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ProductSales Almanac NO.4 1 New ProductSales Almanac NO.5

깊이 조절 장치
최대 25mm까지 절단

청소기 연결 용 
어답터

커버위에 장착하여 
쉽고 빠른 절단 
작업 시작 가능

특장점
손쉬운 설치
쉽고 빠른 장착으로 편리한 작업!
그라인더 커버 위에 바로 장착 가능

01

02 깊이 조절 
최대 25mm까지 깊이 조절 가능

청결한 작업환경
보쉬 청소기와 쉽게 연동 가능03

GDE 시리즈 - 그라인더용
5"용 일반형 절단 집진기 : GDE 125 EA-S / GDE 125 EA-T
그라인더 절단 작업 시 집진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주요 사용자
●    작업 중 간간히 절단 작업이  

필요한 분

제품명 GDE 125 EA-S GDE 125 EA-T

제품 사진

제품번호 1 600 A00 3DH 1 600 A00 3DJ

제품설명 5" 일반형 절단 집진기 5" 일반형 절단 집진기

구분 일반형 일반형

장착 방법 커버위에 장착하여 쉽고 빠른 절단 작업 시작 가능 커버위에 장착하여 쉽고 빠른 절단 작업 시작 가능

절단 가능 깊이 25mm 25mm

장착 가능 그라인더 GWS 750-125 GWS 15-125 CISTH
GWS 17-125 INOX

*청소기 연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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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최적의 디자인
절단에 최적화된 견고한 디자인01

02 확실한 집진 
높은 집진성

청결한 작업환경
보쉬 청소기와 쉽게 연동 가능03

GDE 시리즈 - 그라인더용
5"용 고급형 절단 집진기 : GDE 115/125 FC-T
그라인더 절단 작업 시 집진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주요 사용자
●    절단을 주 작업으로 하시는 분

*청소기 연결 필요

청소기 연결 용 어답터

깊이 조절 장치
최대 25mm까지 절단

보조 바퀴

제품명 GDE 115/125 FC-T

제품 사진

제품번호 1 600 A00 3DK

제품설명 5" 고급형 절단 집진기 

구분 고급형

장착 방법 절단면이 노출되지 않아 분진 발생 최소화 효과

절단 가능 깊이 25mm

장착 가능 그라인더
GWS 15-125 CISTH
GWS 17-125 I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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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연결 용 
어답터

깊이 조절 장치
최대 60mm까지 절단

특장점
최적의 디자인
절단에 최적화된 견고한 디자인01

02 확실한 집진 
높은 집진성

청결한 작업환경
보쉬 청소기와 쉽게 연동 가능03

GDE 시리즈 - 그라인더용
9"용 고급형 절단 집진기 : GDE 230 FC-S / GDE 230 FC-T
그라인더 절단 작업 시 집진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주요 사용자
●    절단을 주 작업으로 하시는 분

제품명 GDE 230 FC-S GDE 230 FC-T

제품 사진

제품번호 1 600 A00 3DL 1 600 A00 3DM

제품설명 9" 고급형 절단 집진기 9" 고급형 절단 집진기

구분 고급형 고급형

장착 방법 절단면이 노출되지 않아 분진 발생 최소화 효과 절단면이 노출되지 않아 분진 발생 최소화 효과

절단 가능 깊이 60mm 60mm

장착 가능 그라인더 GWS 20-230 GWS 20-203 LVI

보조 바퀴

*청소기 연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