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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From 1901 to Number one
맥

과이어스는 지난 113년 전 프랭크 맥과이어 주니어에 의해
가구 광택제를 차고에서 만드는 조그만 회사로 시작하여
오늘날 4대까지 가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맥과이어스 100주년”을 기념하여 맥과이어스는 모든
외장관리 관련제품 제조사들 가운데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말이 없는 마차(자동차)는 창업자 프랭크 맥과이어의 가구광택에 대한 사업적 안목을 자동차 분야로
돌려 놓았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는 나무로 만들어졌었으며 나무의 표면은 가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맥과이어스의 제품을 손쉽게 차량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로써 맥과이어스는 오늘날
자동차 왁스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생산된 가구광택제 한 병부터 지금까지 한시라도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한 병도 팔지 않았던
프랭크 맥과이어의 유지를 받든 그의 후손들에 의해 맥과이어스사는 업계 최고의 자리를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에 걸쳐 맥과이어스를 사랑하는 열광적인 고객들을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카다로그 표기 사항
아

래와 같이 제품 별 사용 주의 & 안내 마크로 제품마다 주의사항 & 작업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제품 사용 전 안내 마크를 확인 하시고 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 방법 안내: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SPRAY & WIPE

스프레이 & 와입

WASH & RINSE

워시 & 린스

작업 준수 마크:

바디샵세이프

바디샵에서 사용 불가

VOC 인증 완료

VOC 인증 안됨

*BBS란? 도색작업이 가능한 공간에서 사용 가능
*VOC란? 휘발성 유기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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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파운드
M100
• 깊은

프로 스피드 컴파운드 / Pro Speed Compound

스크래치, 산화된 물자국 그리고 스월과 홀로그램 제거.

• 진보된

기술로 빠른 커팅 컴파운드 작업이 가능.

품번 #……………………용량
M10032……………………946㎖
M10001……………………3.78ℓ

• 1200grit

이하 연마력으로 수(手)샌딩 자국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쉽게
폴리싱이 가능하도록 해줌.

• 단단한

도장면 & 방금 재 도색을 마친 도장면에 우수한 작업성.

• 울패드와

함께 작업 시 최상의 작업결과 제공.

M84
• 강력한

컴파운드 파워 클리너 / Compound power cleaner

입자 성분은 강한 클리닝 작업과 효과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 컴파운드

후 클리닝 작업을 빠르고 안전하게 도와줍니다.

• Diminishing
• Buffered

작업방법: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품번 #……………………용량
M8432……………………946㎖
M8401……………………3.78ℓ

Abrasives(분쇄 입자) 기술로 빠른 커팅/폴리쉬.

Abrasive의 윤활 기술은 도장면의 찌꺼기를 방지하여 줍니다.
작업방법: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M85
• 고강도

다이아몬드 컷 컴파운드 2.0 / Diamond cut compound 2.0

페인트(High solids)에 적합합니다.

• 빠른

커팅과 적은 스월.

• 적은

먼지, 적은 제품 날림 및 쉬운 닦임성.

품번 #……………………용량
M8532……………………946㎖
M8501……………………3.78ℓ

작업방법: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M86

컷 & 폴리쉬 크림 / Cut & Polish cream

• 한단계

더 진화된 Unigrit Technology는 보다 간단하게 원스텝으로
컴파운드와 폴리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공업사와

바디샵을 위해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 안전하며,

VOC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품번 #……………………용량
M8632……………………946㎖
M8601……………………3.78ℓ

작업방법: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M95
• 빠른

스피드 컷 컴파운드 / Speed cut compound

커팅, 전통적인 느낌을 가진 최신 컴파운드 제품입니다.

• 1200grit

이하 샌딩 마크를 빠르게 제거하여 줍니다.

• 스크래치,
• 사용이

품번 #……………………용량
M9532……………………946㎖
M9501……………………3.78ℓ

산성비 그리고 심한 스월/홀로그램 제거에 탁월합니다.

편리하며, VOC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작업방법: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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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운드
M101
• 빠르고

1

폼-컷 컴파운드 / Foam-Cut compound

안정적으로 샌딩 자국 제거.

• 슈퍼마이크로

입자는 보다 긴 버핑 작업 시간을 제공하며 적은 양으로 작업이

품번 #……………………용량
M10132……………………946㎖
M10101……………………3.78ℓ

가능.
• 특별

제작된 맥과이어스 소프트 버프 폼 컴파운딩 패드 (W6006)와 같이
사용하세요.

• 필요

시 물을 분무하여 작업 가능.

M105

울트라-컷 컴파운드 / Ultra-cut compound

• 슈퍼마이크로
•본

입자 기술을 적용하여 헤이즈현상 억제에 탁월합니다.

제품은 1200grit 또는 이하의 샌딩 마크를 제거해줍니다.

• 슈퍼마이크로
• 스크래치,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입자는 동급 최고의 커팅력을 제공합니다.

품번 #……………………용량
M10508……………………236㎖
M10532……………………946㎖
M10501……………………3.78ℓ

미세결함, 산성비 그리고 심한 스월/홀로그램 제거에 탁월합니다.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D300
• 스월-프리,

DA 커렉션 컴파운드 / DA Correction compound
더스트(먼지)-프리, No-마스킹이 가능한 최고의 제품.

• 슈퍼마이크로
• 고농축
• DA

입자 기술로 고광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결함 제거.

방식으로 제품 사용량이 적음.

품번 #……………………용량
D30016…………………473㎖
D30032…………………946㎖
D30001…………………3.78ℓ

피니싱 왁스(D301)와 함께 사용 시 최상의 작업결과 제공.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희     석: 바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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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리쉬
M09
• 스월

스월 리무버 2.0 / Swirl remover 2.0

제거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 고광택

클리너/폴리쉬 제품입니다.

• 환상적인

품번 #……………………용량
M0916……………………473㎖
M0901……………………3.78ℓ

고광택 작업을 선사함은 물론 가벼운 스크래치와 스월을 제거

합니다.
• 제품에

튐(제품 날림) 현상을 줄여주고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M80

스피드 글레이즈 / Speed Glaze

• 도장샵에서
• 전반적인

안전합니다.

스월, 산화 및 페인트 결함을 제거합니다.

• “신차”같은

품번 #……………………용량
M8032……………………946㎖
M8001……………………3.78ℓ

반짝거리는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 여러 가지 작업 방식으로 사용가능 - 로터리 버퍼(울 또는 Foam 패드), DA 폴리셔,

오비탈 또는 수(手) 작업.
• 가벼운
• 적은

스크래치와 스월을 시각적으로 제거하여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분진으로 쉽게 닦임.

M82

스월 프리 폴리쉬 / Swirl Free Polish

• 스월

제거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 신차

및 새 도장면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 신속한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며 쉽게 닦아냅니다.

