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식 블라스터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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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coo® 는 강철, 철, 콘크리트 또는 석재와 같은 다
양한 재질의 표면에 흡착된 녹, 페인트, 타르, 에폭시,
페인트, 접착제 등을 제거하기 위한 회전식 디스크입
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조절 가능한 보호대와 같이 사용할
경우 유리섬유 재질의 표면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
습니다. Tercoo® 블라스팅 작업을 통하여, 도장 및
코팅에 적합 한 표면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ercoo® 는 최적화된 도장 및 코팅 표면 전처리 작업
을 가능하게 합니다.

Tercoo® 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Tercoo® 는 12개의 고강도 텅스텐 합금 재질의 핀
이 부착된 천연 고무 디스크입니다.
전기드릴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디스크에 장착된 핀
들이 청소할 표면에 망치질을 합니다.
이 “망치질” 효과는 철판의 낡은 페인트, 아스팔트
찌꺼기, 타르 및 기타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블라스
팅 된 표면처리를 제공합니다. 철판뿐만 아니라 석
재나 콘크리트 표면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망치질 작업은 열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ercoo® 는 아스팔트 찌꺼기, 타르, 접착제, 실란트
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운 물질에 특
히 효과적입니다. 그라인딩, 샌딩, 브러슁 같은 다른
방법들은 열을 발생시켜, 표면의 코팅을 녹여 공구가
빨리 손상 됩니다.

밀스케일 제거

생산 홀에서 안전 라인 제거

두꺼운 필러 층 제거

Tercoo® 모델 종류
Tercoo® 는 최대스피트 4,000 rpm 드릴에 적합한
4개지 모델이 있습니다:
■
Tercoo® 싱글 타입: 작은 영역용 예) 오래된 페
인트, 또는 작은 녹 지점 등.
■
Tercoo® 더블 타입: 더 넓은 지역용. 예) 용골
또는 작은 갑판.
■	Tercoo® 트리플 타입: 넓은 공간용. 예) 수중 선
체 또는 전체 갑판.
세미 프로페셔널 및 전문가용:
■
Multi-Tercoo®, 6각형 샤프트에 8개의 디스크
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Fein 기계 포함, 특히 다중 Tercoo® 디스크
용으로 적합니다.
■
산업용으로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	Tercoo® 멀티 다중 디스크는 별도로 교체용
으로 공급 가능 합니다.

Tercoo® 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선박
Tercoo® 는 오래된 페인트, 녹, 타르 및 오염 물질
의 축적을 제거하여 선박 유지 보수에 탁월한 완벽
한 도구입니다.
해양
Tercoo® 는 물 또는 방습 코팅으로 작업하는 해양
구조물의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탁월한 도구
입니다.
산업
Tercoo® 는 스파크가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용접 이음매를 청소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건축
Tercoo® 는 염소 화합물이 사용되는 콘크리트 및
고무를 청소하는 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작업목적
Tercoo® 는 범퍼, 문, 빔 및 용접부의 녹 발생을 처
리하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Tercoo® 는 텍틸(자동
차 샤시 방식제)도 제거 가능 합니다.

Tercoo® 싱글

기술 사양

사이즈:
■
디스크 지름: 126 mm +/- 0.8 mm
■
디스크 두께: 6.7 mm +/- 0.3 mm
■
스터드 사이즈: 8 mm
Tercoo® 더블

타르 제거

Tercoo® 트리플

텍틸 제거

제질:
■	고무 : 바인더가있는 천연 고무
50 Shore A 경도.
■	텅스텐 카바이드 - 하드 메탈 :
경도 1500HV

Tercoo® 먼지 커버 및 조절식 보호대 툴
Tercoo® 는 좀더 효과적이고, 친환경 작업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하여 먼지커버와 조절식 보호대라는 2개의
악세서리를 개발하여 추천 드립니다.

Tercoo® 먼지 커버

먼지 커버는 진공청소기와 결합이 가능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도구는 특히 야외에서 작
업 할 때 유익 합니다.

Tercoo® 조절식 보호대 툴

Tercoo® 조절식 보호대는 섬유 유리에서 겔 코트
(gelcoat)를 쉽게 제거합니다. 보호대를 조정하여
제거 할 겔 코트의 깊이를 정확하게 설정 할 수 있습
니다.
보호대는 디스크에 대한 압력을 최소로 하여, 수명
을 연장시키므로 철재나 강철표면에 사용하기에 이
상적입니다.

먼지 커버 연결

페인트 제거 (조절식 보호대와 먼지 커
버 포함)

조절식 보호대와 먼지 커버

녹 제거

먼지 커버와 조절 식 보호대는 함께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젤코팅을 제거할 때
는 필수적입니다.

FEIN WPO 14-25 E
(Tercoo® Multi에 적용)

당신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사용 및 안전:

■	항상 고글, 작업용 장갑, 먼지 마스크 및 보호복

을 착용 해야합니다
■
최대 속도 4,000rpm
■
2,500에서 3,000 rpm 사이에서 최적의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회전방향 : 시계방향
■	디스크는 가장자리나 돌출된 표면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자에 포함:
■ 핸들과 가드가 있는 홀더;
■
도구 상자
■
설명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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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출력: 1,200W
정격 속도: 900~ 2,500RPM
케이블 길이 : 4 meters
Tercoo® 멀티를 제외한 무게 : 2.4kg
디스크 고정나사: M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