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기술 소개
사용 분야: 모든 건축 산업 기술자, DIY Tool

석고보드 전문 공구
4가지 기능을 가진 하나의 공구!
슬라이딩 자동 잠금 커터 / 줄자 걸이
석고대패 / 쥐꼬리톱

세계 최초
특허 개발 성공
정밀 시공, 빠른 시공, 깔끔한 마감!

02 줄자 걸이(빠른 재단)

제품명
K-100 석고대패칼

주 사용자
목수
석고보드 설치 시공 기술자
경량 칸막이 기술자
내장 전기 기술자

01 슬라이딩 자동 잠금 커터

제품 사용

“나는 프로다”

석고보드 작업 전문 공구로 줄자 걸이에 줄자를 걸어 빠른 재단과
칼 뒷면에 있는 석고대패로 불규칙한 절단면을 석고 대패질하여
깔끔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쥐꼬리 톱으로 석고보드
구멍 작업과 코너 절단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가 개발하고 만들고
프로가 사용하는
필수 전문 공구

03 석고보드 대패

일공구툴스 석고대패칼의 장점

04 쥐꼬리 톱

109Tools의 발명품인 석고대패칼은 기존 석고보드 작업에 필요한
4가지 공구의 기능을 하나의 공구로 집약한 세계 최초 석고보드
특화 전용 공구로 석고보드 작업 시 공구를 번갈아 사용하지 않고
1개의 공구로 원스톱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공구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Youtube에서 ‘109tools’를 검색하여
좀 더 쉬운 석고대패칼 사용 방법 영상을 시청하세요.

일공구툴스 석고대패칼?
4개 공구 기능 하나의 공구로 집약

슬라이딩 자동
잠금 커터

공구의 실용적 가치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줄자 걸이

석고 대패

쥐꼬리 톱


정밀 시공! 빠른 시공! 깔끔한 마무리!
▶ 자동 잠금 스토퍼 사용법

▶ 줄자 걸이 사용법

▶ 석고대패 사용법

▶ 쥐꼬리 톱 사용법

스토퍼를 부드럽게 밀어 올리면
자동 잠금이 됩니다.

줄자 걸이에 줄자 끝을 걸고
엄지 또는 검지로 살짝 누르고
신속 재단합니다.

석고보드 재단면 불규칙 돌출
부분에 석고대패를 밀착하고
당기세요.

쥐꼬리 톱 날을 잡고 폅니다.
안전 버튼을 누르고 접습니다.

줄자 걸이 사용 실시 예 (빠른 재단)

석고대패 사용 실시 예 - 재단면 돌출 부분 신속하고 깔끔한 마무리

쥐꼬리 톱 사용 실시 예 - 모서리 절단 작업 / 에어컨 박스 커버 따기 / 등 구멍, 콘센트 구멍 파기, 자유 곡선 절단 작업

대판이
개의 막
두
정
측
만 각도
도값
90도 미 지점이 측정 각
교차하는


똑똑한 각도측정자

두 개의 막대판이 360° 회전하여 내각,
외각 어디에든 밀착하면 각도가 측정되고,
눈금 옆에 측정 각도 값 치수와 4종류의
연귀 절단 값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각도측정자.

주 사용자
-목수
-건설 엔지니어
-철골 작업 및 플랜트 엔지니어
-가구 및 수공예 예술가
-의상과 소파 디자이너
-DIY 공구 사용자

제품 특징
109Tools 똑똑한 각도 측정자는 기준 각도 표기 눈금을 기준으로 하여
양면, 사면 동일 선상에 눈금이 일치하게 표기되어 있고, 눈금 옆줄에는
측정한 각도 치수 값을 전동각도절단기 쟁반(마이터) 각도 표기 치수 & 베벨
각도 표기 치수를 대입해서 삼각함수, 코사인 연산 풀이하여 전동각도절단기의
연귀 절단 각도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2열로 4종류의 연귀 절단 값을 표기한 것이
특징으로 연귀 절단 작업 시 막대판에 표기된 전동각도절단기 조정 치수를
확인 조정하여 변칙각도 구간의 연귀 절단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를
제공한 신개념 각도측정자로 본 각도측정자를 사용하면 연귀 절단 작업 시
지그 설치 필요 없이 평면작업으로 쉽게 연귀 절단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90도 이상 각도 측정 반원형 눈금을
가리키는 화살표 지점이 측정 각도 값

QR코드를 스캔하거나 Youtube에서
‘109tools’를 검색하여 좀 더 쉬운
똑똑한 각도 측정자 사용 방법 영상을 시청하세요.

  

목공 사용 실시 예
변칙 각도 작업에 매우 편리한 공구
평 몰딩 연귀 절단 값 / 지그 설치 없이 크라운 몰딩의 코사인 절단 값 제공
목수 공구 / 목조 주택 작업
크라운 몰딩 모델 타입

데코 크라운 몰딩
코사인 절단 작업

똑똑한 각도측정자 라인

각도 절단 값
표시된 4 개의 연귀
절단 값에 따른
전동 각도절단기 절단

데코 크라운 몰딩 작업
우드 크라운 몰딩 작업

평면 우드 몰딩

사용 구현의 예

철골 플랜트, 배관 공사 / 각도 표기, 확인 검사

공구의 실용적 가치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기존 기술의 이해

똑똑한 각도측정자?
우리는 왜 똑똑한 각도측정자를 개발했는가?
우리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각도기의 값이 전동 각도절단기의 쟁반에 표기된 각도 값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동 각도절단기의 사용자는 연귀 절단 값 불일치로 인해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그림 각도기의 각도 값과 왼쪽 그림의 전동 각도절단기에 표기된 각도 값을 대입해서
연산 풀이하여 4가지 연귀 절단 값을 표시한 똑똑한 각도측정자를 개발했습니다.

