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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
이 제품은 주로 통로와 인도, 도로, 운동장, 잔디 등 포장 표면으로부터 눈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
품은 눈 이외의 물질을 또는 자갈 표면 등을 밀어 제거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이 아닙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상 및 기계의 손상을 방지하고
작동 및 관리방법 등을 익히기 위해 반드시 본 매뉴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안전경고기호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 및 안전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심
각한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고 메시지

1. 안전경고기호

에 따라 본 제품을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 안 전
작동전
 제설기를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본 매뉴얼을 읽
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을 신속하게 멈추는 법을 익히고 모든 컨트

주의 :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손가락, 손,
발 등을 다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임펠러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손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회전하는 오거(Auger : 톱니)
에 발이나 다리 등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전경고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잠재적인 신체상의 상해 위험을 경고하는데 사용됩니다. 상해나 사망
을 피하기 위해 이 기호에 따르는 모든 안전 메시지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설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부상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운전 및 서비스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설기의 적절한 사용방법과 조작법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십시오. 신속하게 제설기를 멈추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십시오.
 절대 어린이들이 본 제설기를 작동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인일지라도 사용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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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 제설기를 작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을 할 경우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접근을 막아 주십시오. 특히 어린
이는 제설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거나 보호자와 반드시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작
업장소 가까이에 올 경우 반드시 본 제설기의 시동을 즉시 꺼 주십시오.
 운전 중, 특히 후진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준 비
 제설하시고자 하는 장소의 모든 이물질 및 위험요소 등을 제거해 주십시오.
 보온성이 뛰어난 옷, 장갑 및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신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연료(가솔린)는 가연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주의해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

인증된 연료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

엔진이 뜨거운 상태이거나 가동 중일 때에는 연료를 보충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야외에서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실내에서는 절대 연료를 보충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

연료캡을 단단히 잠그고, 연료 주입구 주위에 묻거나 엎질러진 연료가 있을 경우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제설하고자 하는 바닥면의 상태(아스콘 포장, 시멘트 포장, 비포장 등)에 따라 스키드 슈(Skid Shoe)를 이용하
여 오거하우징(Auger Housing)의 높낮이를 조정하십시오.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는 어떠한 조정도 하지 마십시오. 점검, 수리, 청소 등은 반드시 시동을 끄고 엔진
의 열이 식은 후에 하십시오.
 투설되는 눈 속에는 다양한 이물질 및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보호 안경 및 장갑 등을 착용하시고
사용하십시오.

◘ 작 동
 회전하는 날 아래 또는 근처에 손이나 발을 넣지 마시고, 배출구는 항상 깨끗이 비워 두십시오.
 항상 숨겨진 위험이나 장해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이물질에 부딪치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동을 끄고 점화플러그 선을 분리한 후 고장이나 손상 여부
를 면밀히 살펴본 다음 재작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장이나 손상 부위를 수리하신 후 사용하십시오.
 제설기가 비정상적으로 진동하기 시작한다면 즉시 엔진을 끄고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운전자가 작업위치를 벗어나기 전, 흡입부, 배출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전, 수리, 조정, 점검, 청소 등을 하
기 전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 주십시오.
 실내에서는 엔진을 가동하지 마시고, 부득이 실내에서 엔진을 가동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
켜 주십시오. 배기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경사로를 가로질러 제설하지 마십시오. 경사로에서는 속도나 방향을 갑작스럽게 변경하지 마십시오. 매우 가파
른 경사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본 제설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주변 상황에 맞도록 투설방향 및 거리를 적절히 조정한 다음 제설하십시오.
 적설량에 따라 적당한 속도로 제설하십시오. 적설량이 많을 때 고단(고속)으로 제설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제
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막힘 현상이 발생하거나 엔진의 과부하로 인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표면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천천히 운행하십시오. 후진 시에는 뒤쪽의 상황에 주의하십시오.
 작동 중인 제설기의 앞 뿐만 아니라 옆 주변에도 어떠한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설기를 이동하거나 제설하지 않을 때에는 시동을 꺼 주십시오.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부품 및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그 외 다른 가짜 부품들을 사용하면
제품의 성능, 내구성, 안전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긴 가시거리가 확보된 상황에서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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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미끄러짐에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견고히 잡아 주십시오. 절대 뛰지 마시고 제설기의 속도에 맞춰 걸어
주십시오.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벗어날 때에는 엔진을 멈춘 후 키를 뽑아 주십시오.

