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CP-CORDLESS.COM

People.  
Passion.  
Performance.

카센터 및  자동차 정비 전문가용 

충전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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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한계에 
도전
수리를 원하십니까? 접근성이 안좋습니까? 빠른 작업을 

원하십니까? 모든 작업이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생각했던 

것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시카고 뉴매틱에서 출시한 

신제품 '충전 공구 시리즈'는 강력한 힘, 작업의 유연성 

그리고 작업의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성능과 

사용의 편의성을 갖춘 시카고 뉴매틱 임팩렌치와 드릴 

드라이버는 고객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시카고 뉴매틱,  
작업의 자유로움
에어 공구의 성능과 충전 공구의 이동성 결합
시카고 뉴매틱은 에어 공구의 성능과 충전 공구의 이동성을 결합한 신제품을 카센터 및 
자동차 정비 전문가 에게 새롭게 선보입니다. 시카고 뉴매틱 충전공구 시리즈는 최고 
수준의 파워와 토크를 제공합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의 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 
시리즈는 간편하게 다양한 작업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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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8548
½" 해머 드릴 드라이버

CP8528
⅜" 드릴 드라이버

CP8848
½" 임팩 렌치 

CP8828
⅜" 임팩 렌치

CP8818
¼" 임팩 드라이버

강력한 파워 & 토크 
에어 공구를 사용해 본 사용자라면, 시카고 
뉴매틱의 충전 공구의 뛰어난 성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맞춤 설계된 모터와 내구성이 
강한 기어박스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파워와 토크를 충족시켜줍니다.

이동성
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만 있으면, 
사용자는 어떤 장소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휴대하기 편리한 시카고 뉴매틱 
임팩렌치와 드릴드라이버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량 내 외부의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는 어둡고,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의 작업에 이상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손에 꼭 맞는 공구
일반 에어 공구는 손에 쥐고 작업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 시리즈는 손에 꼭 맞으며, 
스위치 또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견고함
툴 박스의 내.외부, 기름 때 묻은 손, 
미끄러운 바닥 등 시카고 뉴매틱은 사용자의 
장비가필요로 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충전 공구의 부품과 
하우징은 최고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사용 범위   
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카센터 및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을 위한 장비를 공급해온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카고 뉴매틱은 
다양한 범위에 사용되는 배터리 충전 
공구를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1/2",1/4", 3/8" 의 임팩렌치와 1/2",3/8" 
드릴 드라이버는 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성능 배터리 
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는 작업에 더욱 더 적합한 배터리로 구성되었습니다.  
20볼트-CP20XP 와 12볼트-CP12XP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 보다 2배나 많은 
작업시간을 제공합니다. 
내구성을 극대화한 시카고 뉴매틱 공구는 긴 제품 수명을 보장합니다. 

긴 작업시간 
■ 4Ah NEW 배터리 셀은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 보다 2배 긴 작업시간을 제공

길어진 제품 수명
■ 견고한 배터리팩 디자인과 최첨단 

리튬이온 셀이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킴

간편한 조작
■ 배터리는 제품 몸체에 부드럽게  

밀어서 결합이 가능하며, 측면 버튼을 
이용해서 빠르게 분리할 수 있음. 

내구성
■ 이중 스폿 용접을 적용하여 진동과 열로부터 최적의 배터리 보호 

실현. 대용량 방열판은 추가로 열을 제거함

안전성
■ 배터리의 과열 및 과부하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셀 

모니터링 3중 보호 전기회로

충격 보호
■  단단한 셀 받침대 

(거치대)가 개별 셀을 
지탱하고 제자리에 
고정시켜줌

사용의 편리함 
■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을 표시해 주는 4개의 LED

충격에 대한 저항력
■  배터리 양쪽 측면에 위치한 복합 범퍼가 

추가적인 충격 흡수역할을 함
■ 고무 완충 장치는 충격과 충돌을 흡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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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번호 전압 AMP. HOUR 충전 시간 규격 무게