• “신차”같이

M83

빛나며 반짝이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듀얼 액션 클리너 폴리쉬 / Dual Action Cleaner Polish

심한 오염물질, 흠집 및 산화를 제거합니다.

• 최고급

품번 #……………………용량
M8232……………………946㎖
M8201……………………3.78ℓ

폴리쉬 작업으로 스월 마크를 빠르게 제거합니다.

• 부드럽고

• 조금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성분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최상의 광택과 선명한 색상을 제공합니다.

품번 #……………………용량
M8332……………………946㎖
M8301……………………3.78ℓ

• 안전한

Buffered Abrasive기술은 마무리 공정중에 결함을 손상 없이 제거하며
닦아줍니다.

• 클리어

코트 및 모든 마무리 공정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M205

울트라 피니싱 폴리쉬 / Ultra Finishing Polish

• 진보된

성분 배합 기술은 풍부한 고광택과 스월 Zero의 작업결과를
선사합니다.

• 모든

도장면에 완벽하게 스월과 미세결함을 제거합니다.

• 깊은

반사광과 고광택을 선사합니다.

• 부드러운

품번 #……………………용량
M20508……………………236㎖
M20532……………………946㎖
M20501……………………3.78ℓ

광택감과 빠른 닦임성.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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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 & 실란트
D150
• 파우더

• 뛰어난

X-프레스 리퀴드 왁스 / X-Press Liquid Wax

잔여물이 없고 우수한 닦임성.

• 환상적이고

3

깊은 고광택.

품번 #……………………용량
D15001……………………3.78ℓ

발림성과 닦임성으로 손쉽게 왁스 작업 가능.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희     석: 바로사용

D156
• 분무하고

신테틱 X-프레스 스프레이 왁스 / Synthetic X-press spray wax

닦아주는 쉬운 작업성.

• 깊고

풍부한 웻룩 광택 제공.

• 햇빛

바로 아래서도 작업이 가능.

• 세차

후 빠르게 물기 제거를 위해서도 사용 가능.

• 플라스틱

트림에 하얗게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D157

품번 #……………………용량
D15601……………………3.78ℓ

SPRAY & WIPE

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신테틱 X-프레스 왁스 / Synthetic x-press wax

• 쉽게

발리고 쉽게 닦아 낼 수 있어 손쉽게 왁스 작업 가능.

• 깊고

진한 촉촉한 광택 제공.

• 마른

도장면 또는 젖은 도장면 모두 작업 가능.

품번 #……………………용량
D15701……………………3.78ℓ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희     석: 바로사용

M06

클리너왁스 / Cleaner Wax

•단

한번의 작업으로 클린, 폴리쉬 그리고 보호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손

& 기계 작업 가능.

• 가벼운

산화를 제거합니다.

• 고광택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 밝은색

차량에 작업 시 탁월한 결과 제공.

M20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폴리머 실란트 / Polymer sealant

• 독특한

폴리머, 실리콘 그리고 왁스의 배합은 다른 왁스들과는 다른 눈부신
고광택을 제공합니다.

• 클리어

품번 #……………………용량
M0616……………………473㎖
M0664……………………1.89ℓ

품번 #……………………용량
M2016……………………473㎖
M2064……………………1.89ℓ

코드 및 다른 모든 도장면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meguiarskorea.co.kr

9

3 왁스 & 실란트
M66

퀵 디테일러 / Quick Detailer

작업으로 클린/왁스 작업이 가능하며, 특히 high-production에 알맞은 품번 #……………………용량
M6601……………………3.78ℓ
제품입니다.

• 한번의

• 안전하고
• 깊은

빠르게 흠과 산화를 제거합니다.

광택을 살아나게 하며 내구력 있는 wax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M21

신테틱 실란트 2.0 / Synthetic Sealant 2.0

polymer Technology(소수성 폴리머 기술)는 진보된 도장관리와 품번 #……………………용량
M2116……………………473㎖
보호를 제공합니다.
M2164……………………1.89ℓ

• Hydrophobic
• 눈에

띄게 보다 깊고, 보다 진한, 보다 반사되는 광택을 제공합니다.

• 가벼운

스크래치와 스월을 시각적으로 제거하여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 바르기

쉽고 닦기 쉬움.

M26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희     석: 바로사용

하이-테크 옐로우 왁스 / Hi-tech Yellow Wax

• 프리미엄

카나우바 성분과 실리콘이 혼합된 왁스입니다.

• 풍부하고

깊은 색감을 제공합니다.

• 광택

작업이 완료된 모든 도장면에 대해 놀라운 고광택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 액상

및 고체타입.

품번 #……………………용량
M2611………………311g/고체
M2616……………………473㎖
M2601……………………3.78ℓ

작업방법: 수작업, 로터리, DA폴리셔
희     석: 바로사용

M1611
• 특별

프로 고체 왁스 / Professional Paste Wax

혼합방식으로 제조한 색다른 왁스.

• 하얗게

마르지 않습니다.

품번 #……………………용량
M1611………………311g/고체

• 광택

작업이 완료된 모든 도장면에 놀라운 고광택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 어플리케이션 패드는 별매입니다.
작업방법: 수작업
희     석: 바로사용

D301
• DA작업
• 풍부한
• DA

DA 피니싱 왁스 / DA Finishing Wax

후 한 번의 문지름으로 쉽게 피니싱 왁스가 제거됨.
폴리머, 실리콘 & 카나우바의 조합으로 고광택의 보호막 제공.

마이크로 화이버 커렉션 컴파운드 작업 후 사용하도록 별도 제작된 왁스.

• 발림성,

품번 #……………………용량
D30116…………………473㎖
D30132…………………946㎖
D30101…………………3.78ℓ

닦임성, 워터비딩 3박자를 두루 갖춘 탁월한 왁스.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희     석: 바로사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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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 제품
D110
• 하이퍼

• 생분해

하이퍼 워시 / Hyper - wash

농축비율(400:1).

• 풍부하고

안정적인 거품이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품번 #……………………용량
D11001……………………3.78ℓ
D11005……………………18.9ℓ

성분(Biodegradable).

• 권장

희석비율에 맞춰 희석하여 세차 후 린스를 합니다.

• 폼건

세제로도 사용 가능.

• PH

4

: 8.2

D111

작업방법: 워시&린스
희     석: 400:1

샴푸 플러스 / Shampoo Plus

• 고급스러운

거품과 윤활성분으로 깨끗하고 섬세하게 세차되어 스크래치를
발생하지 않고 순결한 도장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품번 #……………………용량
D11101……………………3.78ℓ
D11105……………………18.9ℓ

• 맥과이어스가

개발한 독창적인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광택을 깊게 해주며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하여 주는 최고의 카 워시 제품입니다.

• 생분해(Biodegradable)

성분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작업방법: 워시&린스
희     석: 128:1

D114
• 린스(헹굼)

린스 프리 익스프레스 워시 / Rinse free express wash
과정이 필요 없는 세차용 워시.