◘ 유지관리 및 보관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제설기 몸체 및 핸들 등에 있는 볼트 및 너트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여주십시오. 본 제
설기는 엔진 가동 시 엔진의 떨림 및 작업 노면의 불규칙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볼트 및 너트가 느슨해지
기 쉬우므로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볼트, 너트의 잠금상태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발화의 원인이 되는 온수기, 히터기, 건조기 등이 있는 곳에 제설기를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엔진을 식힌
후 커버를 씌우거나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장시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또는 구매처)에 문의하거나 설명서의 지침에 따르십시오.
 흡입부(오거, 임펠러, 기어박스 등)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설을 한 후 몇 분간 제설기를 구동시켜 주십
시오.

◘ 제설기의 안전
다음 목록은 제품 또는 사용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타 안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전부위에 손가락, 손, 발 등을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설기가 작동 중인 동안에는 흡
입구 및 배출구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직접 운전 중이실 경우에는 손잡이 뒤쪽에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작동
중인 제설기의 바퀴 및 회전부에 작업자의 모든 신체 부분 및 옷, 액세서리 등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설기의 조정, 청소, 수리, 점검 등은 반드시 시동을 끄고 키를 뽑은 후 제설기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 한
후 시행하십시오.
 슈트(Chute : 배출구)에 끼어 있는 눈이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절대 손을 넣지 마시고 반드시 제공된 눈삽
(Snow cleanout tool)을 이용하십시오.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벗어날 때에는 시동을 끄고 키를 뽑은 다음 제설기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십시오.
 회전부에 끼이기 쉬운 느슨한 옷은 착용하지 마시고, 머플러(목도리) 등은 끝부분까지 완전히 감아 주십시오.
 고장나거나 분실, 손상된 부분은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수리, 교체하시고, 느슨해진 볼트 및 너트는 단단히 조
여 주십시오.
 연료(가솔린)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금연하여 주십시오.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작동 중이거나 엔진을 멈춘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에는 엔진을 만지지 마십시
오.
 본 사용 설명서는 간단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수리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리점 및 판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의 셋팅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잠재적인 위험 및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연료탱크에서 연료를 모두 제
거하신 후 시동을 켠 다음 제설기 내에 남아있는 연료를 모두 연소시켜 제설기의 시동이 저절로 꺼지도록 한
후 연료밸브를 잠그고 점화키 및 시동키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정품 부품 및 액세서리를 구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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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기 부분별 명칭 (CSR-111Q76)
1

2
1. Fuel tank cap (연료탱크 뚜껑)
2. Engine oil fill tube (엔진오일 공급관)

3

10

3. Chute (슈트)

4
9

4. Auger housing (오거하우징)
5. Auger (오거)
6. Skid shoe (스키드 슈)
7. Electric starter button (전기 시동 버튼)
8. Electric starter plug (전기 시동 플러그)
9. Recoil starter (리코일 스타터)
10. Headlight (헤드라이트)

8
7
5

6

1. Hand-grip (손잡이)
2. Auger/impeller lever (어거 구동 레버)
3. Chute direction control lever

2

(슈트 방향조절 레버)

8
1

4. Headlight switch (헤드라이트 스위치)
5. Heated handle switch (손잡이 열선 스위치)
6. Chute distance control lever
(슈트 거리조절 레버)

3

4

5

6

7

7. Speed selector lever (기어 변속 레버)
8. Traction lever (바퀴 구동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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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기 부분별 명칭 (CSR-111QE76)
1

2
1. Fuel tank cap (연료탱크 뚜껑)
2. Engine oil fill tube (엔진오일 공급관)

3

11

4

3. Chute (슈트)
4. Auger housing (오거하우징)
5. Auger (오거)

10

6. Skid shoe (스키드 슈)
7. Augerhousing lifter(오거하우징 리프터)
8. Electric starter button (전기 시동 버튼)

9

9. Electric starter plug (전기 시동 플러그)
10. Recoil starter (리코일 스타터)
11. Headlight (헤드라이트)

8

7

5

6

1. Hand-grip (손잡이)
2. Auger/impeller lever (어거 구동 레버)
3. Chute direction control lever

2

(슈트 방향조절 레버)

