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에어 임팩트 렌치



성능, 인체공학 및 내구성의 완벽한 조화CWC
시 리 즈

드라이브 크기 및 방식 1/4" 피스톨 3/8" 피스톨 1/2" 피스톨 1/2" 피스톨, 확장 앤빌 3/4" 피스톨

최대 적용 토크 – Nm 65 610 1085 1085 1890

최대 개방 토크 – Nm 100 745 1600 1600 2440

무부하 속도 – RPM 13.000 10.000 8000 8000 6000

길이 – mm 152 152 186 244 215

무게 – kg 0,9 1,3 2 2,1 3,5

보증 기간 2년 2년 2년 2년 2년

소음 레벨* – dB(A) 87 90 87 87 90

*소음기 설치 시 소음 레벨 출력 옵션:  QC – 1/4" 퀵 체인지 척  |  R – 고정 링  |  P – 핀 앤빌 또는 핀 홀  |  RE– 확장 고정 링 앤빌  |  PE – 확장 핀 앤빌

CWC-250QC
CWC-250R

CWC-375P
CWC-375R

CWC-500P
CWC-500R

CWC-500PE
CWC-500RE

CWC-750P

최첨단 트리플 사이클  
열 처리 방식의 임팩트 메커니즘:  
지속적인 고성능 보장

일반 및 확장 핀 또는  
링 앤빌 사용 가능:  
접근이 어려운 작업도  
손쉽게 처리

 가변속 작동 버튼:  
 정밀한 제어

통합 범퍼:  
제품 보호

산업용 베어링:  
지속적인 성능 보장

소음기:  
공구 내 기본 장착

CWC 시리즈는 강력한 성능, 탁월한 내구성 및 사용자를 위한 인체공학을 단일 제품에 구현한 편리하고  
가벼운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CWC 시리즈는 신뢰성이 뛰어난 트윈 해머 메커니즘과 산업용 베어링으로 
지속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고출력 Cleco 모터:
강력한 성능, 뛰어난 밸런스 및 
손쉬운 작동

한 손 조작이 가능한 
정방향/역방향 푸시 버튼:
탁월한 인체공학

인체공학적인 컴포트 
그립 핸들:
뛰어난 내화학성, 
내온도성 및 진동 감소 
성능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위한 설계CWM
시 리 즈

드라이브 크기 및 방식 3/8" 피스톨 1/2" 피스톨 3/4" 피스톨

최대 적용 토크 – Nm 450 1200 1720

최대 개방 토크 – Nm 610 1620 2330

무부하 속도 – RPM 12.000 9000 6000

길이 – mm 140 180 210

무게 – kg 1,5 2,6 4,7

보증 기간 2년 2년 2년

소음 레벨 – dB(A) 89 90 91

 출력 옵션:  R – 고정 링  |  P – 핀 앤빌 또는 핀 홀

CWM-375R
CWM-375P

CWM-500R
CWM-500P

CWM-750P

견고한 금속 구조:  
어떠한 환경에도 견디도록 
전 파트 금속 구조

소프트터치 그립: 
미끄러짐, 온도 및 
진동으로부터 보호

가변속 작동 버튼:  
정밀한 제어

CWM 시리즈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닥에 끌고, 2층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콘크리트 벽에 던지고, 극한 환경에 노출하는 등 가장 가혹한 테스트를 통과한 CWM 시리즈는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핀 또는 링 앤빌 사용 가능:  
뛰어난 다목적성

대형 속도 조절식 
정방향/역방향 레버:
손쉬운 작동

최첨단 트리플 사이클 
열 처리 방식의 임팩트 
메커니즘:
가장 가혹한 작업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고성능 보장



드라이브 크기 및 방식 3/8" 피스톨 1/2" 피스톨 3/4" 피스톨 1" 피스톨

최대 적용 토크 – Nm 560 1050 1760 1760

최대 개방 토크 – Nm 690 1490 2030 2030

무부하 속도 – RPM 8000 8500 5500 5500

길이 – mm 157 193 221 231

무게 – kg 1,3 2,2 3,7 3,8

보증 기간 1년 1년 1년 1년

소음 레벨* – dB(A) 87 89 91 91
*소음기 설치 시 소음 레벨 출력 옵션:  R – 고정 링  |  P – 핀 앤빌 또는 핀 홀

높은 토크, 낮은 무게, 탁월한 가치CV
시 리 즈

CV-375R
CV-375P

CV-500R
CV-500P

CV-750P CV-750P-8

핀 또는 링 앤빌  
사용 가능:
뛰어난 다목적성

속도 조절식  
정방향/역방향 다이얼:  
신속한 조절

견고한 금속  
엔드 플레이트:  
어떠한 환경에서도 
공구 보호

소음기:  
공구 내 기본 장착

CV 시리즈는 일반적인 산업 생산,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실용적이고 견고한 제품입니다.  
가볍고 사용이 편리한 CV 시리즈는 Cleco만의 뛰어난 성능을 통해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가변속 작동 버튼:
정밀 제어

견고한 Cleco 모터:
뛰어난 무게당 출력비

강력한 트윈 해머  
메커니즘:
강한 출력 및  
작은 반력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어 임팩트 렌치



대리점
표시 영역

120년 이상 Cleco는 글로벌 산업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다른 공구가 정비소나 타이어 매장을 위해 개발된 반면, Cleco는  
가장 가혹한 산업 환경을 위한 공구를 만들고 테스트합니다. 다른 공구가 쉽게 약해지고, 파손되고, 수리하기가 어려운 반면, 
Cleco의 공구는 가장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때도 지속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제 "TOUGH TOOLS. EASY CHOICE."로 
대변되는 Cleco 산업용 에어 임팩트 렌치를 믿고 사용해 보십시오. 

어셈블리 공구 재료 제거 공구 산업용 체결 공구

•   DC 전기 어셈블리 시스템

•   지능형 스핀들

•   펄스 공구

•   어셈블리 스크류드라이버 및 너트런너

•   임팩트 렌치

•   고정장치 어셈블리 솔루션

•   맞춤형 어셈블리 솔루션

•   앵글 그라인더

•   버티컬 그라인더

•   정밀 그라인더

•   다이 그라인더

•   산업용 드릴 솔루션

•   항공기 드릴

•   전동 공구

•   버퍼, 폴리셔 및 샌더

•   산업용 비트 및 소켓

•   유니버셜 조인트

•   파손 방지 보호 커버

•   임팩트 공구 소켓, 어댑터, 및 연장부

•   특수 체결 공구

더욱 자세한 정보는 가장 가까운 대리점이나 www.apextoolgroup.com을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WC 시리즈 
프리미엄 복합 소재

CWM 시리즈 
프리미엄 금속

CV 시리즈 
밸류 복합 소재

트윈 해머 임팩트 메커니즘

고효율 에어 모터

가변속 작동 버튼

한 손 조작이 가능한 정방향/역방향 푸시 버튼

통합 보호 범퍼

모듈형 소음기 시스템

소프트 그립 핸들

핀 및 링 앤빌 사용 가능

복합 소재 하우징

전 파트 금속 하우징

공구 행거 액세서리

확장 앤빌 사용 가능

보증 2년 2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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