• 익스테리어/인테리어
• 희석

사용 가능한 농축형.

• 공업사/출장세차
• 생분해

등, 물의 사용을 제한 받는 곳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

성분(Biodegradable).

D115
• 특수

모두 사용가능(가죽, 직물 제외).

품번 #……………………용량
D11401……………………3.78ℓ

린스 프리 익스프레스 워시 & 왁스 / Rinse Free Express Wash & Wax

배합기술로 기존 세차방식을 뛰어 넘는 신개념 세차용 워시.

• 린스(헹굼)
• 고광택,

과정이 필요 없는 세차용 워시.

품번 #……………………용량
D11501…………………3.78ℓ

워터 비딩이 장기 지속 됨.

• 생분해성
• 한번에

작업방법: 수작업, 스프레이&와입,
워시&린스
희     석: 128:1 or 64:1

세제이며 빠르고 쉽게 닦아냄.

세차 + 왁스 가능.

작업방법: 스프레이 & 와입
희     석: 4:1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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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장 관리 제품
C2000
• 부착된

디테일링 클레이 마일드 (부드러운 타입) / Detailing clay mild

모든 오염물질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 유리면처럼

매끄럽게 복원합니다.

• 파이널

익스펙션(M34)과 함께 클레이작업 가능.

• 가벼운

타르 및 오염 물질 제거용.

품번 #……………………용량
C2000……………………200g

작업방법: 수작업
희     석: 바로사용

C2100
• 부착된

디테일링 클레이 어그레시브 (강력 타입) / Detailing clay aggressive

모든 오염물질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 유리면처럼

매끄럽게 복원합니다.

• 파이널

익스펙션(M34)과 함께 클레이작업 가능.

• 심각한

타르 및 오래된 낙진 제거용.

품번 #……………………용량
C2100……………………200g

작업방법: 수작업
희     석: 바로사용

D155

라스트 터치 디테일링 스프레이 / Last touch detailing spray

• 차량

인도 직전 마무리 공정에 최적.

• 먼지,

지문, 얼룩 및 오염물질을 제거.

• 광택과
>>

보호 성분을 높임.

품번 #……………………용량
D15501……………………3.78ℓ
D15505……………………18.9ℓ
D20155(분무기병)…………900㎖

분무기병

• 내용물과

스프레이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희석비율

용기에 표기.

M34

파이널 익스펙션 / Final Inspection

• 분사하고

닦으면 눈부신 광택을 만들어 줍니다.

• 광택작업

결과와 결함 확인시 사용.

• 고객에게

차량 인도 직전시 사용하기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 컴파운드

잔여물을 닦기 위해 사용합니다.

• 클레이

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사용시 윤활제로 사용 가능.

M135

품번 #……………………용량
M3416……………………473㎖
M3401……………………3.78ℓ

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신테틱 스프레이 디테일러 / synthetic spray detailer

• 마치

방금 왁스 작업한 것처럼.

• 가장

진보된 발수 코팅제.

품번 #……………………용량
M13501……………………3.78ℓ

• Hydrophobic Polymer Technology

(소수성 폴리머)는 분사하고 닦아내는
작업으로도 깊고 풍부하며 광을 보호하는 제품입니다.

• 왁스의

지속력 강화.

• 유지보수에

12

이상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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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세정제 & 디그리져
D101
• 모든

올 퍼포즈 클리너 / All purpose cleaner

내장제의 리컨디셔닝에 이상적인 제품.

• 우수한

거품성분이 부드럽게 더러운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 카펫,

실내장식, 비닐 등등 모든 제품의 표면을 깨끗하고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

스프레이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희석비율

용기에 표기.

D108
• 강력한

• 쾌적한

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4:1 Heavy - 10:1 Light

슈퍼 디그리져 / Super Degreaser

세정 성분이 빠르게 찌든 오일 및 오염물질을 제거.

• 잔여물이

남지 않습니다.

향.

품번 #……………………용량
D10801……………………3.78ℓ
D10805……………………18.9ℓ
D20108(분무기병)…………900㎖

분무기병

• 내용물과

스프레이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희석비율

용기에 표기.

D120

오염물 및 벌레 사체 자국을 쉽게 제거하며 투명하고 반짝이는
유리상태로 클리닝해줍니다.

• 하나의

농축 갤론으로 11개의 글래스 클리너 갤론을 만듭니다.
(4리터 한병으로 44리터 생산가능).

• 잔유물이

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4:1 Heavy - 10:1 Light

글래스 클리너 콘선트레이트 / Glass cleaner concentrate

• 도로

품번 #……………………용량
D12001……………………3.78ℓ
D12005……………………18.9ℓ
D20120(분무기병)…………900㎖

남지 않는 유리세정제(농축액).

• 선팅필름에도
>>

품번 #……………………용량
D10101……………………3.78ℓ
D10105……………………18.9ℓ
D20101(분무기병)…………900㎖

분무기병

• 내용물과

>>

6

안전하게 사용 가능.

분무기병

• 내용물과

스프레이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희석비율

용기에 표기.

M39
• 비닐과
• 강한

• 합성

헤비 듀티 비닐 클리너 / Heavy duty vinyl cleaner

러버(고무)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기능을 복원해 줌.

내구성으로 자외선 손상 방지.

• 수명과

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10:1

품번 #……………………용량
M3916……………………473㎖

색상을 복원합니다.

코팅의 단순 보호가 아닌 풍부한 천연 광택을 제공합니다.
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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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테리어 관리 제품
D149

퀵 인테리어 디테일러 / Quik Interior Detailer

• 모든

인테리어 부위에 빠르고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세정과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 인테리어

모든 부위에 안전하여 UV 차단 보호막 형성.

• 끈적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광택.

• 손상된
• 특히

플라스틱 및 고무재질을 새것처럼 보이게 복원.

무광 블랙 플라스틱 트림에 최상의 결과 제공.

• 쾌적한

향.

D180

풍부한 로션이 보습효과를 주어 가죽의 주름과 갈라짐 방지.

• 오일기

없이 작업하며, 자연스러운 부드러움, 탄력 있는 마무리.

• 쾌적한

향.

• D181과

함께 사용 시 최상의 효과 제공.

• 사용순서

: D181(강력한 클리닝) → D180(가벼운 클리닝 & 보습).

D181
•새

가죽처럼 복원.

• 천연가죽에

• D180과

작업방법: 수작업
희     석: 바로사용

품번 #……………………용량
D18101……………………3.78ℓ

안전하며 뛰어난 세정력의 가죽 클리너.

감귤 향.
함께 사용 시 최상의 효과 제공.

• 사용순서

M23
• 안전하게
• 악취를

품번 #……………………용량
D18001……………………3.78ℓ

레더 클리너 / Leather Cleaner

얼룩 제거에 탁월.

