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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절삭 및 
그라인딩

앵글 그라인더

4” 앵글 그라인더 AG 100-S    135p
 절단석, AC-D 137p

절단석 콤보, AC-D     137p
연삭 디스크, AG-D    138p

연마석 콤보 138p
메탈 컷팅 디스크 138p
다이아몬드 컵휠 139p

목재용 직쏘 톱날 HCS (고강도 탄소강) 140p
금속용 직쏘 톱날 BiM (바이메탈) 140p

다목적 (범용) 직쏘 톱날 BiM (바이메탈) 141p



135134

절단, 절삭 및 그라인딩

4

   4

힐티홈페이지 : www.hilti.co.kr 고객 서비스 통합 상담실 (수리 서비스 포함) : 080-220-2000

힐티 절단, 그라인딩 및 절삭 공구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탁월한 성능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AG 100-D/AG 100-S 앵글 그라인더
4” 그라인더 상의 850/700W (AG) 모터 덕분에 효율적인 
절단/그라인딩 작업이 가능합니다.

AG 4S-A22 (100) 충전 앵글 그라인더
최대 100mm의 디스크를 사용하여 일상 커팅 및 그라인딩용 
22V 충전 앵글 그라인더(브러시)

AG 125-A22 충전 앵글 그라인더
최대 125 mm 직경의 디스크를 사용하여 일상 커팅 및 그라
인딩용 브러쉬리스 모터를 장착한 22V 배터리 사용 충전 앵
글 그라인더.

VC 20 / 40-U / VC 40-U-Y, 
DG-EX 100/4” (콘크리트 그라인딩에 한함)

4” 앵글 그라인더 AG 100-S

충전 4” 앵글 그라인더 AG 4S-A22

충전 5” 앵글 그라인더 AG 125-A22

어플리케이션

● 금속 절단 및 그라인딩

● 광물질의 간헐적 절단/절삭

● 주요 용도: 마감 작업

장점

● 강력한 850 W(AG 100-8S) / 700 W(AG 100-7S) 모터

● 좁은 공간의 접근을 위한 낮은 프로파일 위치

● 사용이 쉽고 편리함

● 높은 작업 편의성 -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도 낮음

● 여분의 카본 브러시 세트 제공

기술 자료
디스크 직경 100 mm

최대 절단 깊이 16 mm

무부하 속도 11500 rpm

치수 (길이x폭x높이) 284 x 79 x 103 mm

EPTA 절차서(01/2003)
기준 중량

1.9 kg

주문 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AG 100-8S 앵글 그라인더 AG 100-S 1 개 2213173
연마석(Grid 36) 300장 /유선 그라인더 콤보 세트 앵글 그라인더 AG 100-S, 300x 연마석 AG-D 105 SP G36 Flex (25) 1 개 3700887
연마석(Grid 60) 300장 /유선 그라인더 콤보 세트 앵글 그라인더 AG 100-S, 300x 연마석 AG-D 105 SP G60 Flex (25) 1 개 3701546
연마석(Grid 80) 300장 /유선 그라인더 콤보 세트 앵글 그라인더 AG 100-S, 300x 연마석 AG-D 105 SP G80 Flex (25) 370139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Order Now

주문 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무선 4” 앵글 그라인더 AG 4S-A22 100 박스 1 개 2206012 

무선 4” 앵글 그라인더 AG 4S-A22 100 케이스 1 개 2234727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패키지 구성 패키지 수량 품번

무선 5" 앵글 그라인더 AG 125-A22 박스 무선 5" 앵글 그라인더 AG 125-A22 1개 1 개 2109986

무선 5" 앵글 그라인더 AG 125-A22 케이스 무선 5" 앵글 그라인더 AG 125-A22 1개 1 개 2109985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S_7124/CLS_GRINDERS_SANDERS_7124/CLS_ANGLE_GRINDERS__7124/r2328143?combo_content=c2aafb2762e5295bf93c349a7eea6814&itemCode=35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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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코드 패키지 수량 품번

집진 후드 (그라인딩) DG-EX 100/4”
콘크리트/광물질 그라인딩용 집진 후드

■ ■ 1개 2101313

집진 후드 (그라인딩) DG-EX 125/5”
콘크리트/광물질 그라인딩용 집진 후드

■ ■ 1개 2126539

집진 후드 (절단) DC-EX 125/5”C
콘크리트/광물질 절단 또는 슬리팅용 집진 후드

■ ■ 1개 284978

집진 후드 (슬리팅) DC-EX 125/5”M
콘크리트/광물질 절단 또는 슬리팅용 집진 후드,

이중 디스크 호환성

■ 1개 267720

어댑터 DC-EX SL 키트
콘크리트 및 광물질 슬리팅용 절단석 2개를 분리하기 위해 집진 후드 (슬리팅)