8
1

4. Headlight switch (헤드라이트 스위치)
5. Heated handle switch (손잡이 열선 스위치)
6. Chute distance control lever
(슈트 거리조절 레버)

3

4

6

5

7

7. Speed selector lever (기어 변속 레버)
8. Traction lever (바퀴 구동 레버)
9. Wheel Clutch lever (휠 클러치 레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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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법
주의 : 정상적인 작동 위치에서 제설기의 오른쪽과 왼쪽 등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 연료 주입

연료(가솔린)는 인화성 및 폭발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취급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야외에서 연료를 주입하십시오.
 주변에 발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연료를 주입하
십시오.
 연료 주입 시 금연하여 주십시오.
 연료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연료를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연료 보관 전용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유사 휘발유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상적인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엔진오일과 연료를 섞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30일 이상 오래된 연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료탱크가 가득 차도록 채우지 마십시오.
1. 3~4cm

3~4cm 정도 여유를 두고 연료를 채우십시오.



▶ 시동 거는 법 (Starting the Engine)







1. 점화키()를 꽂은 다음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2. 연료밸브 레버()를 가로방향이 되도록 돌려주십시오.
3. 초크 레버()를 (＼)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4. 엔진출력조절 레버()를 거북이 그림 방향에서
토끼 그림 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완전히 밀어주십시오.
5. 연료펌프()를 2~3회 눌러주십시오.
6. 리코일 스타터()를 잡고 힘차게 당겨 시동을 켭니다.




7. 시동이 걸리면 초크 레버()를 ( / )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8. 약 1~3분 정도 엔진 예열을 “반드시” 하신 후에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경우 초크 레버()를 ( / ) 방향으로 놓은 다음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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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타터 플러그에 전원을 연결한 채로 또는 점화키를 꽂아둔 채로 제설기를 방치하게 되면, 사용법을 익히지
않은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제설기를 사용
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전기 스타터 플러그에서 전원을 분리하고 점화키를 뽑아 주십시오.

▶ 시동 끄는 법 (Stopping the Engine)
1.

엔진출력조절 레버()를 토끼 그림 방향에서 거북이 그림 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완전히 밀어주십시오.

2.

연료밸브 레버()를 세로방향으로 돌려 주십시오.

3.

점화키()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제품에서 분리하십시오.

※ 점화키를 분실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작방법
아래 조작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바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바퀴구동 레버를 눌러 손잡이와 함께 잡습니다.
바퀴를 멈추기 위해서는 잡고 있던 바퀴구동 레버를 놓으면 됩니다.

2.

오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오거구동 레버를 눌러 손잡이와 함께 잡습니다.
오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잡고 있던 오거구동 레버를 놓으면 됩니다.
바퀴구동 레버와 오거구동 레버를 모두 눌러 잡은 상태에서는 오거구동 레버를 놓더라도 해제가 되지 않
고 오거는 계속 작동되기 때문에, 오거구동 레버를 잡고 있던 왼손은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투설 방향
이나 거리 등을 제설 중에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잡고 있던 바퀴구동 레버를 놓아서 해제하면 오
거구동 레버도 함께 해제됩니다.

3.

본 제품은 전진 6단, 후진 2단이며, 속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바퀴구동 레버를 해제한 상태에서 속도조
절 레버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4.

슈트 방향조절 레버를 좌우로 돌려 슈트를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시킵니다. (좌우 190도 회전)

5.

슈트 거리조절 레버를 위로 밀수록 투설거리는 짧아지며, 아래로 내릴수록 투설거리는 길어집니다. (투설
거리 최대 15m)

6.

야간 제설 시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주간에 제설할 시에도 라이트 스위치를 반드시 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7.

추운 날씨로 인해 작업자의 손이 시릴 경우 손잡이 열선을 켜고 작업하십시오.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손
잡이 열선 스위치를 꺼 주십시오.

8.

시동을 끈 채 본 제설기를 이동할 때에는, 손잡이 부분을 눌러 오거 하우징을 지면으로부터 살짝 띄운 다
음 밀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CSR-111QE76 모델의 경우 오거하우징 리프터를 이용하여 오거하우징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거하우징 리프터 사용법 참조)

※ CSR-111QE76 모델의 경우 손쉬운 방향 전환을 위해 휠 클러치 레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휠 클러치
레버 작동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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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하우징 리프터(Augerhousing lifter) 사용법 _ CSR-111QE76 제품
엔진 오른쪽에 위치한 오거하우징 리프터를 이용하여 오거하우징의 높낮이를 3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거하우징의 높낮이 조절을 위해서는, 제설기의
손잡이 쪽을 힘껏 눌러주면서 오거하우징 리프터의 단계를 변경해 줍니다. 제설
작업이 아닌 제설기의 단순 이동 시에는 반드시 오거하우징을 지면으로부터 들
어올려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ugerhousing lifter