V Ah min in mm  lb kg
CP20CHE 20V EU 8940172262 20 4 90 3.6 x 4.92 x 7.48 91 x 125 x 190 1.58 0.72
CP20CHU 20V US 8940172286 20 4 90 3.6 x 4.92 x 7.48 91 x 125 x 190 1.58 0.72
CP20CHA 20V AUS 8940172288 20 4 90 3.6 x 4.92 x 7.48 91 x 125 x 190 1.58 0.72
CP20CHK 20V UK 8940172287 20 4 90 3.6 x 4.92 x 7.48 91 x 125 x 190 1.58 0.72

20-볼트 충전 사양  

제품명 제품번호 전압 AMP. HOUR 충전 시간 규격 무게

V Ah min in mm  lb kg
CP12CHE 12V EU 8940172259 12 1.5 30 2.83 x 4.73 x 6.7 72 x 120 x 170 1.2 0.54
CP12CHU 12V US 8940172283 12 1.5 30 2.83 x 4.73 x 6.7 72 x 120 x 170 1.2 0.54
CP12CHA 12V AUS 8940172285 12 1.5 30 2.83 x 4.73 x 6.7 72 x 120 x 170 1.2 0.54
CP12CHK 12V UK 8940172284 12 1.5 30 2.83 x 4.73 x 6.7 72 x 120 x 170 1.2 0.54

12-볼트 충전 사양  

광범위한 온도의 
작업 범위
-0.4° F to 122° F 
-18° C to 50° C 

과열 & 과전류 보호 
장치 
과열 및 과전류 보호

개별 셀 모니터링 
충전 및 완충 상태 인식

2배 길어진 
작업시간 
생산성 향상 

CP 배터리 사양

제품명 제품번호 전압 AMP. HOUR 충전 시간 규격 무게

V Ah min in mm  lb kg
CP12XP 8940172263 12 1.5 30 2.0 x 1.81 x 3.42 51 x 46 x 87 0.41 0.19
CP20XP 8940172261 20 4 90 2.4 x 3.0 x 5.11 62 x 77 x 130 1.6 0.725

최대 초기 배터리 전압 - 무부하 시 20 volt. 평균 18 vlot.

CP12XP
1.5Ah 12-Volt

리튬이온 배터리

CP20XP
4Ah 20-Volt  
리튬이온 배터리



CP8848

1/2" 50-700 ft.lb 
68-950 Nm 

775 ft.lb  
1,050 Nm

1,900 6.9 lb  
3.1 kg 

진동 감소

강력한 파워&효율성
■ ½" 앤빌 (링 리테이너 타입)
■ 최대토크: 775 ft.lb/1,050 Nm  

(역방향 작업 시)
■ 무게 :6.9 lb/3.1 kg 
■ 길이 :9.5 in/243 mm
■ 20V CP20XP 리튬이온 4Ah 배터리

출력 
■ 최대토크:  775 ft.lb/1,050 Nm  

(역방향 작업 시)
■ 1,900 RPM

성능
■ 금속 기어박스 전체 적용, 나선형 기어 
■ 알루미늄 토크 리액션 부품    

작업시간: CP20XP 배터리
■ 4Ah 배터리
■ 20 볼트 리튬이온
■ 충전 계기판
■ 충격 흡수를 위한 고무 완충 장치

내구성 
■ 제품 후면, 클러치 하우징 알루미늄 적용

편의성 
■ 한 손으로 정/역방향 조절 가능 
■ 당김 방아쇠
■ 안전 잠금 장치

사용 편리성
■ 손에 꼭 잡히는 인체공학적 핸들 디자인 
■ 열가소성 고무 핸들

충격에 대한 저항력  
■ 고무 탄성체 소재의 특수 복합 하우징
■ 양 방향의 보호를 위한 네 개의 복합 범퍼
■ 상단 보호 오버 몰드
■ 교체 가능한 측면 범퍼

소음과 진동 값은 소음과 진동 기준에 의거 표기되었음 (EN60745) 모든 값은 이 기준을 근거로 측정된 최근 데이터임.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을 위해 www.cp-cordless.com를 방문하세요.
* 충전공구 페키지는 2배터리, 1 충전기로 구성됨. 개별 배터리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 (15 페이지 참조)

