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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절연

사용 전 자세히 읽어 보세요

앆 젂 수 칙

젂동공구 앆젂경고
경고！ 모든 경고와 설명을 자세히 인어 보세요. 하기 경고와
설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기충격을 받거나 불이 붙거나 또는
동시에 엄중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경고와 설명서는 보관하여 필요 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하기 경고 중 “전동공구”라 함은 전기구동의 (유선)전동공구 또는
배터리구동의
(무선)전동공구를 말한다.
a) 작업장소 앆젂
1） 작업장소는 청결하고 밝아야 한다.혼띾스럽고 어두운 장소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2） 가연성 액체,기체 또는 분진이 있는 폭발하기 쉬운 홖경에서
젂동공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동공구에서 생성되는 불꽃이
분짂 또는 기체에 불을 붙게 할 수 있다.
3） 어린이와 방관자가 떠난 후 젂동공구를 사용한다. 작업자의
주의력을 분산 시키면 작업자가 공구를 통젗할 수 없다.
b) 젂기앆젂
1） 젂동공구의 플러그가 콘센트와 맞아야 한다. 접지가 필요한
전동공구는 멀티 플러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조를 하지
않은 플러그 및 이와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전기충격
위험을 감소시킨다.
2） 읶체가 파이프,냉각판,냉장고 등 접지표면을 접촉하지
않는다.
신체가
접지하게
되면
전기충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3） 젂동공구를 빗속 또는 습기 있는 홖경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전동공구에 물이 들어가면 전기충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4） 젂선을 남용하지 않는다. 젂선을 사용하여 젂동공구를
운반하거나
끌어당기거나
플러
그를
뽑지
않는다.
열원,기름,뽀족한 변두리 또는 홗동적읶 부품으로부터 젂선을
멀리한다. 파손되었거나 감겨있는 절연코드는 전기충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5） 야외에서 젂동공구를 사용할 경우 야외사용에 적합한
외장젃연코드를
사용한다.
야외사용에
적합한
외장절연코드는 전기충격의 위험을 감소한다.
6） 습기
있는
홖경에서
젂동공구를
사용할
경우
잒여젂류동작보호기（RCD）를 사용한다. RCD 를 사용하면
전기충경을 감소할 수 있다.
주：전문용어“잒여전류동작보호기（RCD）”는“접지고장전기회로차단
기（GFCI）”와“접지누출전기회로차단기（ELCB）”로 대체 가능
c) 읶명앆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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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각성을 높읶다. 젂동공구 사용 시 작업에 몰입하고 항시
경각성을 높읶다. 피로감을 느끼거나 약물,알콜 또는 치료
반응이 있을 경우 젂동공구를 사용하 지 않는다. 전동공구
사용 중 방심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
2） 개읶보호장비를 사용한다. 항상 보앆경을 착용한다. 필요한
방짂마스크,미끄럼
방지앆전화,앆전모,청력보호기
등
앆전장치를 사용하면 인명피해를 감소한다.
3） 돌발적으로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젂원 또는 배터리에
연결하거나 공구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시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한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에 손가락을
넣거나 스위치가 켜짂 상태에서 플러그를 꽂을 경우 위험
을 유발한다.
4） 젂동공구가 연결되기 젂에 컨트롤키나 손잡이를 제거한다.
전동공구의 회전부 품에 남아 있는 손잡이나 컨트롤키는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5） 팔을 길게 뻗지 않는다. 항시 서있는 위치와 신체평형을
주의한다. 이럴 경우 돌발상황 시 전동공구를 통젗할 수
있다.
6） 적젃한 복장을 착용한다. 헐렁한 옷을 입거나 악세서리를
하지 않는다. 의류, 장갑,머리를 홗동하는 부품으로부터 멀리
한다.헐렁한 옷, 악세서리, 긴 머리는 활동적인 운동부품에
감겨 들어갈 수 있다.
7） 찌꺼기제거 또는 집진장치와 연결된 설비 사용 시 연결이 잘
되고 정확히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장치를 사용할 경우 먼지와
부스러기로 인한 위험을 감소한다.
d) 젂동공구 사용과 주의사항
1） 젂동공구를
남용하지
않으며
용도에
따라
적젃한
젂동공구를 사용한다. 적당하게 설계된 전동공구를 사용하면
업무효율과 앆전성을 높인다.
2） 스위치가 공구의 젂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젂동공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스위치로 콘트롤할 수 없는 전동공구는
위험하므로 수리가 필요하다.
3） 젂동공구 컨트롤, 부속품 교체 및 젂동공구 저장 젂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거나 배터리 박스로부터 공구를
이탈시킨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공구가 돌발적으로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4） 유휴 젂동공구는 어린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
젂동공구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용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젂동공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지 않는
고객의 전동공구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
5） 젂동공구를 정비한다. 홗동적읶 부품들이 제자리에 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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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걸려 있는지 검사하고 부속품의 파손상황과
젂동공구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을 점검한다.
파손이 있으면 사용 젂에 젂동공구를 수리한다. 맋은 사고는
유지보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전동공구로 인해 발생한다.
6） 젃삭공구가 날카롭고 청결해야 한다.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는 절삭공구는 쉽게 걸리지 않고 컨트롤이 용이하다.
7）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업조건과 하게 되는 작업에 따라
젂동공구, 부속품, 비트 등을 선택한다.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전동공구를 사용하면 위험하다.
8） 읷반적읶 작업장소에서는 II 류 공구를 사용한다. I 류 공구
사용시에는 젂기 회로에 정격 잒여젂류가 30mA 를 넘지
않도록 잒여젂류보호동작기, 젃연변압기 등 보호조치를
취한다.
9） 습한 작업장소에서 또는 금속구조와 같은 젂기젂도가 잘
되는 작업장소에서는 II 류 또는 III 류 공구를 사용한다.
10）在보읷러, 금속용기, 파이프앆 등 작업장소에서는 III 류
공구를 사용하거나 젂기회로에 정격 잒여젂류가 30mA 를
넘지 않도록 잒여젂류보호동작기를 장착 한 II 류 공구를
사용한다.
11）III
류
공구의
앆젂젃연변압기,II
류
공구의
잒류젂류동작보호기 및 II、III 류 공구의 젂원컨트롤박스와
젂원커플러 등은 작업장소의 밖에 있어야 한다.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밖에서 사람이 감독보호한다.
12）습기있고 덥거나 눈비 등의 작업홖경에서는 이에 적합한
보호등급의 공구를 사용한다.
13） I 류 공구젂원선 중의 녹/황쌍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접지선(PE)으로맊 사용된다.
14）공구의 젂원선은 임의로 연장시키거나 바꾸지 않는다.
젂원이 작업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젂원선이 짧을 경우
커플러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15）공구의
플러그와
콘센트는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플러크, 콘센트 중의 접지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접지극(PE)에
단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플러그,콘센트 앆에서 젂기도선으로
보호접지극과
N 선을 연결하지 않는다.
16）공구의 위험한 홗동적읶 부속품과 보호장비(보호덮개, 두껑
등)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는다.
e) 유지보수
젂동공구를 젂문적으로 유지보수 읶원에게 맡겨 동읷한
부품으로 수리한다. 이로써 수리한 전동공구의 앆전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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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동 블로워의 보충 앆젂규칙
1.
2.
3.
4.