▶ 휠 클러치 레버(Wheel clutch lever) 작동법 _ CSR-111QE76 제품
휠 클러치 레버(Wheel clutch lever)는, 바퀴에 일시적으로 동력전달을 차단하여 레버를 잡은 방향으로 제설기가
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바퀴 구동 레버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양쪽의 휠 클러치 레버를
모두 잡으면 바퀴는 전진(또는 후진)하지 않게 됩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제설기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쪽 휠 클러치 레버를 모두 잡고서 이동하십시오.

1. 바퀴 구동 레버를 눌러 본 제설기를 운행 중일 경우, 좌측
또는 우측의 휠 클러치 레버를 손잡이 쪽으로 움켜쥠으로
써 좌측 또는 우측으로의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2. 좌측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좌측 휠 클러치 레버를, 우측
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우측 휠 클러치 레버를 손잡이 쪽
으로 움켜쥐면 된다.

3. 회전을 완료한 후 잡고 있던 휠 클러치 레버를 놓으면 제
설기가 회전을 멈추게 된다.
4.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 제설기를 이동시키고자 할 경
우, 좌우 휠 클러치 레버를 모두 손잡이 쪽으로 움켜쥐면
이동이 편리하다.
5. 운행 중에도 좌우 휠 클러치 레버를 모두 손잡이 쪽으로
움켜쥐면 바퀴로의 동력전달이 차단되어 바퀴 구동이 멈추
게 되며 기어의 변경 없이 전후좌우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많은 양의 눈을 제설할 경우 또는 제설 바닥면에 의해 제설기의 방향이 똑바로 향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
로 이때 좌우 휠 클러치 레버를 조금씩 조작하여 제설 방향을 일직선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 휠 클러치 레버를 모두 잡으면 두 바퀴 모두 동력전달이 해제되므로 바퀴는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
설기를 수동으로 후진할 수 있으며, 후진을 하기 위해 제설기를 멈추고 기어를 변속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제설기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양쪽 휠 클러치 레버를 모두 잡고서 이동하십시오.

◘ 결빙 방지
 혹한 또는 폭설 시에 일부 레버나 케이블, 작동부분 등이 결빙되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빙된 부분을
무리하게 조작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시동을 걸고 수 분간 가만히 놓아 두십시오.
 본 제설기를 사용한 후에는 곧바로 시동을 끄지 마시고 결빙 방지를 위하여 수 분간 엔진을 가동시켜 주십시
오. 오거 하우징(Auger Housing) 및 오거, 임펠러 등에 남아 있는 눈을 제거하기 위해 오거 구동 레버를 눌러
오거 및 임펠러를 회전시켜 주십시오. 시동을 끄고 제설기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정지한 다음 제설기에 남아
있는 눈을 제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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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일 스타터(Recoil starter)와 전기 스타터(Electric starter)의 결빙 방지를 위해, 시동을 끈 상태에서 리코일
스타터를 수 차례 당겨주고 전기 시동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 운영 Tips

제설기가 작동되면, 임펠러와 오거 등에 감기거나 손, 발 등을 다치거나 절단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제설기가 완전히 멈춘 상황에서 조정, 청소, 점검, 수리 등을 하십시오. 누군가가 실수로
제설기를 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점화 플러그 선과 전원 플러그를 분리해 주십시오.
 슈트나 어거 하우징 내의 이물질 또는 눈을 제거할 때에는 절대 손을 넣지 마시고, 제공된 눈삽이나 막대 등
을 이용하십시오.
 제설기가 작동되는 동안에는 절대 슈트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는 있지 마시고 항상 손잡이 뒤에 계십시오.
 작업자의 옷과 모든 신체 부위가 회전하는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본 제설기는 돌이나 장난감, 기타 이물질 등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자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상
을 입힐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십시오.
 제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을 살펴보고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어린이나 애완동물 제설 작업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십시오.
 제설을 할 때에는 엔진출력조절 스로틀을 항상 토끼방향으로 돌려 주십시오.
 엔진에 부하가 걸리거나 바퀴가 미끄러질 경우에는 기어를 저단으로 해서 사용하십시오.
 잔설이 많이 남을 경우 기어를 저단으로 해서 사용하십시오. 저단으로 사용해도 잔설이 많이 남을 경우 제설
기의 손잡이를 살짝 들어 어거 하우징이 바닥면에 더욱 밀착되도록 해서 사용하십시오.
 자갈이 많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 스키드 슈를 내려서 평탄한 바닥면을 제설할 때보다 어거 하우징이 지면으로
부터 조금 더 뜨도록 해서 사용하십시오. (스키드 슈 점검 및 조정 참조)

