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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호
일반적인 위험에 한 경고

감전에 한 경고

사용 설명서, 안전 수칙을 읽으십시오!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유용한 정보, 지침

행동 지침

배터리팩 삽입

배터리팩을 풉니다.

2 안전 수칙
2.1 전동 공구 관련 일반 안전 수칙

경고! 전동 공구에 해당되는 모든 안전 수
칙, 지침, 그림 및 기술 자료를 숙지하십시

오. 다음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전기 쇼크, 화
재 및/또는 심각한 상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 수칙 및 지침은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
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본 안전 수칙에서 사용되는 '전동 공구'는 (전선
을 통해) 전기 동력을 얻는 공구와 (전선 없이) 배
터리에서 전기 동력을 얻는 공구를 말합니다.
1 작업장 안전
a. 작업장을 잘 정돈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

십시오.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명이 
어두운 작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b. 가연성 액체, 기체 또는 분진이 있어 폭발 위
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전동 공구를 사용하
지 마십시오.전동 공구에서 발생하는 불꽃으
로 인해 분진 또는 가연성 기체가 발화할 수 
있습니다.

c.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 어린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작업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
오.주위가 산만하면 전동 공구를 제 로 통
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d. 전동 공구가 무감독 상태로 작동되지 않게 
하십시오.공구 비트가 완전히 작동을 멈출 
때까지는 절 로 손에서 내려놓지 마십시오.

2 전기 안전
a. 전동 공구의 커넥터 플러그를 소켓에 올바르

게 끼워야 합니다. 플러그를 어떤 식으로든 
변형 해서는 안 됩니다. 접지된 전동 공구에
서 어댑터 플러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형되지 않은플러그와 호환되는 소켓을 사
용하면 감전 위험이 줄어듭니다.

b. 파이프, 히터, 전기/가스렌지, 냉장고 등의 
접지 표면과 직접 접촉하면 안 됩니다.신체
가 접지되면, 감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c. 전동 공구를 비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
오.전동 공구에 물이 들어가면 감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d. 연결 케이블로 전동 공구를 운반하거나 매달
아서는 안 되며, 연결선을 당기면서 소켓에
서 플러그를 빼면 안 됩니다. 연결 케이블이 
고열 물체, 오일, 날카로운 물체, 공구의 작동
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케이블
이 손상되거나 엉키면 감전 위험이 높아집니
다.

e. 실외에서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
외용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실외용 연
장 케이블을 사용하면 감전 위험이 줄어듭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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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습한 장소에서 전동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십시오.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면 감전 위험이 줄어듭니다.

3 작업자 안전
a.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면서 작업에 

집중하십시오. 피곤한 상태이거나 약물, 주
류 또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전동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동 공구를 사
용할 때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항상 개인 보호 장비와 보안경을 착용하십시
오.전동 공구의 유형과 작업 방식에 따라 부
상 방지를 위해 방진 마스크, 미끄럼 방지 안
전화, 안전모, 귀마개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c. 공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전동 공구를 전원 공급 장치 또는 배터리
에 연결하거나, 집어 들거나 운반하려는 경
우에는 먼저 공구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전동 공구를 운반할 때 손가락
이 스위치에 닿아 있거나 전동 공구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 전동 공구를 켜려면 먼저 조정 도구 또는 렌
치를 분리하십시오.전동 공구의 회전부에 다
른 도구나 렌치가 있으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항상 안정적으로 선 자세에서 평형을 
유지하십시오. 자세가 안정적이면 예상치 못
한 상황에서도 전동 공구를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습니다.

f. 작업에 적합한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너무 
헐렁한 복장이나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됩
니다. 작동부에 머리카락 또는 옷이 닿지 않
도록 주의하십시오. 헐렁한 옷, 장신구 또는 
긴 머리카락은 회전 부분에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g. 집진기 및 분진 수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올바르게 연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집진기를 사용하면 분진에 의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h. 안전 수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 공
구를 여러 번 사용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에
도 반드시 안전 사용 규칙을 따르시기 바랍
니다.한순간의 부주의가 심각한 상해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4 전동 공구의 사용 및 작동 방법
a. 전동 공구를 과부하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

오. 원래의 작업 용도로만 전동 공구를 사용
하십시오.호환이 가능한 전동 공구를 사용하
면 작업 효율이 향상되며 지정된 전원 범위
에서 더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b. 스위치가 제 로 작동하지 않는 전동 공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정상적으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전동 공구는 위험하므로 수리해야 합니
다.