CP8848  제품번호 드라이브 무부하
속도

역방향 최대토크 작업 중 토크 무게(배터리 
무게 포함)

무게(배터리 
무게 제외)

길이 높이 너비 소음도 음향 파워 진동 배터리

in RPM ft.lb Nm ft.lb Nm lb kg lb kg in mm in mm in mm dB(A) dB(A) m/s2-k V Ah

20V ½" 임팩렌치 8941088489

1/2“ 
링 리테이너 1,900 775 1,050 50 - 

700
68 - 
950 6.94 3.15 5.35 2.43 9.5 243 9.88 251 3.18 81 89 100 12.2 (2.3) 20 420V ½" 임팩렌치 팩* 8941088480

20V ½" 임팩렌치 팩(USA 타입)* 8941088481

임팩 렌치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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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진동 값은 소음과 진동 기준에 의거 표기되었음 (EN60745) 모든 값은 이 기준을 근거로 측정된 최근 데이터임.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을 위해 www.cp-cordless.com를 방문하세요.
* 충전공구 페키지는 2배터리, 1 충전기로 구성됨. 개별 배터리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 (15 페이지 참조)

CP8848-2  
2" 앤빌 
2015년 1월 부터 이용 가능 

제품번호 드라이브 무부하
속도

역방향 최대토크 작업 중 토크 무게(배터리 
무게 포함)

무게(배터리 
무게 제외)

길이 높이 너비 소음도 음향 파워 진동 배터리

in RPM ft.lb Nm ft.lb Nm lb kg lb kg in mm in mm in mm dB(A) dB(A) m/s2-k V Ah

임팩 렌치 8941088488
1/2" 링 리테이너

2" 연장 엔빌
1,900 775 1,050 50 - 

700
68 - 
950 7.38 3.35 5.79 2.63 11.5 291 9.88 251 3.18 81 89 100 12.2 (2.3) 20 4임팩 렌치 팩 8941088482

임팩 렌치 팩(USA타입) 8941088483



CP8828

3/8" 150 ft.lb 
205 Nm

2,400 4 lb  
1.8 kg

진동 감소

CP8828 제품번호 드라이브 무부하
속도

작업 중 토크 무게
(배터리

무게 포함)

무게(배터리
무게 제외)

길이 높이 너비 소음도 음향 파워 진동 배터리

in RPM ft.lb Nm lb kg lb kg in mm in mm in mm dB(A) dB(A) m/s2-k V Ah

임팩 렌치 8941088289

3/8" 링 리테이너 2,400 150 205 3.99 1.81 2.38 1.08 6.1 152 9.27 237.5 2.3 58.4 89.5 100.5 2.5 (1.5) 20 4임팩 렌치 팩 8941088280

임팩 렌치 팩(USA타입) 8941088281

제품 무게 대비 최대 파워
■ 최대토크: 150 ft.lb/205 Nm  

(역방향 작업 시)
■ 2,400 RPM
■ 프레임리스(Frameless) 모터 

사용시간: CP20XP 배터리
■ 4Ah배터리
■ 20 V 리튬이온
■ 충전 용량 표시 
■ 충격 흡수를 위한 고무 완충장치

내구성 
■ 알루미늄 클러치 하우징

편의성
■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위한 LED 조명
■ 한 손으로 정/역방향 조절 가능
■ 당김 방아쇠
■ 안전 잠금 장치

사용 편리성

■ 손에 꼭 잡히는 인체공학적 핸들 디자인 
■ 열가소성 고무 핸들

초경량&다목적용
■ ⅜" 앤빌 (링 리테이너 타입)
■ 최대토크: 150 ft.lb/205 Nm  

(역방향 작업 시)
■ 무게 : 4 lb/1.8
■ 길이 : 6.1 in/152 mm
■ 20V CP20XP 리튬이온 4Ah 배터리

임팩 렌치 ⅜"

소음과 진동 값은 소음과 진동 기준에 의거 표기되었음 (EN60745) 모든 값은 이 기준을 근거로 측정된 최근 데이터임.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을 위해 www.cp-cordless.com를 방문하세요.
* 충전공구 페키지는 2배터리, 1 충전기로 구성됨. 개별 배터리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 (15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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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5 ft.lb 
115 Nm