◘ 유지보수
▶ 유지보수 일정 권장사항
유지보수 간격

유지보수 절차

첫 2시간 사용 후

 바퀴 구동 케이블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십시오.

첫 5시간 사용 후

 엔진오일을 교체하십시오.

사용 전

 엔진오일 양을 체크하고, 부족할 경우 보충하십시오.
 겨울철 사용 전에 엔진오일을 교체하십시오.

매년

 스키드 슈의 상태 및 높낮이를 점검하고, 낡았으면 교체하십시오.
 바퀴 구동 케이블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 또는 교체하십시오.
 오거 기어박스 오일을 점검하고 부족하면 보충하십시오.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하십시오.
 연료탱크에서 연료를 모두 제거한 후 시동을 켠 다음 제설기 내에 남아있는 연

보관 전

료를 모두 연소시켜 제설기의 시동이 저절로 꺼지도록 한 후 연료밸브를 잠그고
키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내부의 벨트를 점검하고 낡거나 끊어졌을 경우 교체하십시오. 자가 수리가 불가
능할 경우 판매처에 문의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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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전 준비사항
1. 제설기를 평평한 곳으로 이동시키십시오.
2. 시동을 끄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 점화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 엔진오일 점검
점검 간격 : 사용 전 또는 매일 – 엔진오일의 양을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보충하십시오.

1. 엔진오일 캡을 열어 캡에 달려 있는 계량봉 끝을 깨끗이
닦은 다음 다시 닫았다가 뺀다.
2. 계량봉 끝에 묻어있는 엔진오일의 색상 및 양을 체크한다.
만약 엔진오일의 색상이 탁하거나 검을 경우에는 엔진오일
을 교체하고, 엔진오일의 양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엔진오일을 보충한다.
3. 반드시 일반 가솔린 승용차에 사용되는 4행정 엔진오일을
사용한다.

▶ 스키드 슈(Skid Shoe) 점검 및 조정
점검 간격 : 매년 – 스키드 슈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 또는 교체하십시오.
오거가 항상 제설 바닥면 또는 자갈에 닿지 않도록 스키드 슈를 조정하십시오.
1.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한다.
2. 제설기를 평평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3. 스키드 슈를 움직이기 쉽도록 두 개의 너트를 조금 풀어준
다.
4. 스크레이퍼 앞 날이 지면에 닿도록 한다.
5. 양쪽 스키드 슈를 지면에 닿을 때까지 내린다.
1. 스키드 슈(Skid shoe)

6.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 등과 같이 평평한 장소에서의 제
설 시에는 잔설을 줄이기 위해 스키드 슈를 최대한 올려서
사용하고, 자갈이 많은 곳 또는 비포장, 인도 등 바닥면이
고르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설 시에는 오거 및 스크레이퍼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키드 슈를 적당한 수준으로 내
려 스크레이퍼 및 오거 하우징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조정해서 사용한다.
7. 스키드 슈의 높이를 적당히 조절하였다면 처음 풀었던 너
트를 단단히 조여준다.

1. 스크레이퍼(Scraper)

8. 스키드 슈가 과도하게 마모되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측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돌린 다음 사용하고, 양쪽 면 모
두 과도하게 마모되었다면 교체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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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관

 가솔린(연료) 증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오래된 연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발화물질이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보관하기 전에 엔진을 완전히 식히십시오.
1. 연료탱크 내에 남아있는 연료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2. 시동을 걸고 엔진이 스스로 정지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 시동이 멈추면 엔진을 충분히 식히십시오.
4. 점화키를 뽑아 주십시오.
5. 점화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6. 사용하지 않는 동안 실린더 및 카뷰레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점화플러그를 분리한 상태에서 리코일
스타터를 수차례 당겨 실린더 및 카뷰레터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연료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7. 연료는 90일 이상 보관하지 마십시오.
8. 제설기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9. 칠이 벗겨진 곳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칠해 주십시오.
10. 모든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점검하여 느슨해 진 것은 단단히 조여 주시고, 손상된 부분은 수리하거나 교
체하십시오.
11.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건조하고 깨끗한 장소에 커버를 씌워 보관하십시오.