c. 전동 공구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액세서리를 
교체하거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옆에 내
려 놓으려면 먼저 소켓에서 플러그를 뽑으십
시오. 배터리가 탈착식이면 배터리를 분리하
십시오.이와 같이 조치하면 전동 공구가 갑
자기 작동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d. 사용하지 않는 전동 공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공구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본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은 
사람이 공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
오.사용 경험이 없는 작업자가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 전동 공구와 액세서리를 주의해서 관리하십
시오. 작동부가 제 로 작동하고 걸리지 않
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상되거나 심하게 파손
된 부분이 전동 공구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
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된 부분
이 있으면 전동 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수리
하십시오.관리가 미흡한 전동 공구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f. 커팅 공구의 날은 날카롭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커팅날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잘 관리하면 걸림 현상이 줄어들고 공구를 
더욱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g. 본 수칙에 따라 전동 공구, 액세서리, 공구 비
트 등을 사용하십시오. 작업 조건이 처리할 
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전동 공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 손잡이와 손잡이면은 건조한 상태로 청결하
게 유지하고, 오일 및 그리스가 남아 있지 않
게 하십시오.손잡이와 그립면이 미끄러우면 
미끄러우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동 공구
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충전 공구의 사용 및 작동 방법
a.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제조사에서 추천한 충

전기만 사용하십시오. 배터리에 적합하지 않
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
다.

b. 전동 공구에 적합한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전동 공구에 적합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
면 상해 및 발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c.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는 서류 클립, 동전, 열
쇠, 못, 스크류 등의 작은 금속 물체와 접촉하
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배터리 접점 사이에
서 단락이 발생하면 연소 또는 화재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d. 배터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
액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흘러나온 액체
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의도치 않게 배터
리액과 접촉한 경우 물로 씻어내십시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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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배터리액이 신체에 묻으면 피부 
장애나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 손상되거나 변형된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십
시오. 손상되거나 변형된 배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야기하여 화재, 폭발 및 상해 사
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f. 배터리를 화기 또는 고열에 노출시키지 마십
시오.배터리가 130 °C를 넘는 화기 또는 온
도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g. 충전과 관련된 모든 수칙을 따르고, 사용 설
명서에 명시된 온도 범위를 초과하는 환경에
서는 배터리 또는 충전 공구를 절  충전하
지 마십시오.잘못된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허
용된 범위 이외의 온도에서 충전하면 배터리
가 파손되고 발화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a. 공인된 전문가에게 전동 공구의 수리를 의뢰

하고 정식 부품을 사용하십시오.이와 같이 
관리해야 전동 공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파손된 배터리를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배
터리의 수리는 작업은 제조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고객 서비스센터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c. 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정품만 사용
하십시오.호환이 되지 않는 액세서리 또는 
부품을 사용하면 감전 등의 상해 사고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및 배터리팩 사용 설명서에 유의하십시
오.
2.2 공구 별 안전 수칙
– 스크류가 숨은 전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공구의 절연된 손잡이 
면을 잡아야 합니다.스크류가 전압이 흐르는 
전선과 접촉할 경우 금속 기기 부품에도 전
압이 흘러 전기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탐지기를 이용해 작업 장소에 숨겨진 전선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현지 전기 공급업체
에 문의하십시오. 공구 비트가 전압이 흐르
는 전선과 접촉하면 화재 및 전기 쇼크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관이 손상되면 폭발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관에 유입되면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분
진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귀마개, 보
안경, 분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친 소재 가
공 및 공구 교체 시에는 보호장갑을 착용하
십시오.

주의! 전동 공구가 걸려 갑작스런 반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시 전원을 끄십시

오!
– 전동 공구를 손으로 꽉 잡으십시오. 스크류 

드라이빙 작업 시 회전속도를 정확하게 설정
하십시오. 반동 토크에 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전동 공구가 회전하면서 반동 토
크가 유발되어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전동 공구는 비가 오거나 습한 환경에서 사
용해서는 안됩니다. 전동 공구의 습기는 단
락 및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원 스위치를 계속 잠금 상태로 두지 마십
시오!

– 매거진 장치와 드라이월 스크류 드라이버를 
연결하면 드라이월 스크류 드라이버의 안전 
규정 및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공구가 생깁
니다.

– 충전 전동 공구 작동 시 파워 어댑터나 외부 
배터리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팩 충
전 시 외부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
조사가 지정하지 않은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쇼크 및/또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3 배출값
EN 60745에 따라 산출된 표적인 값:
음압 레벨 LPA = 78 dB(A)
소음 레벨 LWA = 89 dB(A)
오차 K = 3 dB

  주의
소리가 울리는 작업 시
청각 손상
► 청력 보호장치를 사용합니다.