DC-EX 125/5”M과 함께 사용

■ 1개 3529451)

신속 잠금 납작 너트
M14 스핀들(125, 150, 180 및 230 mm 직경)에 체결

■ 1개 2149274

측면 손잡이 ■ ■ 1개 282140

측면 손잡이 ■ ■ 1개 20798491)

미세 피치 스레드 너트 M14 ■ 1개 435770

미세 피치 스레드 너트 M14 ■ 1개 2138623

미세 피치 스레드 너트 M10 ■ ■ 1개 20798521)

너트 M14 ■ ■ 1개 20099901)

너트 M10 ■ ■ 1개 20798511)

보호 커버 ■ ■ 1개 341429

보호 커버 ■ ■ 1개 20798451)

클립온 전면 커버 ■ ■ 1개 2103510

클립온 전면 커버 ■ ■ 1개 20798461)

1) 비재고 품목입니다. 품목 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힐티 담당자에 문의하세요.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앵글 그라인더 부속품 절단석, AC-D

절단석 콤보

Order Now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강재/스테인리스강 배관/로드/프로파일 및 금속판 절단

장점

● 최대 성능 및 긴 수명을 위한 강력 접착식 디스크

주문 코드 디스크 직경 날/디스크 두께 내경 사이즈 최대 허용 속도 패키지 수량 품번

절삭 디스크 AC-D 105x1.0x16 UP (100) 105 mm 1.0 mm 16 mm 15300 rpm 100 개 2144965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구성품 1 (수량) 구성품 2 (수량) 품번

절단석 SPX 300장 / 충전 그라인더 (AG 4S) 콤보 AC-D SPX (300 ea) AG 4-S (1 ea) 3701316
절단석 AC-D SPX (4") 300장 세트 AC-D SPX (300 ea) 3701286
절단석 AC-D SPX (4") 500장 세트 AC-D SPX (500 ea) 3699670
절단석 SP(경질) 300장 / 유선 그라인더 콤보 AC-D SP 경질 (300 ea) AG 100-8S (1 ea) 3560401
절단석 SP(연질) 300장 / 유선 그라인더 콤보 AC-D SP 연질 (300 ea) AG 100-8S (1 ea) 3560402
절단석 UP 300장 / 유선그라인더 콤보 AC-D UP (300 ea) AG 100-8S (1 ea) 3561218
절단석 UP 500장 / 유선 그라인더 콤보 AC-D UP (500 ea) AG 100-8S (1 ea) 3561133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ABRASIVE_DISCS_7126/CLS_CUTTING_ABRASIVE_DISCS_7126/r7819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ABRASIVE_DISCS_7126/CLS_CUTTING_ABRASIVE_DISCS_7126/r7819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ABRASIVE_DISCS_7126/CLS_CUTTING_ABRASIVE_DISCS_7126/r7599199%3FitemCode%3D37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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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코드 내경 사이즈 품번

4” 메탈 컷팅 디스크 (16mm) 16 mm 3671759
5” 메탈 컷팅 디스크 (16mm) 16 mm 3671760
5” 메탈 컷팅 디스크 (22.23mm) 22.23 mm 3674554
7” 메탈 컷팅 디스크 (22.23mm) 22.23 mm 367176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연삭 디스크, AG-D 

연마석 콤보

메탈 컷팅 디스크

Order Now

Order Now

Order Now

주문 코드 디스크 직경 
(mm)

세그먼트 높이 
(mm)

세그먼트 수 전용 모재 패키지 수랑 품번

컵휠 4인치 100/4” P(2) univ. 100 mm 12 mm 5 콘크리트 2 개 2156233
컵휠 7인치 180/7” P(2) univ. 180 mm 12 mm 9 콘크리트 2 개 2163740

컵휠 7인치 180/7” P(6) univ. 180 mm 12 mm 5 콘크리트 6 개 2163743
컵휠 4인치 + 그라인더 세트
컵휠(20ea)+그라인더+먼지후드+플랜지

100 mm 12 mm 9 콘크리트 1 개 3560399

컵휠 4인치 + 그라인더 + VC40 청소기 세트
컵휠(20ea)+그라인더+먼지후드+플랜지+VC40

100 mm 12 mm 9 콘크리트 1 개 3563362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다이아몬드 컵휠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강재/스테인리스강 모서리 및 표면 그라인딩

