 호스 4m
Ø 27mm / 35mm
비틀림 조인트, 정전기 방지

27 mm

DD40

•

•

EVA 150 E

•

•

MF 26 cc

•

•

더 나은 도구가 개발 되기를 바라는 우리는
MAFELL에서 종종 특별한 해답을 찾습니다
좋은 장비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MAFELL은 완전히 새롭고
직관적인 미래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 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수한 소재와 결과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능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업하는 동안 도구에 대하여 더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한다는 것이 MAFELL의 신념입니다

마펠 한국 공식 수입원 (주)모두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곡로 16 2층 201호
www.modootool.com / www.mafellkorea.co.kr
TEL : 031 - 983 - 2015
FAX : 031 - 983 - 2075
E-mail : master@modooto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