2,000 2.4 lb  
1.1 kg

진동 감소

CP8818 제품번호 드라이브 무부하
속도

작업 중 토크 무게(배터리  
무게 포함)

무게(배터리
무게 제외)

길이 높이 너비 소음도 음향 파워 진동 배터리

in RPM ft.lb Nm lb kg lb kg in mm in mm in mm dB(A) dB(A) m/s2-k V Ah

임팩 드라이버 8941088189

1/4  
hexagonal 2,000 85 115 2.4 1.09 1.98 0.9 6.3 161 7.29 185.3 2.18 55.5 86.5 97.5 4.8 (1.5) 12 1.5임팩 드라이버 팩 8941088180

임팩 드라이 팩(USA타입)버 8941088181

출력
■ 최대토크: 85 ft.lb/115 Nm  

(역방향 작업 시) 

성능
■ 2,000 RPM
■ 금속 기어박스와 기어

작업시간: CP12XP 배터리
■ 1.5Ah 배터리
■ 12V 리튬이온  

초경량
■ 6.3 in/161 mm의 길이로 협소한 공간  

이나 제한된 공간 작업에 탁월  
(엔진 주변, 대쉬 보드) 

편의성
■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위한 LED 조명
■ 한 손으로 정/역방향 조절 가능
■ 당김 방아쇠
■ 안전 잠금 장치

사용 편리성

■ 손에 꼭 잡히는 인체공학적 핸들 디자인 
■ 열가소성 고무 핸들

초경량&초저중량
■ ¼" 퀵 체인지 비트 홀더
■ 최대토크: 85 ft.lb/115 Nm  

(역방향 작업 시)
■ 무게 : 2.4 lb/1.1 kg
■ 길이 : 6.3 in/161 mm 
■ 12V CP12XP리튬이온 1.5Ah 배터리

임팩 드라이버 ¼" 

소음과 진동 값은 소음과 진동 기준에 의거 표기되었음 (EN60745) 모든 값은 이 기준을 근거로 측정된 최근 데이터임.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을 위해 www.cp-cordless.com를 방문하세요.
* 충전공구 페키지는 2배터리, 1 충전기로 구성됨. 개별 배터리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 (15 페이지 참조)



METAL

CP8548

60 ft.lb  
82 Nm

0-450  
0-1,600

5.3 lb  
2.4 kg

1/2" 
12.7 mm

1/2" 
13 mm

5/16" 
8 mm

진동 감소

CP8548  제품번호 척 무부하속도 1
단/2단 기어

부하시 1단/2단 
해머 기능

최대토크 ∅ 드릴링 작업 범위 ∅ 목재스크류
(사전 드릴링이

필요 없음)

무게
(배터리포함/

미포함)

소음도/
음향 파워

진동 드릴 작업 가능 진동 스크류 
작업

배터리

철 목재 벽돌 및 타일 콘크리트 금속

in mm RPM BPM ft.lb Nm in mm in mm in mm in mm lb kg dB(A) m/s2-k m/s2-k m/s2-k V Ah

20V ½" 해머 드릴 8941085489 

1/16 
- 1/2

1.5  
- 13

0 - 450/ 
0 - 1,600

7,200/ 
25,600 60 82 1/2 13 2.16 55 2/3 16 5/16 8 5.3/ 

3.7 
2.4/ 
1.68 

87.5/ 
98.5 8.3 (1.5) 2.5 (1.5) 0.5 (1.5) 20 420V ½" 해머 드릴

드라이버 팩* 8941085480

20V ½" 해머 드릴
드라이버 팩  USA 타입 8941085481

출력
■ 최대토크: 60 ft.lb/82 Nm
■ 프레임리스(Frameless)모터 

성능
■ 0-450/0-1,600 RPM
■ 2-스피드 금속 기어박스   

사용시간: CP20XP 배터리
■ 4Ah배터리
■ 20 V 리튬이온
■ 충전 용량 표시 
■ 충격 흡수를 위한 고무 완충

장치 

조작의 편의성
■ 멀티 포지션 가능 
■ 견고한 측면 핸들 

작업 범위
■ 24단 토크 조절 
■ 3가지 모드 (스크류, 드릴링 

및 햄머 드릴링) 

