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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A 18V 5,0Ah M-C
100% longer lifetime

Premium runtime
Additional 25% runtime compared to 
Bosch 18V 4,0Ah battery

100% longer lifetime
Compared to battery w/o CoolPack

100% compatible 
To all Bosch Blue Li-Ion tools and  
chargers within same voltage class

WH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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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it GBA 18V 5.0Ah M-C

Voltage V 18

Capacity Ah 5.0

Weight g 620

Size mm 115x74x56

Premium Run Time  
Longer runtime than competitors thanks 
to best temperature management for 
continuous work all day

Most Compact 
Smallest 5.0Ah battery pack  in the 
market (same size as Bosch 4.0Ah 
battery pack)

Fuel Gauge
LED Indicator for battery stage of charge

Single Cell Monitoring
for maximum performance of high 
capacity cells

Lightest Weight
Lightest 5.0Ah battery 
pack in the market

Longer Life Time  
●  Up to 100% longer life time
●  Bosch CoolPack for active 

temperature management

100% compatible
to all Bosch Blue Li-Ion tools and 
chargers within the 18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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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더 길어진 작동시간
18V 4.0Ah 배터리에 비해
25% 더 향상된 작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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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길어진 수명
쿨팩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배터리보다
100% 더 길어진 수명

03
100% 호환성
같은 전압 내에서 모든 리튬이온 공구 및
충전기와 호환 가능

18V 5.0Ah 배터리

더 길어진 작동시간! 더 길어진 수명!

더 길어진 작동시간
4.0Ah보다 25% 더 길어진 작동시간으로 
지속적인 작업에 적합

동급에서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
보쉬 18V 4.0Ah 배터리와 같은 사이즈로
가장 컴팩트한 5.0Ah 배터리

배터리 충전상태 표시기
배터리 충전 단계를 나타내는 LED 표시기

동급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
620g의 초경량 5.0Ah 배터리로
피로감을 최소화

쿨팩시스템으로 길어진 수명
● 100% 수명 향상
●  쿨팩 기능이 탑재되 

온도관리시스템

100% 호환 가능
같은 전압 내에서 모든 보쉬 리튬이온 충전공구와 
충전기 호환 가능

항목 단위 18V 5.0Ah 배터리

전압 V 18
배터리 용량 Ah 5.0
중량 g 620
크기 mm 115x74x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