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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드레멜 
제품 및 액세서리 안내 지난 81년 간 다져온 

드레멜만의 노하우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드레멜 툴을 

완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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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J. 드레멜은 1932년 미국의 위스콘신 라신에 드레멜 제조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동 지우개부터 

가솔린 잔디날연마 기계까지 총 55개의 특허를 발명했습니다. 드레멜 제조회사의 첫번째 제품은 

전기 면도날 연마기였는데, 이 작은 기계 하나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드레멜 역사 상 최고의 발명품인 고속 로터리툴을 발표하게 됩니다. 

가볍고, 작으며 놀라울만큼 다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로터리툴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호응을 이끌어냈고, 

후에 전기 구두 닦이,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파워 샌더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날에는 1천 7백만개 이상의 로터리툴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드레멜은 단연 로터리툴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80여 년 간 끊임없는 혁신으로 

수공예 애호가 및 전문가의 작업에 함께해 온 드레멜

STORY

History

드레멜의 창시자 A.J. Dremel이 Dremel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최초의 전기 

레이저 날 샤프너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로터리툴의 

역사가 드레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충전 로터리 툴인

 ‘프리휠러’가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드레멜 300시리즈를 런칭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www.dremel.com이

 오픈했습니다.

고객의 신뢰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드레멜 7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드레멜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32 1935 1988 2005 2007 2012

드레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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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드레멜 고속 로터리툴은 
어떠한 공구인가?

드레멜 로터리툴은 지금까지 사용해 보셨던 어떠한 공구도

무색하게 할 만큼 월등히 다양한 쓰임새를 제공해 드립니다. 

150가지가 넘는 액세서리 및 부착 키트로 절단, 샌딩, 조각, 

드릴링, 연마, 광택, 홈파기, 엣칭, 세척 등 상상이상의 작업을

편리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드레멜 로터리툴이 

실현하는 다양한 쓰임새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드레멜 로터리툴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힘만을 요하는 일반 공구와 달리 

드레멜 로터리툴은 놀랍도록 높은 속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빠른 속도와 낮은 토르크를 이용한 작동원리는 

여러가지 다양한 작업을 정밀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다른 공구가 흉내 낼 수 없는 
탁월한 퍼포먼스

드레멜 로터리툴이 모든 공구들을 대체할 수 없지만, 상상 

그 이상의 다양한 작업들을 드레멜만 가지고 수행할 수 있습

니다. 드레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드레멜은 도저

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작업에도 마술같은 해결책을 준다”

라고 말합니다.

정교한 작업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드레멜

가볍고 컴팩트한 드레멜 로터리툴은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속에서도 토르크가 

낮아 정밀한 컨트롤을 요하는 작업에도 완벽함, 그 자체입

니다. 툴과 부착키트, 액세서리로 구성된 드레멜 로터리툴은 

어떠한 정교한 작업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드레멜 소개

각 제품을 어떻게 사용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드레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프로젝트 동영상)

드레멜 

공식 블로그

스마트폰으로 드레멜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메인페이지

7www.dremelkorea.co.kr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동 공구 혁신을 

제공합니다.

드레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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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ROTARY TOOL

로터리툴 제품 사양

제품명 8220 (충전 로터리툴) 8050 (충전 로터리툴) 8100 (충전 로터리툴)

모델명 8220-N/30 8050-N/18 8100

전압 10.8V (리튬이온) 7.2V (리튬이온) 7.2V (리튬이온)

스피드 범위 5,000~30,000 rpm 5,000 ~ 28,000 rpm 5,000 ~ 30,000 rpm

중량 0.62kg 0.23kg 0.41kg

부착키트 사용 가능 불가 가능(670 제외)

속도조절 기능 적용 적용 적용

소프트 그립 적용 적용 적용

EZ Twist 기능 적용 - 적용

충전용 충전용 충전용

유선용 유선용 유선용

8

NEW

제품명 4300 (유선 로터리툴) 4000 (유선 로터리툴) 3000 (유선 로터리툴)

모델명 4300-5/50 4000-6/50 3000-N/10 & 3000-2/30

전압 220V 220V 220V

스피드 범위 5,000~35,000 rpm 10,000 ~ 35,000 rpm 10,000 ~ 32,000 rpm

중량 0.66kg 0.53kg 0.5kg

부착키트 사용 가능 가능 가능

속도조절 기능 적용 적용 적용

소프트 그립 적용 적용 적용

EZ Twist 기능 - 적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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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다재다능한 고성능 멀티툴!

드레멜 4300

유선용

NEW

❶
❷

❹

❸

❼

❺

❻

❶ 회전하면서 작업을 밝게 비춰주는 작업등

❷  빠른 액세서리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콜레트 잠금장치

❸ 사용이 용이한 분리된 ON / OFF 스위치

❹ 안정적인 속도 유지를 위한 전자 피드백

❺ 다양한 속도에서 최대의 성능을 내는 고성능 모터

❻ 더 긴 모터의 수명을 위한 교체 가능 모터 브러시

❼ 모든 크기의 DREMEL 액세서리와 호환되는 키레스 척

피벗라이트

회전하며 최적으로 비추어 줍니다.
어두운 작업환경, 정밀 작업 시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키레스 척

3개의 키레스 척으로 쉽게 액세서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DREMEL 액세서리와 호환됩니다.

※특정 작업을 위해서는 키트에 포함된 콜레트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선 로터리툴

•4300 시리즈 변속 로터리툴   •정원 공구 연마기   •피벗라이트

•샌딩/그라인딩 가이드   •절단용 가이드   •보호 덮개

•제품설명서    •렌치   •액세서리 보관함

•보관 케이스 

Kit 제품구성

구 분 액세서리 구성

조각 / 인그레이빙
Carving / Engraving

루팅
Routing

그라인딩 / 샤프닝
Grinding / Sharpening

절단
Cutting

세척 / 광택
Cleaning / Polishing

샌딩
Sanding

기타 액세서리
Etc

107

426(x3) 561

8193 84922 932 407 408(x7)

432(x7) 411(x6) 412(x5) 413(x5)

421 429403 414(x3)

150 90962402401

액세서리

부착 키트

보호덮개 정원공구 연마기샌딩/그라인딩 가이드 피벗라이트절단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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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작업을 위해 더욱 강력해진 멀티툴