• 상큼한

작업방법: 수작업,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레더 클리너 & 컨디셔너 / Leather Cleaner & Conditioner

• 두텁고

• 찌든

품번 #……………………용량
D14901……………………3.78ℓ
D14905……………………18.9ℓ

: D181(강력한 클리닝) → D180(가벼운 클리닝 & 보습).

작업방법: 수작업,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오더 엘리미네이터 / Odor Eliminator
영구히 심한 악취를 제거합니다.

덮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제거합니다.

품번 #……………………용량
M2301……………………3.78ℓ

• 다른

제품들과 달리, 인테리어(내부)가 가열되거나 습해져도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 심한

14

냄새 제거 : 담배냄새, 음식물, 애완동물 배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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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드레싱
D160
• 내장

날씨에 저항하는 눈부심.

• 즉각적인
>>

올 시즌 드레싱 / All season dressing

및 외장 모두 고광택 작업 가능.

• 고광택,

작업 결과, 오랫동안 유지.

품번 #……………………용량
D16001……………………3.78ℓ
D16005……………………18.9ℓ
D20160(분무기병)…………900㎖

분무기병

• 내용물과

스프레이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희석비율

용기에 표기.

D170
• 내장

• 다양한

작업방법: 수작업,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하이퍼 드레싱 / Hyper dressing

및 외장 모두 고광택 작업 가능.

• 희석비율

>>

8

4:1을 이용한 다양한 눈부신 광택 가능.

수성 드레싱 희석비율 제공(물:제품).

품번 #……………………용량
D17001……………………3.78ℓ
D17005……………………18.9ℓ
D20170(분무기병)…………900㎖

분무기병

• 내용물과

스프레이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희석비율

용기에 표기.

M40
• 비닐과
• 강한

• 합성

비닐 & 러버(고무) 클리너/컨디셔너 / Vinyl & Rubber cleaner/conditioner

러버(고무)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기능을 복원해 줌.

내구성으로 자외선 손상 방지.

• 수명과

작업방법: 수작업
희     석: 4:1

색상을 복원합니다.

품번 #……………………용량
M4016……………………473㎖
M4001……………………3.78ℓ
M4005……………………18.9ℓ

코팅의 단순 보호가 아닌 풍부한 천연 광택을 제공합니다.

작업방법: 스프레이&와입
희     석: 바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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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 버핑 패드 & 백킹 플레이트
W4003

이지 버프 울 패드 / Easy Buff Knitted Wool Pad

• “Easy

Buff”의 새로운 기술은 효과적으로 샌딩마크와 도장면의 미세결함을
제거해줍니다.

• 일반

품번 #……………………사이즈
W4003…………………7.6㎝

패드로 작업이 어려운 작은 부위 작업에 이상적 제품.

• 울에

부착된 두툼한 패드가 스월을 최소화로 감소시켜주며, 부드러운 작업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작업방법: 로터리

W7204

소프트 버프 커팅 패드 / Soft buff cutting pad

• New

foam Technology는 스월을 감소시키며 도장표면의 전반적인 결함을
커팅합니다.

•울

품번 #……………………사이즈
W7204……………………10.1㎝

패드가 만들어낸 스월 제거에 탁월합니다.

•폼

셀 구조는 패드 내부 공기흐름을 원활히 하여 도장면의 열발생을
방지합니다.
작업방법: DA폴리셔, 로터리

W8204

소프트 버프 폴리싱 패드 / Soft buff Polishing Pad

• 광택

복원 작업중에 아주 미세한 도장면의 결함을 제거해줍니다.

• 미세

결함을 제거하여 고광택 작업을 완성해 나갑니다.

품번 #……………………사이즈
W8204……………………10.1㎝

•폼

셀 구조는 패드 내부 공기흐름을 원활히 하여 도장면의 열발생을
방지합니다.

작업방법: DA폴리셔, 로터리

W9204

소프트 버프 피니싱 패드 / Soft buff finishing Pad

• New

soft foam Technology는 가벼운 스월을 제거해주고 고급스러운
고광택을 제공합니다.

• 고광택을
•폼

품번 #……………………사이즈
W9204……………………10.1㎝

위한 마무리 작업용 패드.

스월 완벽 제거.

작업방법: DA폴리셔,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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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핑 패드 & 백킹 플레이트
W4000

9

컷 앤 샤인 울 패드 / Cut`n shine Wool pad

• 제거가

어려운 깊은 스크래치 및 스월마크를 남김없이 제거 가능합니다.

• 심각한

도장 결함을 제거합니다.

• 훅/룹(Hook/Loop)백킹

품번 #……………………사이즈
W4000……………………20.3㎝

시스템 적용.

작업방법: 로터리

W4500
• 100%

전문가용 맥과이어스 중모패드 / The professional Meguiars shot wool pad

천연양모.

• 안전하고
• 다양한

쉬운 커팅을 위한 완충 패드 삽입.

품번 #……………………사이즈
W4500……………………15.5㎝

작업에 맞는 사이즈의 중모 패드.

작업방법: DA폴리셔, 로터리

W5000
• 100%

울, 4가닥 꼬인 섬유가 빠른 커팅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 효과적으로
• 정확한
• 특수

더블-사이드 울 커팅 패드 / Double-side wool cutting pad

샌딩 마크와 심한 결함을 제거합니다.

품번 #……………………사이즈
W5000……………………20.3㎝

센터링으로 진동이 없는 광택 작업이 가능합니다.

Soft-edge 백킹이 안전한 광택과 곡면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작업방법: 로터리

W63, W65
• 훅/룹(Hook/Loop)백킹

로터리 버퍼 백킹 플레이트 / Rotary buffer backing Plates
시스템 적용으로 빠르고 쉽게 패드 교체가

가능합니다.
• 특허

품번 #……………………사이즈
W63……7.6㎝ & 10.1㎝ 패드전용
W65……………20.3㎝ 패드전용

받은 셀프 센터링 시스템으로 패드의 회전 밸런스를 잡아 줍니다.

• 5/8인치

shaft 직경의 모든 로터리에 장착 가능합니다.

작업방법: 로터리

W66, W6614mm
• 곡면과

이지 버프 로터리 백킹 플레이트 / "Easy Buff" Rotary Backing Plate

도장면 라인에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Solo

System 7' Buffing pads에 보다 적합한 제품입니다.

• 보다

스월없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 로터리

품번 #……………………사이즈
W66……………………14.6㎝
W6614…………………14.6㎝

광택기에 사용가능.

• W6614mm

- 규격 14mm용.
작업방법: 로터리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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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버핑 패드 & 백킹 플레이트
W68
• 어떤

로터리 버핑 툴에도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 여분의
• 넓은

소프트 버프 버핑 플레이트 / Soft buff Buffing Plate

두꺼운 폼이 패드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품번 #……………………사이즈
W68………………………14.6㎝

8인치의 작업면적이 빠른 작업을 도와 버핑시간과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 Meguiars

Soft Buff 2.0 패드와 완벽한 센터링 부착가능.