편의성
■ 어두운 장소의 작업을 위한 

개별 LED 조명
■ 정/역방향의 쉬운 전환을  

위한 side-to-side 스위치   

■ 전기 트리거 적용하여 속도 
조절 가능

사용 편리성
■ 손에 꼭 잡히는 인체공학적 

핸들 디자인 
■ 열가소성 고무 핸들

강력함&다용도로  
사용
■ ½" 스핀들 로크 및 키레스 척
■ 최대토크: 60 ft.lb/82 Nm
■ 무게 : 5.3 lb/2.4 
■ 길이 : 9.3 in/237 mm 
■ 20V CP20XP 리튬이온 4Ah 배터리

해머 드릴 드라이버  ½" 

소음과 진동 값은 소음과 진동 기준에 의거 표기되었음 (EN60745) 모든 값은 이 기준을 근거로 측정된 최근 데이터임.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을 위해 www.cp-cordless.com를 방문하세요.
* 충전공구 페키지는 2배터리, 1 충전기로 구성됨. 개별 배터리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 (15 페이지 참조)



METAL

CP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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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t.lb  
34 Nm

0-350  
0-1,500

2.6 lb  
1.2 kg

3/8" 
9.52 mm

25/64" 
10 mm

15/64" 
6 mm

진동 감소

CP8528 제품번호 척 무부하속도 1
단/2단 기어

최대 토크 ∅ 드릴링 작업 범위 목재 스크류
(사전 드릴링 

작업X)

무게(배터리 
무게 포함)

무게(배터리
무게 제외)

길이 소음도 음향 파워 금속 진동 드
릴링 작업

진동 스크류 배터리

철 목재

in mm RPM ft.lb Nm in mm in mm in mm lb kg lb kg in mm dB(A) dB(A) m/s2-k m/s2-k V Ah

12V ⅜" 드릴 드라이버 8941085289

1/16 
- 3/8

1.5  
- 10

0 - 350/ 
0 - 1,500 24 34 0.39 10 0.78 20 0.23 6 2.62 1.19 2.2 1 6.9 171 68.5 78.5 1.1 (1.5) 0.4 (1.5) 12 1.512V ⅜" 드릴 드라이버 팩* 8941085280

12V ⅜" 드릴 드라이버 팩 
USA 타입* 8941085281

출력
■ 최대토크: 24 ft.lb/34 Nm 

성능
■ 0-350/0-1,500 RPM
■ 2-스피드 금속 기어박스 

작업시간: CP12XP 배터리
■ 1.5Ah 배터리
■ 12-Volt 리튬이온 
■ 충격 흡수를 위한 고무 완충 장치

초경량
■ 길이 : 6.9 in/171 mm 

제품 적용 범위
■ 17-단계 토크 조절 및 1단계 드릴링 

편의성
■ 어두운 장소의 작업을 위한 개별 LED 조명
■ 정/역방향의 쉬운 전환을 위한 side-to-

side 스위치   
■ 전기 트리거 적용하여 속도조절 가능

사용 편리성
■ 손에 꼭 잡히는 인체공학적 핸들 디자인 
■ 열가소성 고무 핸들

초경량 & 초저중량
■  ⅜" 스핀들 락 및 키레스 척
■ 최대토크: 24 ft.lb/34 Nm
■ 무게 : 2.6 lb/1.2 kg
■ 길이 : 6.9 in/171 mm 
■  12V CP12XP 리튬이온 1.5Ah  

배터리

드릴 드라이버 ⅜" 

소음과 진동 값은 소음과 진동 기준에 의거 표기되었음 (EN60745) 모든 값은 이 기준을 근거로 측정된 최근 데이터임.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을 위해 www.cp-cordless.com를 방문하세요.
* 충전공구 페키지는 2배터리, 1 충전기로 구성됨. 개별 배터리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 (15 페이지 참조)



시카고 뉴매틱 순정 
악세서리
모든 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팩은 두 개의 배터리와 한 개의 충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매 가능 합니다. 시카고 뉴매틱 공구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카고 뉴매틱 순정 악세서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드릴 비트 부터 임팩렌치 소켓까지, 시카고 뉴매틱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악세서리를 제공합니다.