진동 배출 값 ah (3방향의 벡터합) 및 불확도 K 산
출 기준EN 60745:
DWC 18-2500 ah = 2,8 m/s2

K = 1,5 m/s2

DWC 18-4500 ah=3,5 m/s2

K=1,5 m/s2

제시된 배출값은(진동, 소음)
– 전동 공구를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작업 중의 진동 및 소음 부하와 관련된 예비

값을 산출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 전동 공구의 기본 용도를 나타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구 비트를 이용
하거나 충분하게 유지보수되지 않은 경우 레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전동 공구의 유휴 시간 
및 정지 시간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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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용도
드라이월 스크류 드라이버는 다음과 같은 스크류 
작업에 적합합니다.
DWC 18-2500
– 밀링 립 포함 건식 벽체 스크류가 체결된 금

속 구조물 및 목재 구조물의 섬유 보강 플라
스터 보드

– 최  D 5 mm 이하의 목조 스크류 및 보드 스
크류가 체결된 목재 구조물의 칩보드/OSB

DWC 18-4500
– 미세 나사산 타입 건식 벽체 스크류가 체결

된 금속 모재(≤ 0.88 mm)의 석고 플라스터 
보드

– 비트 끝부분 포함 건식 벽체 스크류가 체결
된 금속 모재(≤ 2.25 mm)의 석고 플라스터 
보드

– 보통 나사산 타입의 건식 벽체 스크류가 체
결된 목재 구조물의 석고 플라스터 보드

Festool BP 시리즈 동급 전압 배터리팩에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기술 제원
충전 드라이월 스크류 드라이버 DWC 18-2500 DWC 18-4500
엔진 전압 18V 18V
공회전 속도* 0 - 2500 min-1 0 - 4500 min-1

토크(소프트/하드) 7/18 Nm 5/14 Nm
공구 연결부 1/4 ’’ DIN 3126 / ISO 1173 1/4 ’’ DIN 3126 / ISO 1173
최  작업 가능한 스크류 길이 55 mm 55 mm
중량(배터리팩 미포함) 1.2 kg

중량(깊이 스톱 포함, 배터리팩 미포함) 1.3 kg
중량(매거진 장치 포함, 배터리팩 미포함) 1.6 kg

* 배터리팩이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의 회전속
도 정보.

5 공구 구성 요소
[1-1] 비트 보관함
[1-2] ON/OFF 스위치
[1-3] 정회전/역회전용 스위치
[1-4] 변환 스위치 MAN/AUTO
[1-5] 깊이 스톱
[1-6] 비트
[1-7] 절연된 손잡이면(회색 음영 부분)
[1-8] 용량 표시계
[1-9] 배터리팩 용량 표시계 버튼

그림 또는 설명에 나온 액세서리의 일부는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전반부에 이와 관련된 그림이 나
와 있습니다.

6 최초 작동
6.1 배터리팩 교체
배터리팩 삽입 [2 A] 
배터리팩 분리 [2 B] 
배터리팩은 출고 후 바로 사용 가능하며, 언제든
지 충전 가능합니다.
6.2 용량 표시계
용량 표시계 [1-8]의 버튼 [1-9]을 누르면 배터리
팩의 충전 상태가 약 2초간 나타납니다.

70‑100%

40‑70%

15‑40%

15% 미만 *

* 권장사항: 계속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팩을 충
전하십시오.

배터리팩과 충전기에 관한 상세 정보
는 배터리팩과 충전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어

9



7 설정
 주의

부상 위험
► 전동 공구가 꺼진 상태에서만 설정!

7.1 회전 방향 변경 [1-3]
• 스위치 좌회전 = 정회전
• 스위치 우회전 = 역회전

8 공구 연결부, 매거진 장치
  경고

부상 위험, 감전
► 작업을 할 때마다 공구 장비에서 배터리팩을 

분리하십시오!
8.1 비트 홀더
비트 홀더를 통해 비트를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
습니다.

  주의
뜨겁고 날카로운 공구로 인한 부상 위험
► 낡거나 손상된 공구 비트는 사용하지 않습니

다.
► 보호 장갑을 착용합니다.

비트 홀더 장착
► 스위치 [1-4]를 MAN 위치에 두십시오.
► 비트 홀더 [3-2]가 맞물려 고정될 때까지 공

구 연결부 [3-4]에 끼우십시오.
► 비트 [3-3]를 홀더에 끼우십시오.
► 그리고 나서 9.2 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깊이 

스톱을 기어 하우징에 부착하십시오.
비트 홀더 분리
► 9.2 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깊이 스톱을 분리

하십시오.
► 비트 홀더를 세게 돌려 공구 연결부에서 분리

하십시오.
8.2 비트 교체
비트 [1-6]를 교체하기 위해 깊이 스톱 [1-5]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그림 [3b]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트

에 깊이 스톱을 설치하십시오.
► 깊이 스톱을 비트와 함께 끼울여 동시에 당기

면 비트를 빼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새 비트를 비트 홀더에 끼우십시

오.