작업방법: 로터리

W68DA

DA백킹 플레이트 / DA Backing plate

• 정밀한

엣지 형성으로 평면 및 곡면에 대해 이상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품번 #……………………사이즈

• 하나의

구조로 구성되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Meguiars
• DA

W68DA……………………14.6㎝

Soft Buff 2.0 패드와 완벽한 센터링 부착가능.

폴리셔 사용 가능.

작업방법: DA폴리셔

W7000, W7006
•폼

소프트 버프 폼 커팅 패드 / Soft buff Foam cutting pad

커팅으로 울 패드가 만든 스월을 제거합니다.

• 전반적

도장면 결함을 제거합니다.

품번 #……………………사이즈
W7000…………………20.3㎝
W7006…………………16.5㎝

•폼

셀 구조는 패드 내부 공기흐름을 원활히 하여 도장면의 열발생을
방지합니다.

• 훅/룹(Hook/Loop)백킹

시스템 적용.
작업방법: 로터리

W7207
• 새로운
• 7인치

소프트 버프 2.0 커팅 패드 / Soft buff 2.0 cutting Pad

폼 기술로 스월의 발생이 적으면서 도장면 결함을 커팅 해줍니다.

패드 사이즈 진동을 줄여주며 쉬운 버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 두겹의

라미네이트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력과 기계세척 가능.

• 손쉬운

센터링.

• DA광택기에

품번 #……………………사이즈
W7207……………………17.7㎝

사용 시 파손가능.
작업방법: 로터리

WWHC7

울 헤비 커팅 패드 / Wool Heavy cutting pad

• 100%

울 재질이며, 꼬인 섬유형태는 빠른 커팅을 제공하며 효과적으로 샌딩
마크 및 결함을 제거합니다.

• 버건디

패드는 “강한 커팅력(Heavy cutting)”을 의미합니다.

• 평평한

패드 디자인은 커팅 면적을 늘려주어 버핑시간을 감소시켜 드립니다.

품번 #……………………사이즈
WWHC7……………………17.7㎝

작업방법: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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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핑 패드 & 백킹 플레이트
W8000, W8006

9

소프트 버프 폼 폴리싱 패드 / Soft buff Foam polishing pad

• 가벼운

도장면 결함제거용 폴리싱 패드.

• 고광택

복원.

품번 #……………………사이즈
W8000…………………20.3㎝
W8006…………………16.5㎝

•폼

셀 구조는 패드 내부 공기흐름을 원할히 하여 도장면의 열발생을
방지합니다.

• 훅/룹(Hook/Loop)백킹

시스템 적용.
작업방법: DA폴리셔, 로터리

W8207
• 광택

소프트 버프 2.0 폴리싱 패드 / Soft buff 2.0 Polishing Pad

복원작업중 작은 도장면 결함을 제거합니다.

• 새로운

폼 기술인 7인치 패드는 부드러운 버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 두겹의

라미네이트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력과 기계세척 가능.

• 손쉬운

센터링과 곡면 작업.

품번 #……………………사이즈
W8207……………………17.7㎝

작업방법: DA폴리셔, 로터리

W9000, W9006
• 최종

소프트 버프 폼 피니싱 패드 / Soft buff Foam Finishing Pad

마무리를 위한 고급스러운 폼 패드.

• 고광택,

스월 프리의 눈부심을 선사합니다.

품번 #……………………사이즈
W9000…………………20.3㎝
W9006…………………16.5㎝

•폼

셀 구조는 패드 내부 공기흐름을 원할히 하여 도장면의 열발생을
방지합니다.

• 훅/룹(Hook/Loop)백킹

시스템 적용.
작업방법: DA폴리셔, 로터리

W9207
• 새로운

소프트 버프 2.0 피니싱 패드 / Soft buff 2.0 Finishing Pad

폼 기술은 가벼운 스월제거와 고급스러운 고광택 선사합니다.

• 부드러운

버핑 작업으로 적은 피로감.

• 두겹의

라미네이트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력과 기계세척 가능.

• 손쉬운

센터링.

품번 #……………………사이즈
W9207……………………17.7㎝

작업방법: DA폴리셔, 로터리

WWLC7
• 독특한

울 라이트 커팅 패드 / Wool Light cutting Pad

혼합 섬유를 사용하여 안전한 커팅력을 제공합니다.

• 스크래치

방지 코팅(SRC)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 노란색

패드는 “가벼운 커팅력(Light cutting)”을 의미합니다.

• 평평한

패드 디자인은 커팅 면적을 늘려주어 버핑시간을 감소시켜 드립니다.

품번 #……………………사이즈
WWLC7……………………17.7㎝

작업방법: 로터리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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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헤드라이트 & 플라스틱 관리 제품
M1708
• 모든

투명 플라스틱 타입에 적용하며 미세한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 연마성분이
• 플라스틱
>>

클리어 플라스틱 클리너 / Clear Plastic cleaner

없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품번 #……………………용량
M1708……………………236㎖

폴리쉬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 작업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용 순서

• M1708

→ M1008 → M1808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M1008
• 모든

플라스틱 폴리쉬 / Plastic Polish

투명 플라스틱에 안전하게 눈에 띄는 선명도를 복원합니다.

• 정전기

방지 코팅으로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품번 #……………………용량
M1008……………………236㎖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M1808

클리어 플라스틱 디테일러 / Clear Plastic Detailer

• 모든

투명 플라스틱에 빠르게 뿌리고 닦아냅니다.

• 얼룩

및 잔여물을 스크래치 없이 제거 가능합니다.

• 정전기

품번 #……………………용량
M1808……………………236㎖

방지 기능/연마성분 없음.

작업방법: 수작업

MHSRKIT

헤드라이트 & 스팟리페어 시스템 / Headlight & Spot Repair System

• Unigrit

샌딩/피니싱 디스크 : 매우 효과적으로 결함을 제거하며 스크래치를
복구합니다.

• Meguiar`s

Soft Buff Foam 패드,  “Easy Buff” 양모니트 패드.

• Ultra-Cut

Compound : Super-Micro(미세입자) 광택.

• Ultra

Fininshing 폴리쉬 : 수정같이 맑은 선명도의 작업결과.

• 최대의

비용대비 효율성과 이익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E7200
• 피니싱페이퍼
• 클로우즈
• 평면

품번 #……………………용량
MHSRNT………………………Kit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로터리

하이-테크 백킹 패드 / Hi-Tech Backing pad
전체에 손의 압력을 균일하고 평평하게 분산시켜 줍니다.

