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DETAILS

PushDrive
간단히 밀어 작동하는 신개념 충전 스크루 드라이버 

PRODUCT FEATURES

간편한 작동

Features 1

•“Push&Go” 기능으로 누르기만 하면 

     작동 되어 편리합니다.

수동 모드

Features 3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여,

    수동으로도 스크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기술 적용

Features 4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덕분에 

    메모리 효과, 자가 방전이 없습니다.

TECHNICAL DETAILS

구분 내용

배터리 전압 3.6 V

배터리 용량 1.5 Ah

배터리 내장

무부하 속도 360 rpm

경질/연질 스크류 작업 시 최대 토크 2.5 / 5 Nm

충전 시간 1.5 h

드릴 척 자가 비트 홀더 (육각 샹크)

공구 중량 0.3 kg

비트 개수 32개 기본 비트

최대 나사 지름 5 mm

Micro-USB 충전기 있음

토크 조절 가능

Push&Go 기능* 있음

PushDrive

Push&Go

누르는 것 만으로 쉬운 작동
(전원 켤 필요 없음)

충전 표시 LED

배터리 충전 상태 
쉬운 확인 가능

리튬이온 배터리 (1.5 Ah) 

•메모리 효과 없음
•자체 방전 효과 없음
•언제나 사용 가능하게 준비됨

토크 조절 휠

토크 조절 가능

¼인치 육각 비트 홀더

알루미늄 커버

튼튼한 전면 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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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ONENT

PushDrive 구성품

❶ 본체

❷ 비트 세트 (32pcs)

❸ 마이크로 USB 충전기

❹ 보관 케이스

적합등록필증번호

작업 모드 스위치 버튼

회전 방향 및 수동 모드 선택가능

Micro-USB 충전 포트

쉬운 스마트폰 충전기 방식

안전확인신고 번호

ZU10240-18007 원산지 : 

토크 선택 가능

Features 2

•토크 선택을 통한 작업 통제력이 향상됩니다.

USER NEED

"Push&Go" 기능을 이용하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PushDrive는 나사에 약간의 압력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시간에 많은 작업을 완성하고자 하는 분에게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간단히 밀어 작동하는 신개념 충전 스크루 드라이버 

PushDrive

컴팩트한 디자인

Features 5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PRODUCT INTRODUCTION

보쉬 충전 스크루 드라이버

PushDrive

파워모드 수동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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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모드•파워 모드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PushDrive
저는 작고 가벼운 공구를 선호합니다!

저는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공구를 찾아요.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토크 조절이 가능한 스크루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수동 스크류 드라이버의 대체품이 필요해요.

큰 공구들 외에, 작은 작업을 위한 
유용한 스크루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저는 다른 작업을 할 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공구가 필요해요.

말레이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