◘ 제 원
모델명

CSR-111Q76

CSR-111QE76

제품명

자주식 제설기

자주식 제설기

제작국

중국

중국

제작사

㈜한국설제 OEM

㈜한국설제 OEM

LONCIN 4-cycle OHV 420cc / 15HP

LONCIN 4-cycle OHV 420cc / 15HP

시동방식

리코일 / 전기식

리코일 / 전기식

사용연료

가솔린

가솔린

5.7L / 1.1L

5.7L / 1.1L

전진 6단, 후진 2단

전진 6단, 후진 2단

76cm

76cm

제설높이

54.5cm

54.5cm

투설거리

15m (MAX)

15m (MAX)

Manual Stick

Manual Stick

헤드라이트

Yes

Yes

오거하우징 리프트

No

Yes

Snow Tires

Track

120kg

125kg

2년

2년

엔진

연료탱크/엔진오일탱크
기어
제설폭

슈트 컨트롤

휠 타입
무게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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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문제점
전기 시동이 되지 않는다.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전
혀 걸리지 않는다.

원인

해결방안

1.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2. 전원 코드가 닳았거나, 부식되었거나 손상
되어 있다.

1. 전원 코드를 연결한다.
2. 전원 코드를 교체한다.

1. 점화키가 꽂혀 있지 않거나 엔진출력조절
레버가 거북이 위치에 놓여있다.
2. 연료펌프를 누르지 않았다.
3. 연료밸브가 닫혀있다.
4. 연료가 없거나 오래되었다.

1. 점화키를 꽂거나 엔진출력조절 레버를 토
끼 위치에 놓는다.
2. 연료펌프를 2~3회 가량 눌러준다.
3. 연료밸브를 열어준다.
4. 오래된 연료를 제거하고 30일 이상 되지
않은 새 연료를 주입한다.
5. 점화플러그 선을 연결한다.

5. 점화플러그 선이 느슨하거나 분리되어 있
다.
6. 점화플러그가 젖어 있다.
7. 점화플러그에 불꽃이 튀지 않는다.
8.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다.
1. 엔진출력조절 레버가 토끼 위치에 놓여있
지 않다.
2.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단(고속)으
로 운행한다.
3. 눈이 무겁거나 젖어있다.

흡입된 눈이 잘 배출되지 않
거나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4. 슈트 안이 막혀있다.

5. 오거/임펠러 벨트가 느슨하거나 풀려있다.
6. 오거/임펠러 벨트가 닳거나 끊어져 있다.

잔설이 많이 남는다.

연료가 새어 나온다.

엔진오일에 연료가 혼합되었
다.
배기구에서 불꽃이 튀거나 폭
발음이 난다.
시동이 걸렸다가 꺼진다.

오거가 회전하지 않는다.

6. 점화플러그를 분리해서 말려준다.
7. 점화플러그의 간극을 조정하거나 교체한
다.
8. 적당한 수준이 되도록 엔진오일이 양을
조절한다.
1. 엔진출력조절 레버를 토끼 위치에 놓는다.
2. 적설량이 많을 경우 저단(저속)으로 운행
한다.
3. 저단으로 운행하며 흡입되는 눈의 양이
적도록 조정한다.
4. 눈삽이나 막대 등을 이용하여 눈을 제거
하고 WD-40이나 스프레이 그리스를 슈트
안쪽 및 어거, 임펠러에 듬뿍 뿌려준다.
5. 오거/임펠러 벨트가 느슨할 경우에는 교체
하고, 풀려있으면 원위치 시킨다.
6. 오거/임펠러 벨트를 교체한다.

1. 스키드 슈 또는 스크레이퍼가 적절하지
않다.
2. 양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동일하지 않다.

1. 스키드 슈와 스크레이퍼를 적절히 조정한
다.
2. 양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당하도록 조정
한다.

1. 카뷰레터에서 연료가 새어 나온다.
2. 연료밸브에서 연료가 새어 나온다.