9 공구를 이용한 작업
9.1 전원 켜기/끄기 [1-2]

스위치 [1-2]를 누르기만 해서는 공구
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공구 결함 없
음!
원하는 깊이까지 스크류를 체결하면 
공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구의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a)
► 우회전/좌회전 스위치 [1-3]를 이용해 공구

의 정회전을 설정하십시오.
► 변환 스위치 [1-4]를 MAN 위치에 두십시오.
► 공구의 전원을 켜려면, 스위치 [1-2]를 누르

면서 동시에 비트를 이용해 스크류쪽으로 미
십시오.

스위치 [1-2]쪽으로 눌러 회전속도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 우회전/좌회전 스위치 [1-3]를 이용해 공구

의 정회전을 설정하십시오.
► 변환 스위치 [1-4]를 AUTO 위치에 두십시오.
► 공구의 전원을 켜려면, 비트를 이용해 스크류

쪽으로 미십시오.
스위치 [1-2]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회전
속도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c)
► 우회전/좌회전 스위치 [1-3]를 이용해 공구

의 역회전을 설정하십시오.
► 스위치 [1-2]를 이용해 공구의 전원을 켜십시

오.
변환 스위치 MAN/AUTO [1-4]는 임의의 위치
에 있습니다.

스위치 [1-2]쪽으로 눌러 회전속도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월 스크류 드라이버는 비트에 
추가로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 [1-2]를 누를 경우에만 역회적
으로 작동됩니다.
스크류 체결을 풀기 위해 깊이 스톱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9.2 깊이 스톱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깊이 스톱 [4]을 돌
려 스크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 정확
도는 략 ± 0.1 mm 정도 됩니다.
좌회전 스크류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우회전 스크류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깊이 조절 후 시범적으로 스크류를 체결해 본 후, 
필요에 따라 깊이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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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스톱 장착
► 깊이 스톱 [3-1]을 기어 하우징 [3-5]에 설치

하십시오.
► 그리고 나서 깊이 스톱이 맞물려 잠기는 소리

가 들릴 때까지 힘을 주어 끼우십시오.
깊이 스톱 분리
► 깊이 스톱을 기어 하우징에서 세차게 당겨 분

리하십시오.
9.3 비계용 홀더 및 벨트 클립
벨트 클립 [5-1]을 이용해 임시로 작업복에 공구
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벨트 클립은 스크
류 [5-2]를 이용해 공구의 좌측 또는 우측에 장착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모두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림 [5]).
공구에 함께 제공되는 후크 [6-1]는 필요에 따라 
공구를 거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크는 
스크류 [6-2]를 이용해 공구의 좌측 또는 우측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그림 [6]).
9.4 매거진 장치
매거진 장치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휴식 없이 연
속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장치 장착
► 8 장에 설명된 바 로, 깊이 스톱 [3-1]를 비

트와 함께 비트 홀더 [3-2]에서 분리하십시
오.

► 변환 스위치 [1-4]를 MAN 위치에 두십시오.
► 롱 비트 [7-1]가 맞물려 고정될 때까지 공구 

연결부 [3-4]에 끼우십시오.
► 그리고 나서 기어 하우징에 매거진 장치를 설

치하십시오. 매거진 장치가 맞물려 고정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 매거진 장치는 30°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습
니다.

매거진 장치 분리
► 매거진 장치를 기어 하우징에서 세차게 당겨 

분리하십시오.
스크류 길이 설정
► 버튼 [8-1]을 눌러 깊이 스톱 [8-2]이 들어가

거나 나오게 하여 원하는 스크류 길이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스크류 길이는 깊이 스톱 [8-3]의 측면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피스 삽입
► 먼저 매거진 가이드 아래쪽을 통해 매거진 피

스 [9-3]를 당긴 후 스크류가 작업 위치에 고
정될 때까지 슬라이드 가이드에 끼우십시오.
매거진 피스에서 부드럽게 당겨 보면서 매거
진 피스가 정확한 위치에 안전하게 자리잡았
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스크류가 스크류 드라이빙 작업축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그림 [9] 참조).

► 조정 휠 [9-1]을 이용하여 필요한 삽입 깊이
를 조절하십시오.

► 우측으로 돌리면 스크류가 더 깊이 내려가고, 
좌측으로 돌리면 스크류가 더 높이 올라갑니
다. 사전선택 표시창 [9-2]에서 현재 설정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절 후 시범적으로 스크류를 체결해 본 후, 필요
에 따라 조정 휠 [9-1]을 이용해 깊이를 다시 조정
하십시오. 설정 내역을 변경할 때마다 스토퍼가 
± 0.1 mm씩 밀립니다.

스크류 드라이빙 작업은 자동 모드에
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9.1 장 b) 
참조).