21-Piece 일반 드릴 비트 세트  
(인치 타입 - 북미 시장용)
제품번호: 894 017 2304
■ ∅:  1/16 – 5/64 – 3/32 – 7/64 – 1/8 – 9/64 – 5/32 

– 11/64 – 3/16 – 13/64 – 7/32 – 15/64 – 1/4 – 1 
– 7/64 – 9/32 – 19/64 – 5/16 – 21/64 – 11/32 – 
23/64  – 3/8 in

■ 고성능: HSS4241 and 얇은 팁
■ 다양한 드릴 작업 : 135°팀 모형 
■ 금속 박스

8-Piece 콘크리트 드릴 비트 세트
(Metric - not for North American markets)
제품번호: 894 017 2302
■ ∅: 3 – 4 – 5 – 6 – 7 – 8 – 9 – 10 mm
■ 우수한 내구성:  45C철의 초경 팁과 바디
■ 높은 드릴링 효율성: 130°다이아몬드 헤드

8-Piece  목재 드릴 비트 세트
(mm 타입 - 북미 시장 제외)
제품번호: 894 017 2301
■ ∅: 3 – 4 – 5 – 6 – 7 – 8 – 9 – 10 mm
■ 우수한 성능: 45C 철과 컷팅 숄더 
■ 뛰어난 정확도: 포인터
■ 플라스틱 박스

19-Piece 금속 드릴 비트 세트
(인치타입 - 북미 시장용)
제품번호: 894 017 2303
■ ∅: 1 – 1.5 – 2 – 2.5 – 3 – 3.5 – 4 – 4.5 – 5 – 5.5 –  

6 – 6.5 – 7 – 7.5 – 8 – 8.5 – 9 – 9.5 – 10 mm
■ 우수한 내구성 &탁월한 성능 : HHS 4241과 얇은 팁
■ 금속 드릴링의 높은 정확성: 118° 팁 모형

31-Piece 25 mm 드라이버 비트 세트 (ISO1173)
제품번호: 894 017 2305
■ 우수한 스크류 성능: 크롬 바나듐 강
■  1 마그네틱 잠금 링 비트 홀더, 빠른 비트 교체  

(드라이브: ¼" – 6.35 mm – 길이: 2.56" – 65 mm)
■ 플라스틱 박스
■ Slotted: 4 – 5 – 6 – 7 mm
■ Phillips ®: PH0 – 2 x PH1 – 3 x PH2 – 2 x PH3
■ Pozidriv ®: 2 x PZ1 – 3 x PZ2 – 2 x PZ3
■ Torx ®: T10 – T15 – T20 – T25 – T30
■ Hexagonal: 2 – 2.5 – 3 – 4 – 5 – 6 mm

½" 드라이브 임팩 소켓 세트
제품번호 모델     제품명(규격)
894 016 4464 SS413WP 3PC – Deep thin wall protector  

set [17 – 19 – 21 mm] 
894 016 6760 SS413DTW 3PC – Deep thin wall set 

[17 – 19 – 21 mm] 
894 016 4465 SS4013D 13PC – Deep SAE set 
894 016 4458 SS4114D 14PC – Deep metric set
더 다양한 제품은 CP소켓 카다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자용 악세서리
제품번호  제품명(규격)
글러브
894 015 8674  임팩 글러브(사이즈: M)
894 015 8618  임팩 글러브(사이즈: L)
894 015 8619  임팩 글러브(사이즈: X-Large)
894 015 8673  임팩 글러브(사이즈: XX-Large)
툴 홀더  
894 016 6664  CP9841 마그네틱 툴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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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 3년 
품질 보증 (*)

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 3년 품질 보증 (*)