드레멜 4000

유선 로터리툴

•4000 시리즈 변속 로터리툴 •절단용 가이드       •정원공구 연마기

•샌딩/그라인딩 가이드 •플렉스 샤프트 •50종 액세서리

•원형 절단용 가이드 •보호 덮개 •렌치

•액세서리보관함                    •보관 케이스            •제품설명서

Kit 제품구성

부착 키트

보호덮개 샌딩/그라인딩 가이드원형절단용 가이드 절단용 가이드플렉스 샤프트 정원공구 연마기

❶

❽

❼

❾

❺
❹

❻❸
❷

❶ 빠른 액세서리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콜레트 잠금장치

❷  사용이 용이한 분리된 ON / OFF 스위치

❸ 더 긴 모터의 수명을 위한 교체 가능 모터 브러시

❹ 전자 피드백 안정적인 속도 유지

❺ 더욱 다재다능함을 위한 다양한 속도 조절 기능

    속도 조절을 하면서도 편안한 그립터

❻ 다양한 속도에도 최대의 성능을 내는 고성능 모터

❼ 360도의 부드러운 그립 존을 통해 편안하고 쉬운 컨트롤

❽ 모든 드레멜 액세서리와 부착키트 호환 가능

1. TWIST 2. INSERT 3. RELEASE

렌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악세서리를 교체할 수 있는 EZ-TWIST

EZ TWIST EZ❾

유선용
구 분 액세서리 구성

조각 / 인그레이빙
Carving / Engraving

루팅
Routing

그라인딩 / 샤프닝
Grinding / Sharpening

절단
Cutting

세척 / 광택
Cleaning / Polishing

샌딩
Sanding

기타 액세서리
Etc

액세서리

107 191 194

420(x4) SC409(x2) SC456(x2) SC476(x2) 540 561

932541(x2) 8193 84922

405 428 442 414(x3)421 429 423E

511E511E 512E 407 408(x2) 432(x2) 445(x2) 411(x2) 412(x2) 413(x2)

402401150 SC402 481 9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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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 디자인의 고효율 로터리툴

드레멜 3000

유선용

❶ 과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펜과 이중 덮개 디자인

❷  새롭게 탄생한 다이내믹 스타일링

❸ 쉬운 변속이 가능한 레버 디자인

❹ 손 닿는 곳에 편리하게 렌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부

❺ 교체 가능한 모터브러쉬로 5배 더 길어진 모터 수명

❻ 편안함과 제어력을 향상시키는 360도 소프트 그립존

❼ 기존 모델 대비 20% 향상된 열 배출 기능으로 작업시

    과열을 방지하는 모터

유선 로터리툴

•3000시리즈 변속 로터리툴 •플렉스샤프트  •렌치

•샌딩/그라인딩 가이드 •30종 액세서리 •액세서리 보관함

                                        •보관 케이스   •제품설명서

•3000시리즈 변속 로터리툴      •10종 액세서리

•액세서리 보관함  •제품설명서  •렌치

3000-N/10 3000-2/30

Kit 제품구성

❶

❷

❹
❸

❼

❽

❺

❻

1. TWIST 2. INSERT 3. RELEASE

렌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악세서리를 교체할 수 있는 EZ-TWIST

EZ TWIST EZ❽

액세서리

구 분 3000-N/10 액세서리 구성 3000-2/30 액세서리 구성

조각 / 인그레이빙
Carving / Engraving

루팅
Routing

그라인딩 / 샤프닝
Grinding / Sharpening

절단
Cutting

세척 / 광택
Cleaning / Polishing

샌딩
Sanding

기타 액세서리
Etc

191

420(x2) 426(x2)

541 84922 932 952

407 408(x2) 432(x3) 445(x2)

411(x2) 412(x2) 413(x2)

429421428 442 414

90962402401

420(x2)

8193

414(x2) 421

407

150 401 402 90962

부착 키트

샌딩/그라인딩 가이드플렉스 샤프트

3000-2/30



구 분 액세서리 구성

조각 / 인그레이빙
Carving / Engraving

루팅
Routing

그라인딩 / 샤프닝
Grinding / Sharpening

절단
Cutting

세척 / 광택
Cleaning / Polishing

샌딩
Sanding

기타 액세서리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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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x2)

더 강력해진 충전 로터리툴의 최강자

드레멜 8220

❶ 쉬운 액세서리 교환을 위한 ACCESSORY COLLET LOCK

❷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분리된 ON/OFF 스위치

❸ 다양한 작업을 위해 변환 가능한 스피드 제공, 

    그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컨트롤 가능

❹ 모든 스피드에서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모터

❺ 작업시 부드러운 그립을 선사하는 360도 그립존

❻ 렌치기능이 탑재 되어있어 쉬운 액세서리 교환 가능

충전기 / 배터리

▶ 1시간만에 완충되는 신속 충전기
▶ 최대 12V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로터리툴

Kit 제품구성

액세서리

❶

❷

❹

❸

❺
❻

충전용

고성능 모터

최신 드레멜 기술 적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모터

5418193

421 429(x4)414(x4) 425(x4)

432(x3) 445(x3) 412(x2)407 406(x3)

90962402401 EZ TWIST™

EZ TWIST™
Nose Cap Wrench for fast
Accessory changes

•8220 충전로터리툴   •30종 액세서리   •충전기

•보관케이스   •10.8V 리튬이온 배터리 1개

•렌치   •제품설명서



작지만 오랫동안 강력한 충전 멀티툴

드레멜 8100

❶ 모든 로터리툴 부착키트 액세서리와 호환 가능 *670 제외

❷ 편안함과 제어력을 향상시키는 360도 소프트그립존

❸ 빠른 액세서리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콜레트 장금장치

❹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속도 조절 장치

❺ 

    고성능 8VMAX 탈부착식 리튬 이온 배터리 탑재

충전기: 충전시간 1시간

충전 로터리툴

충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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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충전 로터리툴       •21종 액세서리        •보관케이스

•7.2V 리튬이온 배터리 1개  •충전기   •제품설명서    •렌치

Kit 제품구성

❹

❺

❸

❷

❶ ❻

1. TWIST 2. INSERT 3. RELEASE

렌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악세서리를 교체할 수 있는 EZ-TWIST

EZ TWIST EZ❻

구 분 액세서리 구성

조각 / 인그레이빙
Carving / Engraving

루팅
Routing

그라인딩 / 샤프닝
Grinding / Sharpening

절단
Cutting

세척 / 광택
Cleaning / Polishing

샌딩
Sanding

기타 액세서리
Etc

액세서리

84922 932 952

401 402 90962

403 414(x2) 421

445(x2)407 408(x3) 432(x3)

540(x3)



작지만 강력한 힘, 충전 마이크로 멀티툴

드레멜 8050

충전 로터리툴

충전용

구 분 액세서리 구성

조각 / 인그레이빙
Carving / Engraving

루팅
Routing

그라인딩 / 샤프닝
Grinding / Sharpening

절단
Cutting

세척 / 광택
Cleaning / Polishing

샌딩
Sanding

기타 액세서리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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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x2)

84922

•8050 충전로터리툴

•18종 액세서리

•액세서리 보관함

•충전기

•제품설명서

•렌치

※ 주의 : 드레멜 로터리툴 부착키트와는 
             호환 되지 않습니다.