매거진 피스 분리
► 매거진 피스는 운반 레버를 위쪽으로 당기거

나(그림 [10] ) 또는 누르면서 동시에 매거
진 피스를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분리됩니다
(그림 [10] ).

10 작업 지침
– 깊이 스톱 부근에서 매거진 장치를 잡고 있

으면 안 됩니다!
– 스크류 드라이빙 작업을 할 때마다 끝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스크류 드라이빙 작업을 
중단하거나 스크류 드라이빙 작업 시 가하던 
힘을 빼면 공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매거진 피스는 공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교
체할 수 있습니다.

– 매거진 장치는 본 사용 설명서에 기술된 용
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정품 스크류 드라이빙 비트만 사용하십시오.
– 정품 매거진 스크류만 사용하십시오.
– 매거진 피스는 항상 정품 포장 안에 보관하

십시오.
– 항상 고정해야 할 플레이트에 해 직각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10.1 매거진 장치의 유지보수
매거진 장치는 원칙적으로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
습니다. 장시간 사용 후에는 압축 공기로 청소하
기를 권장합니다.
매거진 장치는 슬라이드 가이드 부근에서 윤활제
를 바를 수 있습니다(그림 [11b] 참조).
청소를 하려면 다음 항목에 설명된 로 매거진 
장치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전에   9.4 장의 <매거진 피스 분리> 
단락에 기술된 방법 로 매거진에서 매거진 피스
를 분리하십시오.
드라이월 스크류 드라이버에서 매거진 장치를 분
리하십시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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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분리
► 잠금 버튼 [11-1]이 슬라이드 장착 [11-2]용

으로 표시된 높이에 맞춰질 때까지 깊이 스
톱 [8-2]을 미십시오(그림 [11a]).

► 잠금 버튼 [11-1]을 누르는 동시에 매거진에
서 슬라이드를 당기십시오(그림 [11b] 참조).

► 버튼 [8-1]을 누르면서 동시에 깊이 스톱을 
푸십시오(그림 [11c] 참조).

운반 레버 분리
► 버튼 [12-1]을 누르면서 동시에 화살표 방향

으로 미십시오(그림 [12a] 참조).
► 자유로워진 버튼 [12-1](그림 [12b])을 운반 

레버 [12-2] 및 스프링 [12-3]과 함께 슬라이
드에서 분리하십시오(그림 [12c]).

► 각각의 부품을 청소하고, 결합이 있거나 마모
된 부품을 교체한 후 지금까지와 반  순서로 
장착하십시오.

운반 레버를 슬라이드에 재장착할 때 운반 
레버에서 스프링 [12-3]의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
하십시오. 잘못 장착되면 매거진 피스 운반 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 음향 경고 신호
음향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울리며, 
공구 작동이 차단됩니다.

배터리 방전 또는 공구 과부하.
–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 공구의 부하를 줄이십시오.
공구 과열.
– 냉각 후 공구를 다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팩 과열 또는 
결함.
– 배터리팩을 냉각 상태에서 

충전기와 함께 점검하십시
오.

11 유지보수 및 관리
  경고

상해 위험, 감전
► 유지보수 및 관리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전

동 공구로부터 배터리팩을 분리하십시오.
► 모터 하우징을 열어서 작업해야 하는 모든 

유지보수 작업 및 수리 작업은 공인된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
다.

고객 서비스 및 수리 제조사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만 정식 고객 서
비스와 수리 서비스가 제공됩니
다. www.festool.d/service에서 
가까운 지점을 찾아보십시오.

Festool의 정품 스페어 부품만 사
용하십시오. 주문 번호: 
www.festool.com/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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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환기를 위해 모터 하우징 환기구를 막힘
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십시오.
공구, 충전기, 배터리팩에서 접촉한 부분을 청결
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12 환경
공구 장비를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하지 마
십시오!공구, 액세서리 및 포장재는 환경 
보호법에 따라 재활용됩니다. 통용되는 

국가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유럽 국가의 경우만: 전기 및 전자 폐기 장치에 
관한 유럽 가이드라인 및 국가법 이행에 따라 사
용한 전동 공구는 분리 수거 후 환경 보호법에 따
라 재활용해야 합니다.
REACh 규정 관련 정보: www.festool.com/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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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mbols
Warning of general danger

Warning of electric shock

Read the operating instructions and 
safety instructions.

Wear ear protection.

Wear protective gloves.

Wear breathing protection.

Wear protective goggles.

Do not dispose of with domestic waste.

Tip, advice

Handling instruction

Inserting the battery pack

Removing the battery pack

2 Safety instructions
2.1 Machine-specific safety notices
– Halten Sie das Gerät an den isolierten 

Griffflächen, wenn Sie Arbeiten ausfüh
ren, bei denen die Schraube verborgene 
Stromleitungen treffen kann. Der Kontakt 
der Schraube mit einer spannungs-führen

den Leitung kann auch metallene Geräte
teile unter Spannung setzen und zu einem 
elektrischen Schlag führen.