어플리케이션

● 그라인딩 콘크리트 및 천연 석재

장점

● 장기적인 성능 보장을 위한 유연 접착식 디스크 

장점

● 우수한 그라인딩 속도

● 우수한 수명

● 첨단 코어 밸런싱 기술로 낮은 진동

● 신뢰성 있는 설계 - 모든 곳에 사용되는 CD 용접 기술 및 최고 등급 재료

● 단일 열, 이중 열, 터보 또는 나선형 세그먼트 컵 휠보다 높은 성능 제공

주문 코드 디스크 직경 날/디스크 두께 내경 사이즈 최대 허용 속도 패키지 수량 품번

연마석 AG-D 105 SP G36 Flex (20) 105 mm 2.5 mm 16 mm 14550 rpm 20 개 2293099
연마석 AG-D 105 SP G60 Flex (20) 105 mm 2.5 mm 16 mm 14550 rpm 20 개 2293130
연마석 AG-D 105 SP G80 Flex (20) 105 mm 2.5 mm 16 mm 14550 rpm 20 개 2293131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구성품 1 (수량) 구성품 2 (수량) 품번

연마석(Grid 36) 300장 /유선 그라인더 콤보 세트 AG-D G36 (300 ea) AG 100 8-S 3700887
연마석(Grid 60) 300장 /유선 그라인더 콤보 세트 AG-D G60 (300 ea) AG 100 8-S 3701546
연마석(Grid 80) 300장 /유선 그라인더 콤보 세트 AG-D G80 (300 ea) AG 100 8-S 370139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ABRASIVE_DISCS_7126/CLS_GRINDING_ABRASIVE_DISCS_7126/r8238312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ABRASIVE_DISCS_7126/CLS_GRINDING_ABRASIVE_DISCS_7126/r8238312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ABRASIVE_DISCS_7126/CLS_GRINDING_ABRASIVE_DISCS_7126/r12504679%3FitemCode%3D3700887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ABRASIVE_DISCS_7126/CLS_GRINDING_ABRASIVE_DISCS_7126/r8238312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ABRASIVE_DISCS_7126/CLS_GRINDING_ABRASIVE_DISCS_7126/r12504679%3FitemCode%3D3700887
https://www.hilti.co.kr/c/CLS_POWER_TOOL_INSERT_7126/CLS_DIAMOND_GRINDING_WHEELS_7126/r463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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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코드 톱날 유형 톱니 부분
길이

톱니 간격 인치당 
톱니 수

패키지 수랑 품번

목재용 직쏘날 WD 93 2.5 HCS (5) QualiCut 93 mm 2.5 mm 10 5 개 2154916
목재용 직쏘날 WD 93 2.5 HCS (25) QualiCut 93 mm 2.5 mm 10 25 개 2154906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주문 코드 톱날 유형 톱니 부분
길이

톱니 간격 인치당 
톱니 수

패키지 수랑 품번

금속용 직쏘날 MD 155 2 BiM (5) 155 mm 2 mm 13 5 개 2154882

금속용 직쏘날 MD 155 2 BiM (25) 155 mm 2 mm 13 25 개 2154718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목재용 직쏘 톱날 HCS (고강도 탄소강)

금속용 직쏘 톱날 BiM (바이메탈)

기술 자료
기준 소재 목재

톱날 소재 HCS

톱날 특징 긴 수명, 깔끔한 절단, 정확한 각도

섕크 싱글 러그 섕크 (T-섕크)

기술 자료
기준 소재 금속

톱날 소재 BIM 바이메탈

섕크 싱글 러그 섕크 (T-섕크)

Order Now

Order Now

주문 코드 톱니 부분
길이

인치당 
톱니 수

패키지 수랑 품번

범용 직쏘날 UB 108 P BiM (5) 108 mm 5-10 5 개 2154901
범용 직쏘날 UB 108 P BiM (25) 108 mm 5-10 25 개 2154900

힐티 웹사이트에서 최신 품번 및 관련 제품들을 확인하세요.

다목적 (범용) 직쏘 톱날 BiM (바이메탈)

기술 자료
기준 소재 복합 소재

톱날 특징 긴 수명,  곡선 절단

톱날 유형 CurveCut

Order Now

어플리케이션

● 고속, 정밀, 직선 또는 곡선 절단에 최적화된 힐티 톱날

어플리케이션

● 판금, 금속 튜브 및 배관의 절단

어플리케이션

● 동일한 톱날을 활용한 목재, 금속 및 플라스틱의 절단.

장점

● 직선 또는 곡선 절단에 따라 다양한 톱날 형상과 톱니 선택이 가능한 

   힐티 직쏘 톱날

장점

● 직선 또는 곡선 절단에 따라 다양한 톱날 형상과 톱니 선택이 

   가능한 힐티 직쏘 톱날

장점

● 다양한 형상과 톱니 선택이 가능한 힐티 직쏘 톱날: 

   직선 또는 곡선 절단 모두에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