Kit 제품구성

액세서리

사용 예시

❶ LED 조명 : 더 정확한 작업을 위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밝은 작업장 유지

❷ 빠른 콜레트 락 : 빠른 액세서리 교체 기능

❸ 스피드 다이얼 : 각각의 작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스피드 선택 기능

    (5,000~28,000 RPM)

❹ 

    고성능 8VMAX 일체형 리튬 이온 배터리

❺ LED 속도 표시 : 작업 스피드 표시

❻ 사용이 용이한 분리된 ON/OFF 스위치 

❼ 소프트 그립: 편안하고 정밀한 360도 그립

❶

❷

❹
❸

❼

❺

❻

125 191105

421 530414(x2) 429(x2)

432 445407 408

402401 9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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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툴 액세서리

고속조각날은 부드러운 금속이나 목재,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에 조각, 홈파기, 새겨넣기 등의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199는 가는 홈을 파는 작업에 유용합니다.

고속 조각 날 조각 / 부드러운 재료용

7.9mm 7.9mm 2.4mm 4.8mm 2.0mm 3.2mm 5.6mm 9.5mm6.4mm 7.9mm 7.9mm 6.4mm 6.4mm 3.2mm 6.4mm 7.9mm 6.4mm

134 144 190 192 193 194 196 199100 114 115 116 117 118 121 124 125

루팅비트는 목재 및 기타 부드러운 재료에 루팅,상감세공, 홈을 파는데 사용됩니다. 로터리툴 부착키트 모델 231 쉐이핑/루터 선반이나 335-01 플런지 
루팅키트와 사용합니다. HSS(high speed steel)로 만들어졌습니다.

루팅비트 루팅

2.4mm

612

3.2mm

615

3.2mm

650

4.8mm

652

6.4mm

654

조각하거나 재료의 표면을 다듬고 부분적으로 파내는데 사용하며 바닥 타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화철, 플라스틱, 강화목재, 주철, 세라믹 등의 
단단한 재료에 사용 가능 합니다.

텅스텐 카바이드 날 조각 / 단단한 재료용

3.2mm 2.4mm 3.2mm 2.4mm 3.2mm 3.2mm 3.2mm 3.2mm

9901 9902 9903 9904 9905 9906 9910 9911

목재, 플라스틱, 유리섬유 및 부드러운 금속에 장식용 무늬를 새기거나 세밀한 조각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그레이빙 날 인그레이빙 / 부드러운 재료용

0.8mm 1.6mm 2.4mm 0.8mm 1.6mm 2.0mm 0.8mm 1.6mm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3

날에 다이아몬드 입자가 덮여있어 목재, 옥, 세라믹, 유리, 강화철, 석재 등의 단단한 재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단한 재료에 정교한 무늬를 새기거나 마감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 휠 포인트 인그레이빙 / 단단한 재료용 

2.0mm 4.4mm 6.7mm 2.4mm 4.8mm 2.0mm 2.4mm

7103 7105 7120 7122 7123 7134 7144

듀얼패키지

7150

7103 7144

유리섬유, 목재, 플라스틱, 에폭시, 고무, 라미네이트 및 세라믹 타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빨모양의 절단비트는 보다 많은 양의 재료를 연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팁 : 단단한 목재 사용시 빠른 속도, 금속에는 중간 ~ 느린 정도의 속도, 플라스틱에는 느린 속도로 작업 (절단시 녹을 수 있습니다.)

이빨모양의 텅스텐 카바이드 날 조각 / 부드러운 재료용

6.4mm 7.9mm 7.9mm 7.9mm 19.1mm

9931 9933 9934 9935 9936

조각 / 인그레이빙 루팅

그라인딩 / 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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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알루미늄 마감연마 포인트 
가벼운 표면마감 등 마무리 작업 등에 매우 유용합니다. 원재료의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페인트나 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516 그라인딩 / 샤프닝 / 철 재료용

체인톱날을 빠르고 쉽고 정밀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각 패키지에는 2개의 연마석이 들어있습니다.

체인톱 연마석 그라인딩 / 샤프닝 / 철 재료용

철재금속, 주철류, 용접 이음새, 녹 등의 재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뎌진 날을 벼리거나 일반적인 그라인딩을 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산화 알루미늄 연마석(오렌지/브라운) 그라인딩 / 샤프닝 / 철 재료용

석재, 유리, 세라믹, 자기와 비철 금속류 작업 시 적합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석 (블루/그린) 그라인딩 / 샤프닝 / 비철 재료용

7.1mm

83142

3.2mm

83322

3.2mm

83702

4.8mm

84922

19.8mm

85422

10.3mm

85602

12.7mm

85622

11.1mm

911

9.5mm

932

15.9mm

941

4.8mm

945

9.5mm

952

6.4mm

953

3.2mm

997

4.8mm

8153

9.5mm

8175

15.9mm

8193

25.4mm

8215

453

4.0mm

454

4.8mm

455

5.6mm

516

12.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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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툴 액세서리

SC409 - EZ LOCK™ 38.1mm 초박형 강화 절단휠
금속 절단용 강화 절단휠. 409대비 2배의 절단량. 5개입.

SC456 - EZ LOCK™ 38.1mm 강화 금속절단용 휠
금속 절단용 강화 절단휠. 426대비 2배의 절단량. 5개입.

SC456B - EZ LOCK™ 38.1mm 강화 금속절단용 휠 세트
금속절단용 강화 절단휠. 12개입.

SC476 - EZ LOCK™ 38.1mm 강화 플라스틱 절단용 휠
플라스틱 정밀절단용 강화 절단휠. 5개입.

※ EZ Lock™  액세서리는 SC402 EZ Lock™ 주축과 함께 사용합니다. (별매)

EZ Lock™ 주축 사용 시 나사 및 드라이버 필요 없이 액세서리를 간단히 장착할 수 있습니다.

SC406 절단 / EZ LOCK™ 세트

철재, 목재, 플라스틱 절단 시 사용하며 볼트나 스크류비트, 얇은 금속, 얇은 목재, 플라스틱을 자르는 것을 쉽게 해줍니다. 
절단휠은 날 끝으로만 재료를 절단합니다. 샌딩하거나 굴곡진 구멍을 파는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단휠 / 유리섬유 보강 절단휠 절단 / 금속 [목재와 플라스틱에 한정적 사용]

EZ Lock™ 강화절단휠 절단 / EZ LOCK™ 세트

절단휠 절단 / 목재

SC 545 - EZ Lock™ 다이아몬드 휠 SC 402 주축과 사용(주축 별매)

다이아몬드 원형날 절단 / 단단한 소재용

절단

더욱 신속해진 액세서리 교체 - 손쉬운 3단계!

당기고,

1

돌리고,

2

놓고!

3

   제품구성

·SC 402 EZ LockTM 주축

·SC 456 금속절단용 

  휠 2개

절단휠 유리섬유 보강 절단휠 

SC456BSC409

0.6mm

SC456

1.1mm

543 - 카바이드 절단/쉐이핑휠
목재, 유리섬유, 플라스틱, 합판, 라미네이트 등을 절단하거나 모양을 내는데 
사용하며 금속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02 주축 포함. 두께 1.8mm

546 - RIP/크로스 절단날  
670 미니 원형톱날 부착키트 전용 날(P.36참조) 두께 0.6mm

560 - 석고판 절단 비트
석고벽을 빠르고 깔끔하게 절단합니다. 부착키트 565 다용도 절단키트와 사용

561 - 다용도 절단 비트  
플라스틱, 유리섬유, 석고판, 합판, 라미네이트, 알루미늄, PVC 절단 시 사용합니다. 
단단한 목재는 9.5mm까지, 부드러운 목재는 15.9mm까지 절단 가능.