베벨 톱
전동 각도절단기 절단 값

마이터(쟁반) 절단 값

사용 설명 예
평면 연귀 절단부
전동각도 절단기 사용(평면)

평면 연귀 절단부

평면 연귀 절단 작업 시 평면 연귀 절단부의 연귀 각도 절단 치수 부를 이용한 정각도 값
옆줄(안쪽 줄)의 절단 값대로 전동각도 절단기 쟁반(miter)에 표기된 각도 작업부의
각도를 조정하여 고정한 후 절단하면 손쉽고 빠르게 연귀 작업을 할 있습니다.

측정 각도 값
전동각도절단기
마이터 셋팅 값






전동각도절단기
마이터 셋팅 값 : 35˚

전동각도절단기 각도
셋팅 값: 35°

측정 각도 값: 110°

수공구 사용 절단(평면)

평면 연귀 절단부

측정 각도 값

수공구 사용 절단값
(톱, 그라인더, 등)

목공 톱, 수동그라인더 절단기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물의 연귀 각도 절단을 위한
절단 값 표기 사용법으로 평면 연귀 절단부의 수공구 사용 절단 값 화살표 지시에
표기된 절단 값 치수만큼 본 각도측정자를 다시 오므리면서 기준 각도(Standard
angle values) 값으로 다시 맞춘 후 조임 너트를 조여서 고정한 다음에 절단물에 대고
선을 그어서 수작업 도구(목공 톱, 수동그라인더)를 이용하면 손쉽게 연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각도 값: 80°

수공구 사용
절단값: 40°



똑똑한 각도측정자를 사용하여
컷팅 라인을 그려서 절단

공구의 실용적 가치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80˚에서 40˚로 변경



사용 설명 예
똑똑한 각도측정자를 양쪽으로 펼쳐서 각도를 측정합니다.
각도 측정 값 : 140°

전동각도절단기 지그에 설치된 상태에서 140° 각도에 대한 절단 값은 숫자 (20)로 직접 표시된 대로 20°입니다.
똑똑한 각도측정자에 의해 측정된 각도(140) 옆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각도절단기를 20°로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 설명 예
크라운 몰딩 전용부
크라운 몰딩 작업(빗각)

크라운 몰딩 절단부

전동각도절단기
마이터 셋팅 값
베벨 각도
셋팅 값

크라운 몰딩(인테리어 몰딩) 작업 시 크라운 몰딩 절단부의 코사인 각도 절단 값 표기
데이터를 사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45°/45°의 크라운
몰딩과 38°/52°의 크라운 몰딩에 대한 연귀 각도 절단 값이 눈금 옆에 2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눈금 옆 ‘miter’ 화살표가 가리키는 절단 값은 전동각도 절단기
쟁반(miter)에 표기된 각도 작업부의 각도를 조정하는 절단 값이고, ‘bevel(saw)’
화살표가 가리키는 절단 값은 전동각도 절단기 톱날(bevel) 부분의 각도를 조정하는
절단 값입니다. 톱날(bevel) 각도 및 쟁반(miter)의 각도를 크라운 몰딩 절단부의
절단 값대로 조정하여 절단하면 지그를 장치하지 않고도 크라운 몰딩(인테리어
몰딩)을 쟁반(miter)에 평면으로 올려놓고 코사인값에 의한 사선 연귀 절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Youtube에서 ‘109tools’를 검색하여 좀 더
쉬운 똑똑한 각도 측정자 사용 방법 영상을 시청하세요.

사용 설명 예
전동각도절단기에 지그를 설치하지 않고 크라운 몰딩 경사각을 절단하려면
똑똑한 각도측정자가 제자리에 고정된 상태에서 (너트를 돌려서) 뒤집어서
뒷면을 보고 화살표로 표시된 측정값을 확인하십시오. 140° 각도의 경우
화살표는 14.4°와 14.0°를 가리킵니다.
베벨 각도 셋팅 값 : 14.0°

전동각도 절단기
마이터셋팅 값: 14.4°

전동각도절단기 마이터 각도를14.4° 베벨 각도를14.0° 에 조정하고 크라운
몰딩을 테이블에 평면으로 놓고 좌우 이어지는 방향을 생각하고 절단하면 됩니다.
베벨 각도
세팅 값 : 14.4°

전동각도절단기
마이터 세팅 값 : 14.4°

석고보드 전문 공구
석고대패칼 K-100

온라인 패키지

모델 No.

칼날 폭

전장

케이스

온라인

K - 100

18 mm

178 mm

1

오프라인

K - 100

18 mm

178 mm

1

오프라인 패키지

  

IN

OUT
100

10

120

석고보드 전문 공구
석고대패칼 (가죽집 포함) KL-100

온라인 패키지
모델 No.

칼날 폭

전장

케이스

온라인

KL - 100

18 mm

243 mm

1

오프라인

KL - 100

18 mm

243 mm

1

OUT

IN

90
80

10

교체용 쥐꼬리톱 날 KS-100
- SK-5 재질 열처리강 사용
※ 석고보드 전용 쥐꼬리 톱입니다.
나무를 자르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패키지

모델 No.

두께

톱날 길이

튜브

IN

OUT













똑똑한 각도 측정자

똑똑한 각도 측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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