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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잔디수거상자 AHM 30/38C .... 0 600 886 060
잔디수거상자 AHM 30/38C .... 0 600 886 160

제초 후 / 보관
부드러운 솔과 천으로 기계의 외부를 철처히 닦습
니다.
물, 솔벤트 또는 광택제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풀과 부스러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기계를 옆으로 눕히고, 칼날 구역을 닦습니다. 잔디
찌꺼기가 칼날 구역에 축척된 경우 나무 또는 플라
스틱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기계를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기계의 상부에
다른 물건을 올려 놓으면 안 됩니다.

제품보증
본사는 보쉬(Bosch) 전기제품을 법률/국가별 규정
을 준수함을 보증합니다.(송장 또는 상품 수령증에
의한 구매증명).
정상적인 마모 및 파손, 과부하 또는 부적절한 취급
에 의한 손상은 본 보증에서 제외합니다.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는 기계를 분해하지 않은
상태로 본사의 판매상이나 보쉬 잔디 및 정원 제품
서비스센터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본 기계는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방식
으로 제조하였습니다.

원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
합니다.
기계, 부속품 및 포장은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지침서는 염소없이 제작한 재활용
용지에 인쇄하였습니다.
플라스틱 구성품에는 재활용 분류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품을 폐기할 시점이 되면 환경을 고려하여 인가된
재활용 시설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위치에 대해
서는 현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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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항
본 지침서를 세심하세 읽어 주십시오.
사람, 특히 어린이 또는 애완동물이 가까이 있을 경우 절대로 제초하지 마십시오.
맨발 또는 샌들을 신은 상태로 제초기를 작동하면 안 됩니다.
제초기를 사용할 지역을 철저히 검사하여 기계가 날려 보낼수 있는 모든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경사 또는 젖은 풀 위에 항상 발을 착지하도록 하십시오. 경사가 심한곳은 제초하면 안 됩니다.
모든 너트, 볼트 및 나사를 단단하게 조여 제초기의 작동 상태를 안전하게 하십시오.
제초기 조절 도중 주의를 기울여 손가락이 제초기의 작동 중인 칼날과 고정 부품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하십시오.

- 상부 손잡이
- 2개의 손잡이 중심
- 6개의 너트
- 6개의 볼트
- 6개의 와셔
- 사용 지침서

D

제초

제초를 잘 하려면 제초기를 잔디밭의 가장자리에
놓고 전방으로 제초해 나갑니다.
매번 회전할 때마다 직각으로 돌아 이전에 절단한
부분과 약간 중첩되도록 나아갑니다.

부품이 유실 또는 손상된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정 비
제품사양

개요

실린더 제초기

AHM 30

AHM 38

AHM 30C

AHM 38C

제품번호

0 600 886 001

0 600 886 101

0 600 886 002

0 600 886 102

칼날폭

30cm

38cm

30cm

38cm

실린더 칼날 수

4

4

5

5

제초 높이

12 - 40 mm

12 - 40 mm

15 - 43 mm

15 - 43 mm

중량

5.6 kg

7.3 kg

5.8 kg

7.5kg

용도

에서 꺼내십시오.

본 제품은 가정용 잔디 제초기입니다.

개요
본 지침서는 사용자가 기계장치를 정확하게 조립하
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본 지침서를 세심하게 읽어야 합니다.
기계장치는 완전히 조립하면 중량이 약 5.6kg에서
7.5kg입니다. 필요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포장

칼날이 예리하므로 제초기를 잔디밭으로 옮길 경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인도품목
기계장치를 포장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후 다음 품
목이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 제초기
- 하단 손잡이

A 상단 손잡이 1을 제초기에 부착합니다.
B 상단 손잡이 2를 손잡이 중심 3에 조립하고

하단 손잡이 1에 부착합니다.

제초 높이 조절
C 개략조절

잔디의 종류에 따라 롤러 브래킷 4를 3개의 위치 중
하나에 설정해야 합니다. 큰 키의 고르지 않은 잔디
는 Ⅰ,중간키의 보통 잔디는 Ⅱ, 작은 키의 비교적
고른 잔디는 Ⅲ에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이 조절을
한 번만 해야 하므로 더 크거나 작은 잔디를 제초할
경우는“미세 조절”을 참조합니다.
제초 높이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참고사항 :
장비를 장기간 제대로 사용하려면 정기적으로 다음
정비를 수행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명백한 결함을 점검하되 특히, 칼날의
이완, 이탈 또는 손상과 부착부분 이완, 구성품의 마
모 또는 손상을 확인하십시오.
덮개 또는 보호대가 손상되지 않고, 정확하게 부착
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정비 또는 수리
를 수행한 다음에 사용하십시오.
제작, 시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
고 제초기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보쉬(Bosch)사의
정원 제품에 대해 승인된 고객 서비스 대리점이 수
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서신 및 수리부속 주문서에
는 기계의 명판에서 확인한 10자리수의 제품번호
를 명시하십시오!

G

1. 나비너트 5 및 볼트를 제거합니다.
2. 볼트를 원하는 제초 높이로 위치 조절합니다.
3. 나비너트 5를 다시 조입니다.

미세조절 :
제초기의 양쪽에서 나비너트 5를 풉니다. 양쪽 롤
러 브래킷 5를 균일하게 움직여 원하는 제초 높이
에 맞춥니다.

칼날조절

잔디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잘리지 않을 경우는 제
초 실린더를 조절해야 합니다.
양쪽 조절기 노브 7을 한 번에 조금씩 시계방향으
로 돌려 제초 실린더 6이 바닥 칼날 8에 가볍게 스
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
칼날은 큰 가위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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