SC 544 - EZ Lock™ 카바이드 절단휠 
목재, 유리섬유, 플라스틱, 합판, 라미네이트 등을 절단하거나 모양을 내는데 
사용하며 금속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SC 402주축과 함께 사용(주축 별매) 

562 - 타일 절단 비트 
세라믹 벽면 타일, 시멘트 보드, 석고보드 절단 시 사용합니다.(바닥타일에는 사용불가)

569, 570 - 카바이드 그라우트 제거비트 
벽면, 바닥 타일을 교체하거나 깨진 타일을 갈아끼울 때 타일 사이 그라우트 제거 시 
사용합니다.

SC476

1.1mm

※ 409, 420, 540, 426, 456은 402 주축과 함께 사용 (주축 별매)

402

23.8mm 0.6mm

409

36개입 / 1팩

23.8mm 1mm

420

20개입 / 1팩

31.8mm 1.6mm

540

5개입 / 1팩

31.8mm 1.1mm

426

5개입 / 1팩

426B

20개입 / 1팩

546

38.1mm

543

31.8mm

SC544

38.1mm

SC545

38.1mm

절단 비트 절단 / 석고판, 다용도, 타일, 그라우트

3.2mm

560

3.2mm

561

3.2mm

562

1.6mm

569

3.2mm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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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R1YO
Sticky Note
543->542직경도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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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툴 액세서리

브러쉬 세척 / 광택

광택 /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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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 브러쉬
녹을 제거하거나 금속재질의 표면, 이음새 부분, 전자제품의 부품을 

연마하는데 사용됩니다.

428 442 443

19.1mm 12.7mm 3.2mm

스테인리스 철 브러쉬
백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한 재료에 사용하면 

사용 후에도 부식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530 531 532

19.1mm 12.7mm 3.2mm

동 브러쉬
철브러쉬보다 부드러운 소재로 금, 구리, 놋쇠와 같은 부드러운 금속에 

사용하며 작업시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535 536 537

19.1mm 12.7mm 3.2mm

강모 브러쉬
은제품, 보석과 같은 귀금속류를 가볍게 손질하고 광을 내는데 이용됩니다. 

광택용 컴파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3 404 405

19.1mm 12.7mm 3.2mm

광택용 액세서리 세척 / 광택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광택 작업 시 효과적이며 광택용 컴파운드와 같이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414, 422, 429는 401 주축과 함께 사용(주축 별매)

직물판
고광택을 위한 부드러운 마무리 세척용 액세서리입니다. 

402주축 또는 SC402 주축과 사용 (주축 별도판매)

423E SC402 402

25.4mm

422

9.5mm

401

12.7mm

414

6개입 / 1팩

25.4mm

429

나일론 브러쉬
최장의 수명을 자랑하는 최강의 브러쉬. 더욱 굵어진 

나일론모가 연마재로 코팅되어 금속의 녹, 목재의 

페인트 등 어떤 불순물이라도 확실하게 제거해줍니다.

20,000RPM이상으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538

25.4mm

광택용 원통휠
금속과 단단한 플라스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광택을 

내는데 사용합니다. 원통휠 자체가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재 및 윤활재를 함유하여 별도의 컴파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520

12.7mm

금강사 보강 광택휠
철 성분 함유 금속, 석재, 유리, 세라믹의 광택/연마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402주축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425

25.4mm

※ 브러쉬 사용시 15,000RPM이상으로는 작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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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유리, 목재, 알루미늄, 플라스틱의 세밀한 연마 작업 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15,000 RPM이상으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EZ Lock™ 세부연마브러쉬 샌딩 

금속, 유리, 목재, 알루미늄, 플라스틱의 마무리 연마 작업 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512E 고운 버프는 놋쇠의 찌든 때 제거에 이상적입니다. 15,000 RPM이상으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마무리 연마 버프 샌딩 

평평하거나 윤곽진 표면을 다듬는데 사용되며 거친 샌딩 작업이 끝난 마무리 샌딩 작업 단계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플랩휠 샌더  샌딩 

목재, 유리섬유의 샌딩, 금속의 녹 제거, 고무 표면을 가는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샌딩 밴드를 샌딩드럼(430, 407)에 끼워주기만 하면 손쉽게 장착이 됩니다. 

샌딩 밴드    샌딩 

목재, 유리섬유의 샌딩, 금속의 녹 제거, 고무 표면을 가는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샌딩디스크-36개입/1팩) 

샌딩 디스크  샌딩 

목재, 유리섬유, 라미네이트, 플라스틱, 가죽 등 다양한 재료의 쉐이핑 작업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재료를 제거 해줍니다. 카바이드 알갱이들로 덮인표면은 
내구성이 강하며 모서리가 마모 없이 오랫동안 날카롭게 살아 있습니다.
(주축 포함)    *절단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바이드 쉐이핑 휠  샌딩 

샌딩 기타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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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방 120방 220방

EZ471SA EZ472SA EZ473SA SC402 402

511E 512E SC402 402
180방 280방 320방

9.5mm

502

9.5mm

503

4.8mm

504

4.8mm

505

80방 120방 80방 120방

6.4mm 12.7mm

430 407431 408438 432446 445

60방 60방120방 120방240방 240방

402 801

411, 412, 413은 

402 주축과 함께 사용

SC 402 주축 또는  

402 주축과 함께 사용

SC 402 주축 또는  

402 주축과 함께 사용

SC406, SC409, SC456, 

SC456B, SC476, SC544, SC545, 

EZ471SA, EZ472SA, EZ473SA, 

423E, 511E, 512E 와 함께 사용

414, 422, 429와

함께 사용

409, 411, 412, 413, 420,

423E, 425, 426, 429, 456,  

511E, 512E,

540, 541, EZ 471SA, EZ472SA, 

EZ473SA와 함께 사용

401 402SC402

4486 - 드레멜 키레스 척

드레멜 척을 사용하면 샹크 사이즈 0.8mm-3.2mm 사이의 

모든 액세서리를 콜레트 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드레멜의 전 로터리툴 기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착키트 

225 플랙스 샤프트와 575 각도보조기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86

490 - 콜레트 팬

작업시 시야를 가리는 먼지나 조각들을 날려줍니다. 

샌딩, 조각 / 인그레이빙 작업시 효과적입니다.

3.2mm 2.4mm 1.6mm 0.8mm 4485 - 콜레트 너트 세트
콜레트 너트와 0.8mm-3.2mm까지의 4개의 콜레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레멜의 전 로터리툴 기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80 481 482 483

631 - 01 송곳포인트 드릴비트 세트 

티타늄 코팅의 송곳포인트 드릴로 송곳포인트로 위치를 

고정하여 즉시 드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재 전용 비트입니다.

