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설명서

작동하기

트로틀 잠금

트로틀 풀림

방아쇠

연료 주입구쵸오크 레버
프리머 벌브

마후라

스파크 프러그

기본적인 주의사항

1. 연료혼합
휘발유 : 2행정 오일 = 25:1

(계량 혼합통 사용)
2. 휘발유 사용 및 보관
- 무연 휘발유 사용 (유사 휘발유 사용금지)
- 음료수 병에 휘발유 보관 금지

3. 기계 보관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합연료를 제거
한 후 엔진시동을 건 후 자동으로 정지 할 때 까지
공 회전시켜야 함.

ON/OFF 스위치 ; 엔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
쵸오크 ; 냉각된 엔진의 시동을 걸 때 연료공급을 위해 사용.

프리머 벌브 ; 냉각된 엔진의 시동을 걸 때 원활한 시동을 위하여
연료를 캬브레타에 강제로 공급시키기 위해 사용.

방아쇠(Throttle Trigger) ; 엔진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
손잡이와 함께 쥐고 풀었다 쥐었다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방아쇠를 장시간 쥐고 작업하면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작업하기 전 주의사항

사용자설명서를 숙지하시고 전정기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
세요. 기계의 특성상 인명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연료혼합

1. 혼합연료 사용
계량 혼합통을 사용하여 휘발유와
2행정 오일을 25:1로 섞은 후 충분히
흔들고 난 후 주입하세요.

휘발유 : 구입한 지 1개월 이내의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세요. 메탄올 등
화공약품을 섞은 유사 휘발유는 엔진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작업 시 주의사항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아쇠는 30초 이상 계속 당기지 마
세요.  방아쇠를 놓고 약 5~10초 동안 공 회전 시킨 후 다시
당기세요.

중요사항
• 전정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엔진 속

도를 최소로 하세요.
• 1.9cm 이상의 가지 절단 작업을 하지 마세요.
엔진정지
*  엔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ON/OFF 스위치를 OFF위치로

옮깁니다.
엔진의 시동을 걸기 전
* 작업자세작업반경 내에 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시동 거는 방법(1) : 좌측 그림과 같은
자세로 시동을 겁니다.

시동 거는 방법(2) ; 전정기 뒤에서
왼손으로 손잡이와 방아쇠를 함께 잡
고, 오른손으로 시동 줄을 당깁니다.

냉각된 엔진 시동 걸기

방아쇠

방아쇠 잠금
장치

방아쇠 풀림
장치1. ON/OFF 스위치를 ON에

놓는다.
2. 방아쇠를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잠근다.
* 방아쇠 풀림 장치를 누르고
* 방아쇠와 함께 쥔다.
* 방아쇠 잠금장치를 누른다.
* 방아쇠를 놓는다.

참고 : 엔진의 시동을 걸기 전에
방아쇠가 걸려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3. 프리머 벌브를 6회 정도
천천히 누른다.

4. 쵸오크 레버를 FULL위치로
옮긴다.

5. 엔진이 작동되려는 소리가
들릴 때 까지 5~6회 시동
줄을 당긴다.

6. 쵸오크 레버를 HALF위치
로 옮긴다.

7. 엔진이 작동되도록 시동줄
빠르게 5~6회 당긴다.
(6회 이상 당기지 마세요.)

참고 : 만약 엔진의 시동이 걸리지 않
으면 ON/OFF 스위치가 ON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쵸오크를 FULL위치로 옮긴 후
프리머 벌브를 다시 6회 정도 누른다.  시동 로오프를 2회 정도
당기고 쵸오크를 HALF위치로 옮기도 시동줄을 6회 정도 당긴다.
만약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온합연료가 과도에게 실린더 내부로
유입된 것이다.

8. 엔진이 시동이 일단 걸리면 10초 정도 공 회전 시킨다.



유지관리

사용자의 의무

매년스파크 프러그

매년연료휘타

매 사용 5시간 마다에어크리너

매 50시간 마다마후라/스파크 방지망 점검

사용 후청소

사용하기 전 점검손상된 부분 점검

사용하기 전 점검느슨한 부분 점검

이행시기현상

(에어필터 교환)

(날에 기름치기)
-사용 후 날을 청소하고

기름을 칠해 두어야 합니다.

1. 쵸오크 조절

2. 적절한 연료 혼합

3. 에어필터 청소 또는 교환

4. 캬브레타 조절

1. 쵸오크가 부분적으로 열려있다.

2. 연료혼합이 부적절하다

3. 에어필터 오염

4. 캬브레타 조절필요

엔진에 연기가 과도하게 발생

1. 적절한 혼합연료 사용

2. 스파크 프러그 교환

3. 캬브레타 조절

4. 마후라 스크린 청소

1. 연료혼합이 부적절하다.

2. 스파크 프로그 손상

3. 캬브레타 조절이 필요

4. 카본이 마후라 스크린에 많이 형성됨

엔진이 과도하게 뜨겁다

1. 에어필터 청소 또는 교환

2. 스파크 프러그 교환

3. 캬브레타 조절

4. 마흐라 스크린 청소

6. 수리

1. 에어필터 오염

2. 스파크 프러그 손상

3. 캬브레타 조절 필요

4. 마후라 스크린에 카본이 많이 형성됨

5. 압력이 낮다.

엔진이 고속이 안 되거나 힘이 부족하다

1. 캬브레타 조절

2. 수리

3. 수리

1. 캬브레타 조절이 필요함.

2. 크랭크 샤프트 실이 손상

3. 압력이 낮다. 

엔진 공회전이 적절하지 않다.

1. 스위치를 ON에 둔다.

2. 스파크 프러그를 제거한 후 실린더내

부에 고인 연료를 배출시키고 스파크 프

러그를 다시 장착한다. 

3. 연료를 연료통에 넣는다.

4. 스파크 프러그 교환

5. 연료필터 점검

6. 실린더/피스톤 교환

1. ON/OFF 스위치가 OFF에 있다.

2. 연료가 넘쳤다.

3. 연료가 없다.

4. 스파크 프러그 마모

5. 연료가 캬브레타에 공급되지 않는다.

6. 압력이 낮다.

엔진시동이 않된다.

조치원인현상

응급조치

(끝)기타 문의 사항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