– Use appropriate detection devices to look 
for any hidden supply lines or consult your 
local utility company. If the insertion tool 
makes contact with live cables, it can result 
in fire and electric shock. Damage to a gas 
pipe can lead to an explosion. Penetration 
of a water pipe can result in damage to 
property.

–
Wear suitable personal protective equip
ment: Ear protection, safety goggles, a dust 
mask for work that generates dust, and 
protective gloves when working with raw 
materials and when changing tools.

CAUTION! Power tool can jam and cause 
sudden kickback! Switch off immediately!

– Hold the power tool firmly in your hand. 
Make sure the speed is adjusted correctly 
when screwdriving. Be prepared for a high 
reaction torque, which may cause the pow
er tool to turn and possibly lead to injury.

– Do not use the power tool in the rain or in 
damp surroundings. Moisture in the power 
tool may cause a short circuit and fire.

– Do not lock the on/off switch in place per
manently.

– Connecting the magazine attachment and 
drywall screwdriver results in a tool for 
which the safety warnings and instructions 
of the drywall screwdriver apply.

– Do not use power supply units or third-
party battery packs to operate cordless 
power tools. Do not use third-party charg
ers to charge the battery packs. The use of 
accessories not expressly authorised by the 
manufacturer can result in electric shocks 
and/or serious accidents.

2.2 Emission levels
The level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EN 
60745 are typically:
Sound pressure level LPA = 78 dB(A)
Sound power level LWA = 89 dB(A)
Uncertainty K = 3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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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ION
Noise generated when working
Risk of damage to hearing
► Use ear protection.

Vibration emission level ah (vector sum for 
three directions) and uncertainty K measured in 
accordance with EN 60745:
DWC 18-2500 ah = 2,8 m/s2

K = 1,5 m/s2

DWC 18-4500 ah = 3,5 m/s2

K=1,5 m/s2

The specified emission levels (vibration, noise)
– are used to compare machines.
– They are also used for making preliminary 

estimates regarding vibration and noise 
load during operation.

– They represent the primary applications of 
the power tool.

An increase is possible in other applications, 
with other insertion tools or if the machine is 
not maintained adequately. Take note of the 
machine's idling and downtimes.

3 Intended use
Drywall screwdriver suitable for the following 
screwdriving tasks:
DWC 18-2500
– Screwdriving gypsum fibre board to metal 

or wooden constructions using drywall 
screws with milling ribs

– Screwdriving chipboard/OSB to wooden 
constructions with wood screws and chip
board screws up to a diameter of 5 mm

DWC 18-4500
– Screwdriving plaster boards onto metal 

profile bars (≤ 0.88 mm) using drywall 
screws with a fine thread

– Screwdriving plaster boards onto metal 
profile bars (≤ 2.25 mm) using drywall 
screws with a drill point

– Screwdriving plaster boards to wooden 
constructions using drywall screws with a 
coarse thread

This power tool is suitable for use with BP Fes
tool battery packs of the same voltage class.

The user is liable for improper or non-in
tended use.

4 Technical data
Cordless drywall screwdrivers DWC 18-2500 DWC 18-4500
Motor voltage 18 V 18 V
No-load speed* 0–2500 rpm 0–4500 rpm
Torque soft/hard 7/18 Nm 5/14 Nm
Tool holder 1/4" DIN 3126/ISO 1173 1/4" DIN 3126/ISO 1173
Max. workable screw length 55 mm 55 mm
Weight excl. battery pack 1.2 kg

Weight excl. battery pack, incl. depth stop 1.3 kg
Weight excl. battery pack, incl. magazine at

tachment
1.6 kg

* Speed values based on fully charged battery 
pack.

5 Parts of the machine
[1-1] Bit store
[1-2] On/off switch
[1-3] Rotational direction switch
[1-4] AUTO/MAN selector switch

[1-5] Depth stop
[1-6] Bit
[1-7] Insulated gripping surfaces (grey sha

ded area)
[1-8] Capacity indicator
[1-9] Capacity display button on battery pack

Accessories shown or described are not always 
included in the scope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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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fied illustrations appear at the begin
ning of the Operating Instructions.

6 Operation
6.1 Changing the battery pack
Inserting the battery pack [2 A] 
Removing the battery pack [2 B] 
The battery pack is ready to use straight out of 
the box and can be charged at any time.
6.2 Capacity indicator
The capacity display [1-8] indicates the charge 
of the battery pack for approx. 2 seconds after 
the button [1-9] is pressed:

70–100%

40–70%

15–40%

< 15%*

* Recommendation: Charge the battery pack 
before any further use.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battery 
pack and charger can be found in the 
corresponding operating manual.