631-01

3.2mm 4.0mm 4.8mm 6.4mm

628

628 - 드릴비트 세트

0.8mm

1.2mm

1.6mm

2.0mm

2.4mm

2.8mm

3.2mm

4개입 / 1팩 - 483 콜레트사용

0.8mm

490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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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툴 액세서리 키트

로터리툴 액세서리

EZ688 - 01 - EZ LOCK™ 절단 액세서리 키트

철재, 목재, 플라스틱재 등의 다양한 재료를 절단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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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01 - 일반 다목적용  액세서리 키트

절단, 조각, 연마, 그라인딩, 세척, 광택 등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작업을 위한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84 - 01 - 세척 / 광택 액세서리 키트

다양한 재료에 광택을 내주며, 손 닿기 힘든 부분도 세척할 수 있습니다

686 - 01 - 샌딩 / 그라인딩  액세서리 키트

잔디깍기 날을 갈거나 녹을 제거하고 잘 닫히지 않는 문의 모서리 부분을 갈고 
유리에 무늬를 새기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709-RW2 110종   액세서리 키트

절단, 조각, 인그레이빙, 샌딩, 광택, 세척 등 다양한 작업에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케이스는 다시 액세서리 케이스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형이 가능한 기능적으로 설계된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710 - RW2 160종  액세서리 키트

절단, 조각, 인그레이빙, 샌딩, 광택, 세척 등 다양한 작업에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케이스는 다시 액세서리 케이스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형이 가능한 기능적으로 설계된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688 - 01 - 절단휠 액세서리 키트

철재, 목재, 플라스틱재 등의 다양한 재료를 절단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107

414(x4)

431(X6)

952

429(x4)

432(X6)

953

421

414(x2) 429(x2) 421

438(x5)

83142

407

401(x2)

84922

408(x6)

402

409(x12)

411(x4)

415

420(x12)

412(x13)

426

413(x13)

540

430

431(x15)

952

432(x15)407

84922

408(x6) 411(x25)

438(x15)

412(x25) 413(x25) 430

EZ TWIST™

191 SC456(x2) SC476

SC456(x4)SC409(x3)

428

414(x5) 421429(x5)

402401 SC402

SC476(x3) SC402

932

425(x2)

520

429(x3)

401 402

401 402

409(x36)

409(x36)

420(x24) 426(x3)

426

426

540(x5) 402

422 421 403

428

404 405414(x6)

84922 85422

85422

407 408(x4)

432(x4)

952407 408 432(x2)

402

412(x15) 511932

194

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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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프레스, 로터리툴 홀더, 플렉스 샤프트 홀더까지 있는

올인원 부착키트

• 드릴 프레스 - 수직에서 수평으로 각도를 조정하여 드릴링 가능

    (15도씩 조절가능, 90도까지)

• 로터리 툴 홀더 – 금속재료 광택 내기, 샌딩, 그라인딩 등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기를 수평으로 고정시켜줌

• 플렉스 샤프트 스탠드 - 플렉스 샤프트를 연결해서 사용시

    제품을 40.6cm에서 73.6cm까지의 어떤 높이로도 조정이 가능

• 상단 ‘크로우 네스트’(액세서리 보관함)에 드릴비트세트, 콜레트 등

    분실하기 쉬운 액세서리 보관 

워크스테이션 220-01

닿기 힘든 곳과 섬세한 작업시 이상적입니다.

• 신속한 연결부착 시스템

• 작업효율을 높여주는 반경 12.7cm, 길이 91.4cm의 굴절형 케이블

• 편안한 그립감

• 일체형 샤프트 잠금 버튼

• 최대 3.2mm의 샹크까지 사용가능

• 콜레트 시스템 및 드레멜 척과 함께 작업 가능

플렉스샤프트 225-01

로터리 툴을 벤치탑 목공공구로 전환시켜줍니다.

• 20.3cm x 15.2cm의 여유있는 작업테이블

• 구멍내기, 홈파기, 샌딩작업, 모서리 다듬기 작업을

    편리하게 실행 가능

쉐이핑 / 루터 선반 231

로터리툴을 루터기로 전환시켜줍니다.

• 작업시 시야확보를 위한 투명 베이스

• 루팅비트와 렌치보관부

• 모서리 가이드 및 원형 가이드 포함

• 원형, 모서리와 평행하게 루팅, 가장자리 장식 및

    세공 작업이 가능

플런지 루팅키트 335-01

보호덮개는 작업 시 스파크나 먼지가 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액세서리도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보호덮개 A550

• 보호덮개     • SC402-EZ Lock 주축

• SC456-금속절단용 휠 38mm 1개

• 428-탄소강브러쉬 19.1mm(휠) 1개

• 8193-산화알루미늄 연마석 15.9mm 1개

• 제품설명서

제품구성

로터리툴 부착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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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과 바닥의 그라우트 제거시에 사용합니다.

• 제어감 향상을 위한 30도 절단 각도 제공하며 그라우트 선을 따라

    제거 가능

• 가이드가 타일 사이 중앙에 비트를 유지

• 벽과 바닥 그라우트를 모두 제거

•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여 작업시 제어감 향상

• 타일 표면부터 9.5mm까지 절단 깊이 설정 가능

• 쉽고 빠른 깊이 조절 기능

• 19.1mm 까지의 정확한 절단 깊이 세팅

•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여 작업시 제어감 향상

그라우트 제거키트 다용도 절단 키트 568565

손이 닿지 않아 작업하기 힘들었던 부분까지 구석구석 작업이 용이

하도록 도와 줍니다.

• 손쉬운 부착시스템으로 렌치와 같은 장비의 도움없이도

    쉽게 탈부착이 가능

• 기존 로터리툴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의 작업이 가능한

    컴팩트하고 내구성 있는 디자인

• 벽면 타일의 정확하고 통제된 절단 작업

• 19.1mm까지 정확한 절단 깊이 설정

• 나사 돌리는 방식의 간편한 장착법

•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여 작업시 제어감 향상

※ 세라믹 바닥타일 용도로는 사용 불가

각도보조기타일 절단 키트 575566

• 그라우트 제거 가이드

• 569 그라우트 제거 비트 1개

제품구성

• 다용도 절단 가이드

• 560 석고판 절단비트 2개

• 561 다용도 절단비트 1개

• 제품설명서

제품구성

• 타일 절단가이드

• 562 타일 절단 비트 1개

• 제품설명서

제품구성

569

로터리툴 부착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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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료의 원형구멍 절단을 간편하게 해결. 원형 절단을 위한

편리한 측정 가이드(센티미터, 인치로 표기)

• 1.9cm ~ 30cm까지 다양한 크기의 원형작업 가능

• 다른 툴의 도움없이 쉽고 신속하게 부착 가능

• 정확한 절단깊이로 쉽게 조정

• 직선모서리 가이드로 루팅이나 직선절단 가능

연필쥐는 방식으로 제품을 쥐고 작업할 수 있어 균형감과 제어감이

향상되고 정밀 작업 시 용이합니다.