셀 구조는 유연하면서도 단단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품번 #……………………사이즈
E7200…………13.9㎝ × 22.8㎝

및 곡면에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水)샌딩

이후에 도장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여 표면 관찰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작업방법: 수작업

20

meguiarskorea.co.kr

연마 제품 11
K1000, K1500, K2000

유니그릿 샌딩 블록 / Unigrit sanding blocks

• 고르지

못한 도장면, 페인트가 흐른자국 그리고 다른 작은 결함 및 어떤
도장면 위에 있는 단 하나의 결함이라도 완벽히 제거하는데 있어 뛰어납니다.

• 어떤

도장면에 사용하여도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품번 #……………………grit
K1000……………………1000
K1500……………………1500
K2000……………………2000

• 정밀하고

균일한 입자는 고르고 부드러운 샌딩패턴을 만들어 쉽게 클린 및
폴리쉬 작업으로 완벽한 마무리 작업결과를 선사합니다.

• 색상

작업방법: 수작업

: 블랙.

S2025, S2525, S3025

유니그릿 피니싱 페이퍼 / unigrit finishing paper

• 정밀하고

균일한 입자는 고르고 부드러운 샌딩 패턴을 만들어 빠른 광택을
도와줍니다.

• 깊고

고르지 않은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 매우

경제적인 사용 - 빠른 작업효과와 오랜 지속성.

• 모든

도장면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수(水)
• 사이즈

샌딩 가능.
: 13.9cm x 22.8cm, 25장.

S3FIS, S6FI

품번 #……………………grit
S2025……………………2000
S2525……………………2500
S3025……………………3000

작업방법: 수작업

유니그릿 폼 인터페이스 / Unigrit Foam interface

• 도장면의

굴곡진 면을 따라 안전하게 샌딩작업이 되도록 하며, 가장자리
가까이까지 작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품번 #……………………사이즈
S3FIS……………………7.6㎝
S6FI………………………15.2㎝

작업방법: DA폴리셔

S3BP, S6BP
• 부드러운

프로페셔널 백킹 플레이트 / Professional Backing Plates

샌딩/마무리 공정을 위해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줍니다.

• 정밀한

엣지형성으로 평면 및 곡면에 대해 이상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품번 #……………………사이즈
S3BP……………………7.6㎝
S6BP……………………15.2㎝

작업방법: DA폴리셔

S3HP, S6HP
• 인체공학적으로

프로페셔널 핸드 패드 / Professional Hand Pad

설계된 손잡이는 더 나은 작업효율과 손에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 마이크로

품번 #……………………사이즈
S3HP……………………7.6㎝
S6HP……………………15.2㎝

훅/룹(Hook/Loop) 적용.
작업방법: 수작업

G220KV2

듀얼 액션 폴리셔 V2 / Dual Action Polisher V2

• 누르는

압력이 가해질 시 내부에 있는 전자 출력 조정 장치가 회전토크를
향상시킵니다.

• 동급에서
• 빠른

가장 다재다능한 속도 범위 1800opm~6800opm.

브러쉬 교환을 위해 쉬운 사이드 포트 방식.

• 편리한
• 백킹

품번 #……………………사이즈
G220KV2…………………NA

맥과이어스 캔버스 가방 포함.

플레이트 포함.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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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100P10

맥과이어스 전문가용 광택타월 10장세트 / Meguiars Professional Microfiber Towels

• 용도

: 광택작업 및 실내 작업에 사용가능.
• 재질 : 마이크로화이버(극세사).
•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 세탁하지 마세요.
• 너무 강한 힘으로 비틀지 마세요.
• 수량 : 10장.
• 100% 국내 제조.

DA100P3

: 광택작업 및 실내 작업에 사용가능.
• 재질 : 마이크로화이버(극세사).
•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 세탁 하지 마세요.
• 너무 강한 힘으로 비틀지 마세요.
• 수량 : 3장.
• 100% 국내 제조.

후 물을 닦을 때 차에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물을 흡수하는 것이 주요
작업 목적이기 때문에 차에 손상을 주는 것은 많이 생각을 못하시고 거친
세무 융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극세사로 직조된 와플 타입의 맥과이어스
드라잉 타월은 뛰어난 물 흡수력과 함께 최고의 닦임성을 제공 하면서도 차량
표면에 손상을 최소화 하여 주는 타월입니다. 단순히 물을 흡수하는 기능만
생각치 마시고 차량이 가장 순결해진 세차 후 공정을 위 맥과이어스 “드라잉
타월”을 준비해 주세요.
국내 제조.

E102K

품번 #……………………사이즈
DA100P3…………40㎝ × 80㎝

작업방법: 수작업

드라잉 타월 / water magnet drying towel

• 세차

• 100%

작업방법: 수작업

맥과이어스 전문가용 광택타월 3장세트 / Meguiars Professional Microfiber Towels

• 용도

E103K

품번 #……………………사이즈
DA100P10………40㎝ × 80㎝

품번 #……………………사이즈
E103K……………40㎝ × 61㎝

작업방법: 수작업

워시미트 / Super thick microfiber wash mitt

• 맥과이어스의

품번 #……………………사이즈
E102K……………25㎝ × 19㎝

• 100%

작업방법: 수작업

초극세사 울티메이트 워시 미트는 세차 시 닦임 성능을
최대화하여 손상은 최소화합니다. 수백 차례의 세차에도 제품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긴 섬유층은 오염물질을 차에 밀리지 않게 하며 워시 미트 무게의
10배까지 해당되는 오염물질을 흡수합니다. 장갑의 형태로 사용이 편리하며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세차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

E100K

울티메이트 타월 / soft buff super terry towel

• 스월마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차를 닦는 타월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울티메이트 타월은 보다 두껍고, 보다 잘 닦이고, 보다 부드럽게
제조되었습니다. 아울러 타월의 가장자리에 박음질이 없는 특허 상품으로써
박음질 실에 의한 스크래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닦임성이 좋아야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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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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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사이즈
E100K……………40㎝ × 40㎝

작업방법: 수작업

공구 & 액세서리 12
D20199K2
• 뚜껑,

마개 및 용기포함.

• 용량

: 380ml.

W0004

맥과이어스 전문가용 소분병 / Dispenser bottle

어플리케이션 패드 / soft foam applicator pads

• 광택

작업, 왁싱, 실내 관리 등 모든 표면 관리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포하고 효율적으로 문지를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여 약재가 스며 들지 않아 손의 오염을 방지해 주며 문지르는 작업 시
균등한 힘 배분이 가능하게 합니다.

• 수량

D110516

스탠다드 스프레이 / Standard sprayer

분무기 병에 사용.

• 경제적으로

가볍게 분사하여 글래스 세척과 제품에 뿌리고 닦아내는 작업과
또한 수성 드레싱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 맥과이어스

• PB-1

분무기 병에 사용.
소분 분무기병 전용.

D9916
• 473ml

맥과이어스 탑 캡 소분병 / Dispenser bottle

용량의 소분병입니다.