7 Settings
 CAUTION

Risk of injury
► Only adjust the settings when the power 

tool is switched off.
7.1 Changing direction of rotation [1-3]
• Switch to the left = clockwise rotation
• Switch to the right = counterclockwise rota

tion

8 Tool holder, attachments
  WARNING

Risk of injury, electric shock
► Always disconnect the battery pack before 

any type of work on the machine!
8.1 Bit holder
The bit holder enables the operator to change 
drill bits quickly.

  CAUTION
Risk of injury from hot and sharp tool
► Do not use any blunt or faulty tools.
► Wear protective gloves.

Attaching the bit holder
► Move the switch [1-4] to the MAN position.
► Push the bit holder [3-2] into the tool hold

er [3-4] until it clicks into place.
► Place the bit [3-3] in the holder.
► Then affix the depth stop to the transmis

sion housing, as described in section  9.2 .
Removing the bit holder
► Take out the depth stop as described in sec

tion  9.2 .
► Remove the bit holder from the tool holder 

by pulling firmly.
8.2 Changing the bit
To change the bit [1-6], you can use the depth 
stop [1-5].
► To do this, place the depth stop on the bit as 

shown in figure [3b].
► The bit can be taken out by tilting the depth 

stop with the bit, while pulling at the same 
time.

► Then place the new bit in the bit holder.

9 Working with the machine
9.1 Switching on/off [1-2]

The tool is not started by pressing the 
switch [1-2] alone – not a tool fault!
Once the screw is driven to the de
sired depth, the tool switches off au
tomatically.

There are numerous ways to switch the tool on:
a)
► Set the tool's rotational direction to clock

wise using the right/left switch [1-3].
► Move the selector switch [1-4] to the MAN 

position.
► To switch the tool on, actuate the 

switch [1-2] and at the same time, press on 
the screw with the drill bit.

By pressing on the switch [1-2], the speed can 
be infinitely adjusted.
b)
► Set the tool's rotational direction to clock

wise using the right/left switch [1-3].
► Move the selector switch [1-4] to the AUTO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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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ctivate the tool, press on the screw with 
the drill bit.

It is not necessary to press the switch [1-2]. 
The top speed is set automatically.
c)
► Set the tool's rotational direction to anti

clockwise using the right/left switch [1-3].
► Switch the tool on using the switch [1-2].

The MAN/AUTO selector switch [1-4] is in 
either position.

By pressing on the switch [1-2], the speed can 
be infinitely adjusted.

The drywall screwdriver rotates anti
clockwise by pressing on the 
switch [1-2] only, without also having 
to press on the bit.
To unscrew screws fully, the depth 
stop does therefore not need to be re
moved.

9.2 Depth stop
Turning on the depth stop [1-5] sets the screw
ing depth, as shown in figure [4]. The setting is 
accurate to approx. ± 0.1 mm.
Anticlockwise rota
tion

Screw is countersunk 
further out.

Clockwise rotation Screw is countersunk 
further in.

Once the depth setting is made, drive in a test 
screw then, if necessary, correct the depth.
Attaching the depth stop
► Place the depth stop [3-1] on the transmis

sion housing [3-5].
► Then, apply pressure until the depth stop 

audibly clicks into place.
Removing the depth stop
► Take the depth stop out of the transmission 

housing by pulling firmly.
9.3 Frame hook and belt clip
The belt clip [5-1] can be used to attach the tool 
to working clothes temporarily – it can be af
fixed to the left or right-hand side of the tool 
using a screw [5-2], making it suitable for 
right-handed and left-handed operators – see 
figure [5].
The tool also has a hook [6-1], by which the tool 
can be hung, as required. It can be affixed to the 
left or right-hand side of the housing using the 
screw  [6-2] – see figure [6].

9.4 Magazine attachment
The magazine attachment enables the operator 
to work continuously without unnecessary pau
ses.
Fitting the magazine attachment
► Remove the depth stop [3-1] on the bit 

holder [3-2] using the bit, as described in 
section  8 .

► Move the selector switch [1-4] to the MAN 
position.

► Push the long bit [7-1] into the tool hold
er [3-4] until it clicks into place.

► Then affix the magazine attachment to the 
transmission housing. The magazine at
tachment must audibly click into place.

► The magazine attachment can be positioned 
at 30° increments.

Removing the magazine attachment
► Take the magazine attachment out of the 

transmission housing by pulling firmly.
Adjusting the screw length
► Pressing on the button [8-1] slides the 

depth stop [8-2] in or out, so that it can be 
adjusted to the required screw length.