• 세밀한 작업시 향상된 그립감과 편안함 제공

• 정밀성을 요하는 작업 시 최적의 제어감 제공

• 툴의 무게를 분산하여 손의 피로감 감소, 사용시 균형감 향상

• 노즈캡 부분에 빠르고 간편하게 부착

원형절단용 가이드 보조 손잡이 678-01A577

무엇이든, 어디서든 손쉽게 고정시켜 줍니다.

• 6.3cm 두께의 작업대에까지 설치가능

• 360도 회전, 50도까지의 기울기로 어떤 각도에서도 재료를

    고정하여 작업 가능

• 툴홀더 기능으로 로터리툴을 샌더, 그라인더, 폴리셔로 전환 사용

• 베이스와 상단 고정대를 분리하여 재료 고정대로 독립 사용 가능

로터리툴을 정밀한 원형톱으로 변형시켜 줍니다.

• 빠른 부착시스템으로 쉽게 로터리툴에 탈부착이 가능

• 6.4mm의 두께까지 깔끔한 수직커팅이 가능

• 합판 및 목재 바닥, 얇은 나무판 절단에 적합

• 안전가드가 원형톱날 사용시 보호

• 수동톱보다 사용이 편리, 직소보다 정확함

다용도 바이스 미니 원형톱날 부착키트 670 2500-01

• 보조손잡이

• 107 인그레이빙 날 2.4mm

• 481 콜레트 2.4mm

• 문자판(스텐실)

• 제품설명서

제품구성

• 미니 원형톱날 부착키트

• 546 RIP/크로스 컷팅날 31.8mm

• 연결 드라이버 캡

• 제품설명서

제품구성

481

107

• 원형절단용 가이드

• 561 다용도 절단비트

• 직선/모서리 가이드

제품구성

로터리툴 부착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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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툴 제품 사양

제품명 쏘맥스 (만능커터)

모델명 SM 20-02

전압 220V

스피드 범위 17,000RPM

중량 1.17kg

전용 부착키트 적용

속도조절 기능 적용

제품명 모토쏘 (스크롤쏘)

모델명 MS 20-01

전압 220V

스피드 범위 1,500 ~ 2,250RPM

중량 1.1kg

Quick lock™ 적용

속도조절 기능 적용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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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액세서리 구성

절단 Cutting

고객콜센터  080-955-090940

❶ 자동으로 장력을 조절해주고 손쉬운 톱날 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QUICK LOCK™ 시스템

❷  어떤 종류의 테이블, 작업대에도 부착가능한 클램프 베이스

❸ 자유로운 속도 조절로 다양한 자재를 최적으로 자를 수 있음

2 in 1

분리 가능한 코핑 기능
손에 쥐고 작업할 수 있음

절단 툴

•모토쏘 & 베이스

•MS50 목재 & 플라스틱 사이드컷용 날

•MS51 목재 & 플라스틱용 날

•MS52 목재 & 플라스틱 파인컷용 날

•MS53 시트메탈용 날

•먼지배출 어댑터  •절단가이드

•클램프              •보관케이스

•제품설명서

먼지 배출 어댑터

시야를 밝게 해주고 작업장도 
깔끔하게 해줌

드레멜 쏘맥스

제품구성

악세사리

모토쏘 키트 | MS 20-01

1 2 3

❶

❷

❸

MS51(x4) MS52(x4) MS53(x1) MS50(x1)

사용 예시

절단 Cutting Accessories

MS50 - 목재, 플라스틱, 사이드컷용 절단 날(4개입)
사이드컷 절단 날은 커다란 목재 및 플라스틱 절단 시, 직선과 곡선 절단을 위한 완벽한 날로서 정밀하고 
정확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핀-앤드 디자인은 쉽고 간편한 절단 날 교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MS50

MS51

MS52

MS53

MS51 - 목재, 플라스틱용 절단 날(4개입 + MS50 1개입)
목재 및 플라스틱 절단 날은 직선과 곡선 절단에 있어서 부드러운 나무, 플라스틱, 발포고무, 카펫과 
같은 부드러운 자제 절단용 날입니다. 핀-앤드 디자인은 쉽고 간편한 절단 날 교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MS52 - 파인컷 목재용 절단 날(4개입 + MS50 1개입)
파인컷 목재 커팅 날은 목재 및 플라스틱 절단에 있어서 직선과 곡선 절단을 위한 완벽한 날이며, 
정밀하고 정확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핀-앤드 디자인은 쉽고 간편한 절단 날 교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MS53 - 시트메탈용 절단 날(5개입)
시트메탈용 절단 날은 부드럽거나 얇은 시트 자제를 직선 및 곡선 절단할 때, 완벽한 날 입니다. 
핀-앤드 디자인은 쉽고 간편한 절단 날 교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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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툴

드레멜 쏘맥스

제품구성

악세사리

구 분 액세서리 구성

절단 Cutting

•보관 케이스   •먼지 배출 어댑터

•전용날 4종: 다용도 카바이드 휠/금속커팅 휠/

                    타일 다이아몬드 휠/플러시컷 카바이드 휠

※ DREMEL SAW-MAX 공구에는 DREMEL SAWMAX 액세서리만 사용합니다.

쏘맥스 키트 | SM20-02

❶ 시야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흠 없이 절단

❷ 먼지 배출 포트가 있어 작업장을 깔끔하게 유지

❸ 평면 커팅이 가능한 

    2번째 바퀴 위치

❹ 견고함과 파워를 

    보장하는 웜 드라이브

❺ 거친 자재를 작업할 때에도 강력한 6 A 모터

❻ 정밀한 절단을 가능케 하는 깊이 조절 가이드

❼ 다양한 자재(목재, 플라스틱, 금속, 타일, 대리석 등)를 절단

▼ 용도의 다양함 
    다양한 자재(목재, 플라스틱, 섬유유리, 석고판, 금속, 벽/바닥 타일 및 벽돌 등)에서 
    절단 작업이 가능

▼ 친근한 이미지와 안전성
    한 손으로도 사용 가능: 한 손은 툴에, 한 손은 작업대에 시야가 확 트이고 제어가 더 수월해짐

▼ 기동성이 좋고 편안함
    원형 톱 무게의 ⅓, 원형 톱 크기의 ⅓

▼ 플런지 커팅
    내부 플런지 커팅에 딱 맞는 크기, 탄력이 있어 제어하기 편리해짐

▼ 평면 커팅
    바닥에 맞춘 평면 커팅, 작업에 딱 맞는 날 사이즈

❶

❷

❹

❸

❼

❺

❻

컴팩트한 초강력 절단 툴

왜 인가?