• 캡부분을

누르고 당겨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품번 #……………………용량
D9916……………………473㎖

캡 사용으로 내용물 파악이 용이하며, 캡 노즐 막힘 현상이 없습니다.

D20100
• 다목적으로
>>

품번 #
D110542

사용 금지.

• 맥과이어스

• 투명

내부식성 스프레이 / chemical resistant sprayer

솔벤트 및 케미컬에 내구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 맥과이어스

품번 #
D110516

소분 분무기병 전용.

D110542
• 강력

품번 #……………………사이즈
W0004…………………11.4㎝

작업방법: 수작업

: 4개.

• 맥과이어스

품번 #……………………용량
D20199K2………………380㎖

디테일러 소분병 / Detailer generic spray bottle

사용 가능한 소분병입니다.

분무기병

• 내용물과

스프레이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희석비율

용기에 표기.

품번 #……………………용량
D20100……………………900㎖

meguiarskorea.co.kr

23

12 공구 & 액세서리
WPCB
• 간단한

세척 & 모든 종류의 버핑 패드의 수명을 연장.

• 인체공학적인
• 부드러운

핸들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세척이 가능함.

패드 워셔 / Pad washer

패드의 보푸라기가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

• 패드

깊숙히 까지 세척하여 컴파운드, 폴리쉬 그리고 왁스 잔여물을 남김없이
제거합니다.

• 패드에
• DA

품번 #……………………사이즈
WPCB…………………One Size

브러쉬 모.

WPW
•울

맥과이어스 패드 컨디셔너 브러쉬 / pad conditioner brush

품번 #……………………사이즈
WPW…………………One Size

과도한 수분이 남지 않도록 탈수가 가능.

광택기와 로터리를 사용하여 탁월하게 패드를 세척합니다.

• 버킷으로도

사용 가능.

X3003
• 숨겨진

프로 그릿 가드 / grit guard

오염물로 인한 스월과 스크래치가 발생하지않도록 완벽히 세척.

• 원형의

격자 모양의 가드가 당신의 워시미트에서 먼지와 찌꺼기를 분리하여
워시미트의 오염을 방지 합니다. 카워시 솔루션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 대부분의

13ℓ~20ℓ 바스켓에 사용 가능합니다.

MGAPRON

맥과이어스 전문가용 앞치마 / Professional apron

• 전통적인

맥과이어스 로고가 자수처리 되어 있으며, 두개의 큰 주머니는 작업
시 작업약제 및 브러쉬 등을 수납 가능합니다.

• 광택기

디테일링 카트 / Detailing cart

크기 : 가로 61cm X 세로 46cm X 깊이 약 9cm 3단 선반.

• 4인치

고무 바퀴로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하며,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 고정
가능함.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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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사이즈
MGAPPRON…………One Size

작업시 사용하는 앞치마입니다.

Mgcart
• 선반

품번 #……………………사이즈
X3003………………One Size

도장면 손상 방지 기능.

meguiarskorea.co.kr

품번 #……………………사이즈
MGAPPRON…………One Size

DA 커렉션 시스템 13
DMX5, DMX6
• DMC
• 기존

DA 엑스트라 컷 디스크 5인치, 6인치 / DA Microfiber Xtra Cut Discs 5", 6"

디스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한 이상적인 제품!!
DA 커팅 디스크보다 최대 25%이상 더 강력한 커팅력 제공!!

품번 #……………………사이즈
DMX5……………………12.7㎝
DMX6……………………15.2㎝

• DMX 디스크는

디스크 중간에 있던 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아 더 빠르고
강력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디스크별
• DA

백킹플레이트 DMX5 : W67DA, DMX6 : S6BP.

커렉션 컴파운드와 사용 시 최상의 결과 가능.

D300
• 스월-프리,
• 슈퍼

• DA

DA 커렉션 컴파운드 / DA Correction compound
더스트(먼지)-프리, No-마스킹이 가능한 최고의 제품.

마이크로 입자 기술로 고광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결함 제거.

• 고농축

작업방법: DA폴리셔

방식으로 제품 사용량이 적음.

품번 #……………………용량
D30016…………………473㎖
D30032…………………946㎖
D30001…………………3.78ℓ

피니싱 왁스(D301)과 함께 사용 시 최상의 작업결과 제공.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희     석: 바로사용

DMC3

DA 커팅 디스크 3인치 / DA Cutting DISCS 3"

• 특별

고안된 DA 마이크로 화이버 커팅 디스크는 자동차 도장면의 전반적인
결함을 스월 없이 제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품번 #……………………사이즈
DMC3……………………7.6㎝

• 컴파운드를

고르게 분포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 도장면의 각진곳 꺽인곳을
폴리셔를 이용하여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DA

커렉션 컴파운드와 사용하면 좋습니다.

• S3BP 백킹
• DA

플레이트와 호환 가능.

커렉션 컴파운드와 사용 시 최상의 결과 가능.

DMC5, DMC6

작업방법: DA폴리셔

DA 커팅 디스크 5인치, 6인치 / DA Cutting DISCS 5", 6"

• 특별

고안된 DA 마이크로 화이버 커팅 디스크는 자동차 도장면의 전반적인
결함을 스월 없이 제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컴파운드를 고르게 분포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 도장면의 각진곳 꺽인곳을
폴리셔를 이용하여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마이크로화이버 소재의 커팅 디스크입니다.
• 디스크별 백킹플레이트 DMC5 : W67DA, DMC6 : S6BP.
• DA 커렉션 컴파운드와 사용 시 최상의 결과 가능.

품번 #……………………사이즈
DMC5……………………12.7㎝
DMC6……………………15.2㎝

작업방법: DA폴리셔

DMCKIT5
• DA

DA 커렉션 시스템 5인치키트 / da Microfiber Correction System 5" Kit

마이크로 화이버 커팅 디스크 (DMC5).
• DA 마이크로 화이버 피니싱 디스크 (DMF5).
• 12.7㎝ 패드용 백킹 플레이트(W67DA).
• DA 커렉션 컴파운드 (D30016) 용량 : 473ml.
• DA 피니싱 왁스 (D30116) 용량 : 473ml.
• 맥과이어스 앞치마 (MGAPRON).
• G220KV2에 호환가능.

품번 #……………………사이즈
DMCKIT5……………………Kit

작업방법: DA폴리셔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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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1
• DA작업
• 풍부한
• DA

DA 피니싱 왁스 / DA Microfiber Finishing Wax

후 한번의 문지름으로 쉽게 피니싱 왁스가 제거됨.
폴리머, 실리콘 & 카나우바의 조합으로 고광택의 보호막 제공.

마이크로 화이버 커렉션 컴파운드 작업 후 사용하도록 별도 제작된 왁스.