시카고 뉴매틱 충전공구, 배터리 및 충전기는 구입일로 부터 3년까지 제품에 대해 
무상보증해 드립니다. 이 보증정책은 시카고 뉴매틱 또는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한 새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시카고 뉴매틱 악세서리 (ie: 드라이버 비트, 
드릴 비트, 소켓, 글러브, 기타…)는 3년 무상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무상보증 정책은 또한 시카고 뉴매틱 또는 공식 서비스 담당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오용, 변형 또는 수리된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공식 서비스 
담당 센터 (또는 대리점) 으로 반송해 주세요. 운임은 선불로 처리하시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구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결함에 대한 사항을 함께 첨부 
해주세요.

시카고 뉴매틱에서는 제품을 검수하여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 드립니다. 수리 또는 교체는 언급된 바와 같이 무상보증 기간 안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본 보증에 따른 시카고 뉴매틱의 독점 책임과 
처리방안은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으며, 시카고 뉴매틱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비용이나 수리 비용 또는 교체를 제외하고, 부수적, 결과적 
또는 특별 손해 또는 기타 손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 정책은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현지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www.cp-cordless.com

시카고 뉴매틱의 목표는 작업자가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는 바로 작업자입니다.
항상 주의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의, 경고 그리고 위험 표시를 제품 및 작업장에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자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 지침서를 읽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관련 지침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시카고 뉴매틱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명

제품

CP8528 8941085289 ⅜" 드릴 드라이버
CP8528 8941085280 ⅜" 드릴 드라이버 팩 
CP8528 8941085281 ⅜" 드릴 드라이버 팩 US타입
CP8818 8941088189 ¼" 임팩 드라이버 
CP8818 8941088180  ¼" 임팩 드라이버 팩 
CP8818 8941088181  ¼" 임팩 드라이버 팩 US타입
CP8548 8941085489 ½" 햄머 드릴 드라이버
CP8548 8941085480  ½" 햄머 드릴 드라이버 팩 
CP8548 8941085481 ½" 햄머 드릴 드라이버 팩 US타입
CP8828 8941088289 ⅜" 소형 임팩렌치 
CP8828 8941088280  ⅜" 소형 임팩렌치 팩
CP8828 8941088281 ⅜" 소형 임팩렌치 팩 US타입
CP8848 8941088489  ½" 임팩렌치 
CP8848 8941088480  ½" 임팩렌치 팩 
CP8848 8941088481  ½" 임팩렌치 팩 US타입 
CP8848-2 8941088488 ½" 임팩렌치
CP8848-2 8941088482  ½" 임팩렌치 팩
CP8848-2 8941088483  ½" 임팩렌치 팩 US타입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명

배터리

CP12XP 8940172263 12V 1.5Ah배터리
CP20XP 8940172261 20V 4Ah배터리
충전기

CP12CHE 8940172259 12V 충전기 EU
CP12CHU 8940172283 12V 충전기 USA
CP12CHK 8940172284 12V 충전기 UK
CP12CHA 8940172285 12V 충전기 AUS
CP20CHE 8940172262 20V 충전기 EU
CP20CHU 8940172286 20V 충전기 USA
CP20CHK 8940172287 20V 충전기 UK
CP20CHA 8940172288  20V 충전기 AUS

공구 사용자를 위한 안전 지침 

8-Piece 콘크리트 드릴 비트 세트 Y는 이 보증에 적용됩니다.*:



WWW.CP-CORDLESS.COM

Since 1901 the Chicago Pneumatic (CP) name has represented reliability and 
attention to customer needs, with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production 
tools and compressors designed for specific industrial applications. Today, CP 
has a global reach, with local distributors around the world.

Our people start every single day with a passion to research, develop, 
manufacture and deliver new products that are meant to meet your needs not 
only today, but tomorrow as well.

To learn more about our extensive range of tools, construction equipment, 
industrial and portable compressors, accessories and workshop equipment, 
please visit www.cp.com.

시카고 뉴매틱 충전 공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는 WWW.CP-CORDLESS.
COM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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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110 YEARS OF EXPERIENCE

공식 대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