DSM500 DSM510 DSM540 DSM600

부착키트

쏘맥스 커팅가이드 크라운 몰딩가이드

고객콜센터  080-955-090942

절단 Cutting Accessories

DSM500 - 다용도 카바이드 휠
부드럽거나 단단한 목재 / 합판 / 강화 마루 / 석고보드 / PVC / 플라스틱

75mm

DSM510 - 금속 절단 휠
금속 / 구리관 / 수도관 / 시트메탈 / 알루미늄 금속판

75mm

DSM520 - 석재 절단 휠
벽돌 / 석재 / 슬레이트 / 시멘트 보드

75mm

DSM540 - 타일 다이아몬드 휠
벽 타일 / 바닥 타일 / 자기 / 도자기 / 슬레이트 / 석조 / 시멘트 보드 / 대리석 / 화강암

75mm

DSM600 - 다용도 카바이드휠-플러시컷(U컵날)
부드럽거나 단단한 목재 / 합판 / 강화 마루 / 석고보드 / PVC / 플라스틱

7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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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맥스 전용 부착키트

크라운 몰딩 가이드는 드레멜 쏘맥스툴로 표준 52/38 크라운

몰딩을 절단하는데 있어서 휴대 가능한 최적의 가이드입니다.

• 표준 52/38 크라운 몰딩을 최대 2.28cm(0.9")두께까지 절단

• 복잡한 절단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명확히 표시된 네 개의 절단 영역

• 제품에서 절단될 명확한 구간을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줌

• 휴대가능한 최적의 가이드

베이스 보드 형태에 맞게, 문/창문에 맞게, 프레임에 맞게 절단 가능한

휴대용 가이드. 최대 1.9cm(0.75")의 깊이만큼 커팅이 가능합니다.

플러시커팅 휠 사용시 사선 컷에서는 최대 1.42cm(0.56")까지 절단

가능합니다.

크라운 몰딩 가이드절단 가이드 SM844쏘맥스 커팅가이드 ㅣ DSM840

TRSM800은 드레멜 쏘맥스와 트리오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엣지 가이드입니다.

• 사용자가 끝에서부터 최대 16.5cm(6.5")길이까지 절단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가이드

• 스트레이트 엣지 가이드를 드레멜 쏘맥스와 트리오툴 모두에

    부착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적용 위치

• 드레멜 트리오에서 사용시, 피벗 가이드 포인트가 직경

    10.2cm~33cm(4~13")의 원형 커팅을 가능하게 함

• 쉽게 탈부착 가능

원형절단 / 모서리 가이드 TRSM800

• 절단 휠을 오래도록 사용하시려면, 

    사용 시 쏘맥스툴을 힘을 주어 밀기보다는 

    툴자체의 절단 속도를 유지하세요!

사용팁

➊ 조인트 작업용 대각선 컷

➋ 코너 조인트를 다듬을 때는 사선 컷

➌ 문설주 이음새 작업 시 직선 컷

➊

➋

➌



47고객콜센터  080-955-0909 www.dremelkorea.co.kr46 고객콜센터  080-955-0909

인두기 / 토치 제품 사양

제품명 VERSATIP (휴대용 인두기)

모델명 2000

전력원 라이터 전용 정제 부탄가스

가스탱크용량 ±17/±9ml/grams

작동시간 ±45(high)/±90(low)min

가열시간 즉시 - 액세서리 장착 없을 시 ±25sec – 팁 장착시

소비연료량 12g/h

온도 1,200℃ (액세서리 부착 X) / 550℃ (액세서리 부착 O)

중량 135g

제품명 VERSAFLAME (휴대용 토치)

모델명 2200

전력원 라이터 전용 정제 부탄가스

가스탱크용량 42/22ml/grams

작동시간 75min(최대)

가열시간 ±25sec

소비연료량 16g/h

온도 1,200℃ (액세서리 부착 X) / 550℃ (액세서리 부착 O)

중량 227g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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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작업을 완성하는 
휴대용 다목적 작업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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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❼

❹
❸

❷

❺

❶

❶ 다양한 액세서리 탈/부착 가능

❷ 점화 트리거

❸ 안전 잠금장치

❹ 화염 조절 손잡이

❺ 충전 밸브

❻ 화염 잠금 단추 (지속적인 작동용)

❼ 탈부착 가능한 플레임가드

멀티 기능

용접, 멜팅, 슈링킹 등 다양한

액세서리 교체를 통해 여러가지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컴팩트

액체 부탄 가스로

언제든지 충전 가능하며

135g의 가벼운 무게로

컴팩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품구성

액세서리

사용 예시 

•2000 본품          •6종의 액세서리

•납, 렌치, 스폰지    •보관 케이스

•제품설명서

휴대용 인두기 | 2000

납땜 팁 와이드 
블로워 팁

핫 에어 팁컷팅 나이프 쉐이핑 나이프 디플렉터 납, 렌치, 
스폰지

※ 전력원 : 라이터 전용 정제 부탄가스



51고객콜센터  080-955-0909 www.dremelkorea.co.kr50

컴팩트와 안전함을
더한 휴대용 토치

대용량 탱크

22g의 대용량 가스탱크로

최대 75분간 발화 및 다양한 

온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안전 잠금 & 화염 잠금

안전한 사용을 위해 부적합한

사용을 방지합니다.

누르고 있지 않아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0 본품          •6종의 액세서리

•납, 렌치, 스폰지    •보관 케이스

•제품설명서

휴대용 토치 | 2000

※ 전력원 : 라이터 전용 정제 부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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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

액세서리

사용 예시 

❶ 대용량 탱크(22g)

❷ 공기조절밸브

❸ 통합 점화 버튼

❹ 안전 잠금장치

❺ 화염 잠금 단추 (지속적인 작동용)

❻ 충전 밸브 (하단) 및 
    탈부착 가능한 받침대

❻

❹

❸
❷

❺

❶

201
납땜 팁

202
절단 팁

204
우드버닝 전용 팁

※ Kit 이 외 별도 구매 

2000 Versatip과 액세서리 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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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그레이버 / 글루건 제품 사양

제품명 글루건 930

모델명 930

전력량 10W

전압 220V

중량 0.3kg

듀얼 온도 조절 105℃(저온용 글루스틱 사용) / 165℃(고온용 글루스틱 사용)

글루 스틱 직경 7mm

예열시간 5min

접착제 사용량 ≧5g/분

인티드륨노즐 기술 적용 여부 적용

제품명 인그레이버

모델명 290

소비 전력 35W

전압 220V

분당 진동수 6,000spm

중량 0.31kg

음압 86dB(A)

음향 출력 97dB(A)

진동 7.7m/s²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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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작업을 위한 
듀얼 온도 글루건

글루건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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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글루건 본체

•7mm 고온용 글루스틱 GG01(3개입)

•7mm 저온용 글루스틱 GG02(3개입)

•7mm 칼라 글루스틱 GG05(12개입)

•제품설명서

❶ 정밀한 노즐 팁

❷ 실리콘 노즐 보호대 Drip Control 기술 탑재

❸ 7MM 글루스틱 사용

❹ 인체공학적 T-handle

❺ 듀얼 온도 모드(105℃+165℃)