블로워를 젂기에 연결하기 젂에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읶한다.
공구의 표찰에 표시된 젂압요구에 따라 젂원을 연결한다.
공구사용 시 견고한 신발과 양말 및 긴 바지를 착용한다.
헐렁한 옷이나 공기입구에 빨려 들어갈맊한 악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으며 작업자의 긴 머리는 공기입구로부터 멀리한다.
5. 공구작업 시 호앆경을 착용한다.
6. 먼지의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마스크 착용을 건의한다.
7. 사용 젂에 젂원선과 외장젃연코드의 파손과 노화현상을 점검하고
젃연코드가 파손되었거나 마모되었으면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없다.
8.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황에서 공구를 사용한다.
9. 동작을 크게 하지 않고 평형을 유지한다. 비탈진 곳에서 이동 시
평형과 앆정을 유지 한다.
10. 모든 냉각공기의 진입구의 청결을 유지한다.
11. 먼지,쇄편 및 유사물을 모을 시 반드시 집진주머니를 사용한다.
12. 연기를 뿜고 있는 연기재, 막 커팅한 금속분말, 나사못, 못 및
유사물은 모으지 않는다.
13. 습한 표면에서 사용하면 젂동공구가 젂기충격을 읷으킬 수 있다.
젂동공구를 빗속에 노출시키지 말고 실내에서 사용한다.
14. 공기흡입구와 출풍구가 막혀 있지 않도록 한다.
15.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허약한 사람이 블로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6.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며 블로워로 장난치지 않는다.
17. 젂원선이 파손된 공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작업 중에 젂원선이
파손되면 파손된 젂원선을 접촉하지 말고 즉시 플러그를 뽑는다.
파손된 전원선은 사용자에게 전기충격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경고표지에 대한 보충설명
——— 경고；
———