• 발림성,

품번 #……………………용량
D30116…………………473㎖
D30132…………………946㎖
D30101…………………3.78ℓ

닦임성, 워터비딩 3박자를 두루 갖춘 탁월한 왁스.
작업방법: 수작업, DA폴리셔
희     석: 바로사용

DMF3

DA 피니싱 디스크 3인치 / DA Microfiber Finishing Disc 3"

• 맥과이어스

DA 마이크로 화이버 피니싱 디스크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왁스
(마무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품번 #……………………사이즈
DMF3………………………7.6㎝

•이

패드는 왁스를 최대한 균일하고 고르게 분포하여 도장면의 최대 보호 및
고광택을 제공합니다.

• S3BP 백킹

플레이트와 호환 가능.
작업방법: DA폴리셔

DMF5

DA 피니싱 디스크 5인치 / DA Microfiber Finishing Disc 5"

• 맥과이어스

DA 마이크로 화이버 피니싱 디스크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왁스
(마무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품번 #……………………사이즈
DMF5……………………12.7㎝

•이

패드는 왁스를 최대한 균일하고 고르게 분포하여 도장면의 최대 보호 및
고광택을 제공합니다.

• W67DA

백킹 플레이트와 호환 가능.
작업방법: DA폴리셔

DMF6

DA 피니싱 디스크 6인치 / DA Microfiber Finishing Disc 6"

• 맥과이어스

DA 마이크로 화이버 피니싱 디스크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왁스
(마무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품번 #……………………사이즈
DMF6……………………15.2㎝

•이

패드는 왁스를 최대한 균일하고 고르게 분포하여 도장면의 최대 보호 및
고광택을 제공합니다.

• S6BP 백킹

플레이트와 호환 가능.
작업방법: DA폴리셔

DMCKIT6

DA 커렉션 시스템 6인치 키트 / DA Microfiber Correction System 6" kit

• DA

마이크로 화이버 커팅 디스크 (DMC6).

• DA

마이크로 화이버 피니싱 디스크 (DMF6).

• 6인치

패드용 백킹 플레이트(S6BP).

• DA

커렉션 컴파운드 (D30016) 용량 : 473ml.

• DA

피니싱 왁스 (D30116) 용량 : 473ml.

• 맥과이어스

앞치마 (MGAPRON).

• G220KV2에

26

품번 #……………………사이즈
DMCKIT6……………………Kit

호환가능.

meguiarskorea.co.kr

작업방법: DA폴리셔

공정별 제품 매칭 14
작업공정
(순서)

린스프리
익스프레스
시스템

High
performance

best
performance

D111

D110

샴푸 플러스

하이퍼 워시

E102K or E104K

E102K or E104K

워시미트

워시미트

E103K

E103K

E103K

드라잉 타월

드라잉 타월

드라잉 타월

D114 or D115
린스 프리 익스프레스 워시
린스 프리 익스프레스 워시 & 왁스

세차

클리닝
/
준비작업

E102K or E104K
워시미트

M34

C2000 or C2100

파이널 익스펙션

디테일링 클레이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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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정별 제품 매칭
High performance

작업 공정(순서)

M84
M85

컴파운드 파워 클리너
다이아몬드 컷 컴파운드 2.0

or

1단계
(초벌)

or

or

W4000
W7000
W7207
M83

컴파운드
&
폴리쉬

듀얼 액션 클리너 폴리쉬

2단계
(중벌)
or

W8207
W8000

3단계
(마무리)

왁스 &
실란트 코팅

or

M09
M66
M80
M82

D150
D157
M26

meguiarskorea.co.kr

소프트 버프 2.0 폴리싱 패드
소프트 버프 폼 폴리싱 패드

or

스월 리무버 2.0
퀵 디테일러
스피드 글레이즈
스월 프리 폴리쉬

W8207
W8000

or

보호 / 보습

or

or

소프트 버프 2.0 폴리싱 패드
소프트 버프 폼 폴리싱 패드

or

X-프레스 리퀴드 왁스
신테틱 X-프레스 왁스
하이-테크 옐로우 왁스
or

W9207
W9000
28

컷 앤 샤인 울 패드
소프트 버프 폼 커팅 패드
소프트 버프 2.0 커팅 패드

소프트 버프 2.0 피니싱 패드
소프트 버프 폼 피니싱 패드

공정별 제품 매칭 14
Best performance
M100
M105

프로 스피드 컴파운드
울트라 컷 컴파운드

or

or

DA 커렉션 시스템
D300

DA 커렉션 컴파운드

or

W4000
W7000
W7207

M205

컷 앤 샤인 울 패드
소프트 버프 폼 커팅 패드
소프트 버프 2.0 커팅 패드

or

DMC5, 6
DMX5, 6

DA 커팅 디스크
DA 엑스트라 컷 디스크

울트라 피니싱 폴리쉬

or

W8207
W8000

or

D300
M20
M21

or

소프트 버프 2.0 폴리싱 패드
소프트 버프 폼 폴리싱 패드
DA 커렉션 컴파운드
폴리머 실란트
신테틱 실란트 2.0

D301

DA 피니싱 왁스

or

W9207
W9000

소프트 버프 2.0 피니싱 패드
소프트 버프 폼 피니싱 패드

DMF5, 6

피니싱 디스크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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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맥과이어스 디테일링 센터

※문의 안내

※문의 시 사전 정보 제공 내용

T. 02) 3418-2037 (내선 205)

1) 성명

2) 전화번호

4) 경력사항 및 현재 업무
(간판시안 예)

your shop nam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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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상담 희망 주소
5) 영업 지역

맥과이어스 프로 공식 유통 대리점 16
지역

업체명

담당자

서울

에이스상사

강대경 대표

경기, 일산

중산 ENP

이영범 대표

경기, 안산

씨앤씨케미칼

유영재 대표

경기, 천안

태광상사

정태수 대표

KMC코리아

류상곤 대표

대용케미칼

안정환 대표

대전

(주)호돌이

조형상 대표

042-672-8265

대전시 동구 대전로 1020번길 42 (홍도동 110-3)

대구

서진케미칼

조길제 대표

053-571-383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7길 6 (용산동)

부산

형제유통

권철기 대표

광주

엘림상사

김광전 대표

제주

제주케미칼

문정환 대표

인천

연락처
070-7424-2273
010-8313-2273
031-975-1529
010-5858-0461
031-437-8950
010-4281-6736
041-568-4504
011-9820-4773
032-868-4249
010-5216-9835
070-8868-9922
010-2313-5339

055-367-2832
010-4107-5634
062-372-8597
010-3644-8597
010-3012-7622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2길 42 (연희동) 1층

경기도 고양시 일단동구 중산로 269 상가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고목로7길 19-1 (본오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7길 10 (구성동)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567-1 (주안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28번길 35-3 (부평동)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1길 42 (북정동)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6번길 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귤로 14

meguiar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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