❻ 안정적인 베이스

❼ 누르기 쉬운 트리거 핸들

❽ 연장 플라스틱 받침대

❺
❼

❽

❻

❸

❷

❶

❹

듀얼 온도 모드

HOBBY LINE I 종이, 유리, 플라스틱, 섬유, 목재 등 다양한 자재에 
사용이 가능하며, 듀얼온도 모드를 탑재하여 고온에 취약한 자재에도 
사용 가능하며 저온으로 설정하여 드레멜 컬러 글루 스틱도 

사용 가능

GG01-7mm 글루스틱,
다목적, 고온용 (12개/1팩)
길이 100mm
적용 온도 165-195℃

GG05-7mm 글루스틱,
저온용, 컬러 (12개/1팩)
길이 100mm
적용 온도 105-140℃

GG02-7mm 글루스틱,
다목적, 저온용 (12개/1팩)
길이 100mm
적용 온도 105-140℃

2615GGO1JA 2615GGO2JA 2615GGO5JA

제품구성

액세서리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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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세밀한 조각을 
위한 정밀 작업 툴

인그레이버

고객콜센터  080-955-090956

•인그레이빙을 위한 숫자/문자 판

•9924 카바이드 인그레이빙 팁

❶ 포함된 카바이드 인그레이빙 팁을 이용한 다양한 재료에 적용 가능

❷ 인체공학적 그립 디자인을 적용하여 작업시 편안한 그립감과 적은 피로감

❸ 최상의 인그레이빙 결과를 위한 깊이 조절 기능

❹ 분리된 ON/OFF 스위치를 통한 깊이 설정 유지

❺ 최적의 인그레이빙 제어를 위한 왕복운동

인그레이버 290 전용 팁으로 가죽, 나무, 플라스틱, 유리, 도
자기에도 인그레이빙 작업이 가능합니다.

인그레이버 290 전용 팁으로 유리 및 철재와 
같은 단단한 물질에서도 사용가능하며 
다이아몬드 팁 적용으로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제품구성

액세서리

사용 예시

❺

❸

❷

❶

❹

9924 카바이드 인그레이빙 팁 9929 다이아몬드 인그레이빙 팁

다용도 기능

전용 팁 교체를 통해  PVC, 목재,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재료를
작업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연필을 쥔 듯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최상의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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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멜 고객 서비스 전문가들은 언제나 고객분들에게

드레멜 지식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수리 보증

지역별 보쉬 A/S센터 *는 AS에 전문화된 센터입니다.

*서울 청계 서비스 센터 02) 2279-5029 *대전 서비스 센터 042) 639-0942 *광주 서비스 센터 062) 363-9150

*서울 구로 서비스 센터 02) 2683-8397 *인천 서비스 센터 032) 584-5207 *부산 서비스 센터 051) 319-1566

*안양 서비스 센터 031) 479-0975 *천안 서비스 센터 041) 570-8709 *제주 서비스 센터 064) 702-0982

서울 강동 02) 485-0942 인천 구월 032) 422-0909 광주 서구 062) 603-0942

서울 강동 2 02) 474-4300 인천 논현 032) 811-3625 광주 광산구 062) 955-4962

서울 시흥 02) 806-8338 인천 서구 032) 565-0922 전남 목포1 061) 242-0975

서울 시흥 2 02) 807-5173 인천 남구 032) 888-0989 전남 목포2 061) 283-3456

서울 동대문 02) 921-4693 경기 부천 032) 676-9674 부산 괘법 051) 322-4848

서울 성동 1 02) 2281-0972 대전 오정 042) 626-0975 부산 감전 051) 310-7878

서울 성동 2 02) 498 -4209 대전 대화 042) 627-2197 부산 진구 051) 817-0909

서울 강북 02) 903-0989 청주 상당 043) 213-0945 부산 수영 051) 756-3987

서울 구로 02) 2677-5882 충북 충주 043) 855-3309 부산 금정 051) 522-9948

서울 양천 02) 2680-5846 충남 당진 041) 356-0951 전북 남원 063) 636-0989

서울 서초 02) 576-0989 충남 홍성 041) 631-5809 전북 전주 1 063) 255-0982

경기 안산 031) 495-6948 대구 북구 053) 604-5722 전북 전주 2 063) 243-2315

경기 본오 031) 409-2329 대구 중구 1 053) 250-0769 전북 부안 063) 583-4510

경기 의정부 031) 843-0909 대구 중구 2 053) 251-7180 전북 익산 1 063) 855-7709

경기 남양주 031) 529-5700 대구 중구 3 053) 252-2201 전북 익산 2 063) 843-0989

경기 평택 031) 663-0940 대구 중구 4 053) 253-9871 전북 군산 063) 443-3468

경기 평택 2 031) 684-5509 대구 북성 053) 255-4209 전북 정읍 063) 531-0940

경기 수원 031) 278-0918 대구 태평 053) 257-7212 강원 홍천 033) 433-0903

경기 수원 2 031) 246-0919 대구 달서 053) 584-0140 강원 춘천 033) 252-0203

경기 성남 031) 744-3030 경북 포항 054) 244-2085 강원 원주 033) 743-2211

경기 시흥 1 031) 430-0508 경북 구미 054) 475-7600 강원 강릉 033) 645-3789

경기 시흥 2 031) 430-1188 경북 안동 054) 859-0989 강원 속초 033) 631-0934

경기 안성 031) 674-8807 경남 창원 055) 265-5865 강원 고성 033) 681-5209

경기 포천 031) 541-0983 경남 진주 055) 757-4007 제주 일도 064) 751-0989

경기 여주 031) 886-0979 울산 남구 052) 243-1890 제주 아라 064) 722-3460

드레멜 서비스 센터의 뛰어난 기술자들은 언제나 제품의 신속한 수리와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은, 드레멜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고객 콜센터 

080-955-0909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보증서비스 안내

• 무상 서비스 • 무상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배송료

• 보증 유효 기간

• 무상 서비스 절차 

• 보상판매

보증유효기간 내 제품 중 품질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제품의 보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품을 사용함으로 생기는 지연적인 단순 소모성 부품
    (카본브러쉬, 베어링, 실링, 전원선, 척 등)
ⓒ 비트/수공구류/증정품 및 판촉물(예 : 랜턴)
ⓓ 수명이 다한 경우 – 배터리, 충전기, 필터, LED,
    그 외 소모성 부품들
ⓔ 고객 과실, 천재지변 비 순정부품의 사용, 비 지정 서비스
    센터에 의한 수리의 경우

유상서비스의 경우 왕복배송료 전액 고객 부담

구입일 기준 보쉬 및 드레멜 제품 1년, 충전기 1년,
배터리  6개월 / 스킬 전 제품(충전기, 배터리 포함) 6개월

가까운 보쉬 A/S센터 방문, 보쉬 A/S센터로 제품 배송    
(보증 유효기간 확인을 위한 구입 영수증 혹은 제품 보증서 지참)

부품 공급 중단에 의한 제품 단종 또는 수리가 불가한 제품의
경우, 보쉬가 책정한 가격에 따른 보상판매를 말하며,
보상판매는 지정된 보쉬 A/S센터에서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