The screw length setting is visible on the sides 
of the depth stop [8-3].
Inserting collated screws
► Firstly, draw the belt of collated 

screws [9-3] through the lower magazine 
guide and then thread them into the car
riage guide until a screw clicks into the 
working position.
Make sure that the screws are correctly 
positioned and secure by pulling gently on 
the belt of collated screws.
Check that the first screw is lined up in the 
screwing axis – see figure [9].

► Use the adjusting wheel [9-1] to set the re
quired insertion depth.

► Clockwise rotation will countersink the 
screws further in, while anticlockwise rota
tion will countersink the screws further out. 
The current setting can be read off the pre
setting display [9-2]

Once the setting is made, drive in a test screw, 
then, if necessary, correct the depth setting us
ing the adjusting wheel [9-1]. Each setting ad
justment shifts the stop by ± 0.1 mm.

We recommend screwdriving in the 
automatic mode – see section  9.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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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ing collated screws
► Remove the collated screws by pulling up

wards once (figure [10] ) or by engaging 
the transport lever at the same time as 
pulling the collated screws downwards (fig
ure [10] ).

10 Working instructions
– The magazine attachment must not be held 

in the area of the depth stop.
– Each screwdriving process must be com

pleted in full. Interrupting a screwdriving 
process or applying pressure when screw
driving can cause the tool to malfunction.

– The collated screws must only be changed 
when the tool is at a standstill.

– The magazine attachment must under no 
circumstances be used in any way other 
than that described in this operating man
ual.

– Use only original screwdriver bits.
– Use only original collated screws.
– The collated screws must always be kept in 

their original packing.
– Always work at right angles to the board 

that is being affixed.
10.1 Magazine attachment maintenance
The magazine attachment is essentially mainte
nance-free. After an extensive period of use, 
however, it is recommended to clean it with 
compressed air.
The magazine attachment can be lubricated 
around the area of the carriage guide – see fig
ure [11b].
For the purposes of cleaning, the magazine at
tachment can be dismantled as described be
low.
Prior to cleaning, remove the collated screws 
from the magazine as described in section  9.4 
"Removing collated screws".
Take the magazine attachment out of the dry
wall screwdriver.
Removing the carriage
► Push the depth stop [8-2] in to the housing 

as far as it will go, until the locking but
ton [11-1] is level with the marking for car
riage removal [11-2] – see figure [11a].

► Press the locking button [11-1] and at the 
same time pull the carriage out of the mag
azine – see figure [11b].

► Push the button [8-1] and at the same time 
unscrew the depth stop – see figure [11c].

Removing the transport lever
► Push the button [12-1] and at the same 

time slide in the direction of the arrow – see 
figure [12a].

► Remove the released button [12-1] (fig
ure [12b]) together with the transport lev
er [12-2] and the spring [12-3] from the 
carriage (figure [12c]).

► Clean the individual parts, replace faulty or 
worn parts and then reassemble in reverse 
order.

When reassembling the transport lever in 
the carriage, ensure the spring [12-3] is posi
tioned correctly within the transport lever. In
correct assembly can prevent the collated 
screws from being transported properly.
10.2 Acoustic warning signals
Acoustic warning signals sound and the ma
chine switches off in the following operating 
states:

Battery flat or machine over
loaded.
– Change the battery.
– Place the machine under 

reduced stress.
Machine is overheating.
– You must allow the ma

chine to cool beforeusing 
again.

LiIon battery pack is faulty or 
has overheated.
– Once the battery pack has 

cooled, perform a func
tional check using the 
charger.

11 Service and maintenance
  WARNING

Risk of injury, electric shock
► Always remove the battery pack from the 

power tool before performing any mainte
nance or service work.

► All maintenance and repair work which re
quires the motor housing to be opened 
should always be carried out by an author
ised servic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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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and repairs 
must only be carried out by the 
manufacturer or service work
shops. Find the nearest address 
at: www.festool.co.uk/service

Always use original Festool 
spare parts. Order no. at: 
www.festool.co.uk/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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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sure constant air circulation, always keep 
the cooling air openings in the motor housing 
clean and free of blockages.

Keep the contacts on the power tool, charger 
and battery pack clean.

12 Environment
Do not dispose of the device in the 
household waste!Recycle devices, ac
cessories and packaging. Observe appli

cable national regulations.
EU only: In accordance with European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implementation in national law, used power 
tools must be collected separately and handed 
i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recycling.
Information on REACH: www.festool.com/reach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 501-2호
(오전동, 에이엘티지식산업센터)
(우) 16071
전화: 02-6022-6740
팩스: 02-6022-6799
http://www.festool.co.kr

Gyeonggi-do, Uiwang-si Clear No. 67, 501-2 (AM 
East, ADT Knowledge Industrial Center)
(R) 16071
phone: 02-6022-6740
fax: 02-6022-6799
http://www.fest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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