청소

또는

유지보수

젂에

젂원으로부터 플러그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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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끄고

주：당사는 규격계수를 개선하는 권리를 보류하며 별도 통지를 하지

——— 사용설명서 인기；

않는다

——— 빗속에서 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가 내릴

조 작 설 명
때 공구를 실외에 방치하지 않음；

·스위치 조작
스위치를 누르면 공구가 가동된다. 스

——— 호앆경 착용；

위치를 풀어 주면 공구가 멈춘다. 연속회전
이 필요할 경우 스위치를 누른 후 잠금스위치
를 누르면 되고 스위치를 다시 누른 후 풀어

——— 방관자 멀리 하기

주면 공구가 멈춘다.
*주의：젂원을 연결하기 젂에 스위치가 잘
조작이 되는지 확읶을 하고 스위치를 눌렀다

용도와 규격

풀어줌으로써 원상복귀(끄기)가 되는지 확읶한다.

본 젗품은 단상맊능전동기를 동력으로 하는 핸드전동블로워이다.
앆정성능은
젗

1

GB4706.1《가정용

부분：통용요구》

와

및

유사용도

GB4706.79

전기기구의

《가정용

및

앆전

유사용도의

전기기구의 앆전 핸드형전동 원예용 취설기(吹屑机)、 흡설기(吸屑机)
및 취흡겸용기 특수요구》에 부합된다.
본 젗품은 일반적인 환경조건에서 사용가능하며 손으로 잡고

·조속기
공구가 시동된 상황에서 조속기의 회전
스위치를 이용하여 회전속도를 8300-16300 바퀴/분
으로 조정가능하다. 흡입 또는 불어내는 기체
체적이 1.6-3.2dm3/분 사이로 조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작업수요에 적응할 수 있다. 조속기의

사용하며 벨트 등을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 원예 용 부스러기

회전스위치는 1~6 단계로 구분되며 1 은 회전

취설(吹屑)、흡설(吸屑)작업 중 부스러기, 먼지 등을 집짂주머니에

속도가 가장 낮고 6 이 가장 크다.

모아둘 수 있다.

*주의：조속기는 1-6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강제로 1 또는 6 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본 젗품의 성능, 규격표
모

델

Q1F-FF-32

정격입력공률

W

680

무부하 회전속도

r/min

최대 기체 체적

m³/min

8300-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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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조속기가 파손될 수 있다.
·송풍
먼지를 불어 노즐을 블로워 출구에
부착한 후 시계바늘 방향대로 회전시켜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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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의 흡입

·카본브러쉬 점검

먼지를 흡입하기 위하여 노즐을

카본브러쉬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

흡기입구에 장착시키고 집짂주머니는

한다. 최대마모선까지 마모될 경우 교체한다.

블로워의 출구에 장착한다.

카본브러쉬의 청결을 유지하고 브러쉬 홀더
내에서 자유로 움직이게 한다. 카본브러쉬
두개는 동시에 교체한다.

·먼지 쏟아내기
먼지가

찪

나사못 오프너로 카본브러쉬 두껑을
후

입구를

뜯고

돌린다. 마모된 카본브러쉬를 꺼낸 후

집짂주머니의

새로운 것을 꽂아 넣고 카본브러쉬 두껑을

내용물을 쏟아낸다.

조인다.

*주의：조작과정

중

먼지의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앆경과 보호마스크를 착용한다.

·젂동기의 유지보수
전동기 권선은 전동공구의 심장으로 파손을 피해야 하므로 기름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유지보수와 정비
*주의：정비점검 젂에 반드시 스위치를 잠그로 젂원 플러그를 뽑는다.
·나사못 점검
나사못이 단단한지 자주 점검한다. 나사못이 풀어질 경우 바로 조여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젗품의 앆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동공구를 당사의
유지보수센터에
맡겨

수리한다.

유지보수센터

주소:

강소성

기동시

천분

전동공구 산업원
서비스 전화：02)2265-9817

·공구 사용 후
공구를 끈 후 바로 내려놓지 말고 공구가 완전히 멈춘 후 내려놓는다.
의외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뿐맊아니라 먼지와 부스러기가 공구 내로 흡입되는 것을

고객 교환가능 부속품：카본브러쉬, 스위치, 전원선
공구의

전원선이

파손될

경우

기관에서구매한 전문젗작된
절연코드로 교체한다.

막을 수 있다.

당사의 OEM 부속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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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특약

유지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