1. 카뷰레터 고무링을 교체한다.
2. 연료밸브를 교체하거나, 연료밸브와 연결
된 고무관이 찢어진 경우 고무관을 교체
한다.

1.

1. 엔진오일을 교체한다.

1.

1. 초크를 중간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하고,
심할 경우 연료를 완전히 빼준 후 카뷰레
터를 세척하거나 교체한다.

1.

1. 카뷰레터를 세척하거나 교체한다.

1. 임펠러는 회전하고 있다.

1. 오거핀이 부러져 있으므로 오거핀을 교체
한다.
2. 오거 벨트를 교체한다.
3. 케이블을 조절하거나 교체한다.

2. 오거 벨트가 끊어져 있다.
3. 케이블이 느슨하거나 망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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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1. 품질보증
 저희 ㈜한국설제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납품일로부터 2년간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실비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소비자의 과실(개조, 임의 수리, 취급 부주의 등)로 인한 고장 발생 시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명

자주식 제설기

모델명

S/N

CSR-111Q76 / CSR-111QE76

납품일

년

월

일

2. 소비자 불만처리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A/S는 전화 02-2047-4420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무료서비스
 구입 후 2년(제품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날 경우에만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영업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보증기간은 반으로 적용됩니다.

4. 유료서비스
<고장이 아닌 경우>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비용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십시오.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개조, 임의 수리, 취급 부주의 등)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5. A/S 접수처
 Tel : 02-2047-4420
 Fax : 02-2047-4421
 E-mail : snowleader3@naver.com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92 가든파이브 툴 3층 A02호 ㈜한국설제

주식회사 한국설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92 가든파이브 툴 3층 A02호
Tel. 02-2047-4420 / Fax. 02-2047-4421
E-mail. snowleader3@naver.com

www.snowleader.co.kr
주식회사 한국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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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보관 요령
제품을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정비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관과 정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장비의 잔고장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제품의 특성상 겨울 한 계절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비와 보관이 중요합니다.

1. 관리
■ 물세척

머플러

①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 이물질과 먼지 제거를
위해 물 세척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② 물 세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엔진 내부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염화칼슘을 살포한 곳을 제설하였다면
반드시 바로바로 물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③ 다른 곳보다 머플러의 배기구 쪽을 주의하여
물이 머플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세척해야 합니다.
④ 야외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수압이 강한 호스로 세척해도 됩니다.
⑤ 세척 시엔 모래나 다른 이물질들을
말끔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 물기제거

물세척이 끝나면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부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른 수건 등으로 물기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특히 염화칼슘이 뿌려진 곳을 제설한
다음에는 더더욱 깔끔히 닦아주어야 합니다.

■ 장비의 이상여부 확인

세척이 전부 끝나면 어거핀이 빠지거나 부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핀 이 부러져 있다면 여분의 핀으로 교체해줍니다.

(핸들을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
볼트나 너트의 조임 상태가 양호한지도 반드시 체크해줍니다
*진동이 많은 장비이기 때문에 볼트나 너트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조여져있지 않을 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보관
■ 보관장소
장비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에 두면 비나 눈, 먼지 등으로 인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커버

당사에서 판매되는 커버는 방수 처리가 되어있는
제품으로 비나 눈, 햇빛 등으로 부터 장비를
보호해 줍니다.

*부득이하게 야외에 보관하게 될 경우 제품 커버를 덮어
주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있는 조임끈을 확실히 조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기나 이물질이 생기지 않았는지
2주마다 체크하시고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 주의사항
야외에 보관할 때 절대로 경사로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경사로에 장비를 보관할 경우, 굴러내려 장비의 손상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지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장기보관
겨울철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동안에는 본 제설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척을 깔끔히 해주는 건 물론이고 오일 체크도 해주어야 합니다.

■ 연료제거

일명 자바라 펌프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 남은 휘발유를 빼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약간 남은 휘발유는 시동을 켜서 남아있던 휘발유가 완전히 연소되어 시동이 꺼질 때까지 둡니다.
*휘발유를 빼지 않고 장기 보관시 캬브레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캬브레타에 이상이 생기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수리 및 교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엔진오일 체크

엔진오일의 양과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철 사용하기 전에 교환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커버를 덮어서 보관

휘발유 제거와 엔진오일 체크가 끝나면 세척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해주면 됩니다.
반드시 실내에 보관하시고 습기가 많은 곳도 피해야 합니다.
적합한 장소를 찾아 제품 커버를 덮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