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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
This product is a backpack blower with a fuel engine.

We have a policy of continuous product development
and therefore reserve the right to modify the design and
appearance of products without prior notice.

Intended use
Use the product to blow leaves and other unwanted
material from areas such as lawns, pathways and
asphalt roads.

Produc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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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ame
2. Harness
3. Engine cover
4. Fan housing

5. Air intake screen
6. Fan
7. Air filter
8. Starter rope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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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uel tank
10. Spark plug
11. Vibration damping system
12. Choke control
13. Handle
14. Stop switch with throttle position adjustment
15. Throttle trigger
16. Pipe angle
17. Clamp
18. Flexible hose
19. Control pipe
20. Cable clamp
21. Intermediate pipe
22. Standard nozzle
23. Operator's manual
24. Combination wrench

Symbols on the product
WARNING! This product is dangerous.
Injury or death can occur to the operator or
bystanders if the product is not used
carefully and correctly. To prevent injury to
the operator or bystanders, read and obey
all safety instructions in the operator's
manual.

Read the operator's manual carefully and
make sure that you understand the
instructions before use.

Use approved hearing protection and
approved eye protection. If the environment
contains dust, use a breathing mask.

Severing of fingers or hand by fan blade.

Use approved protective gloves.

Refueling.

Air purge bulb.

Keep all parts of your body away from hot
surfaces.

Choke, open position.

Choke, close position.

The operator must ensure that no people or animals come closer than 15 me-
tres. When several operators are working at the same site a safety distance of at
least 15 metres must be in effect. The product can forcibly throw objects that can
bounce back. This can result in serious eye injuries if the recommended safety
equipment is not used.

yyyywwxxxxx The rating plate shows the serial number. yyyy is the production year, ww is the
production week and xxxxx is the sequential number.

Note: Other symbols/decals on the product refer to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other commercial areas.

Product liability
As referred to in the product liability laws, we are not
liable for damages that our product causes if:

• the product is incorrectly repaired.

• the product is repaired with parts that are not from
the manufacturer or not approved by the
manufacturer.

• the product has an accessory that is not from the
manufacturer or not approved by the manufacturer.

• the product is not repaired at an approved service
center or by an approve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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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afety definitions
Warnings, cautions and notes are used to point out
specially important parts of the manual.

WARNING: Used if there is a risk of injury or
death for the operator or bystanders if the
instructions in the manual are not obeyed.

CAUTION: Used if there is a risk of damage
to the product, other materials or the
adjacent area if the instructions in the
manual are not obeyed.

Note: Used to give more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in
a given situation.

General safety instructions

WARNING: Read the warning instructions
that follow before you use the product.

• Under no circumstances may the design of the
product be modifi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manufacturer. Always use genuine accessories.
Non-authorized modifications and/or accessories
can result in serious personal injury or the death of
the operator or others.

• Never use a product that has been modified in any
way from its original specification.

• Never use a product that is faulty. Carry out the
safety checks, maintenance and service instructions
described in this manual. Some maintenance and
service measures must be carried out by trained and
qualified specialists. Refer to Maintenance schedule
on page 11 for instructions.

• All servicing and repair work on the product requires
special training.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safety
equipment. Never use a product with faulty safety
equipment. If your product fails any of the checks
described in this operator's manual you must contact
your service agent. The safety equipment of the
product must be maintained as described in this
operator's manual. When you buy any of our
products we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professional repairs and service. If the retailer who
sells your product is not a servicing dealer, ask him
for the address of your nearest service agent.

Safety instructions for operation

WARNING: Read the warning instructions
that follow before you use the product.

• This product is a dangerous tool if used carelessly or
incorrectly and can cause serious, even fatal injuries.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you read and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operator’s manual.

• Long-term exposure to noise can result in permanent
hearing impairment. Always use approved hearing
protection.

• Do an overall inspection of the machine before use,
Refer to Product overview on page 2 .

• Never use the machine if you are tired, if you have
drunk alcohol, or if you are taking medication that
could affect your vision, your judgement or your
coordination.

•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fer to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n page 5.

• All covers and guards must be fitted before starting.
Ensure that the spark plug cap and ignition lead are
undamaged to avoid the risk of electric shock.

• The blower operator must make sure that no
bystanders or animals come nearer than 15 m.
Whenever several operators are working in the same
work area, they should maintain a safe distance of at
least 15 m from one another.

• Never allow children to operate the machine. Never
allow anyone else to use the machine without first
ensuring that they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contents of the operator’s manual.

• Always check for any objects that may block the air
intake screen before beginning work.

• Never remove the air intake screen.
• In case of emergency, release yourself from the

machine by opening the waist and chest belt and let
the machine fall backwards.

• Always contact local authorities and make sure you
are following applicable directives.

• Keep all parts of your body away from hot surfaces.
• Never start the machine indoors. Exhaust fumes can

be dangerous if inhaled.
• Observe and be aware of the surroundings. Ensure

that no people or animals can come into contact with
the product. If anyone approaches your work area,
set the throttle control to the lowest throttle until the
person is at a safe distance. Direct the product away
from people, animals, play areas, open windows and
cars etc. No unauthorised persons or animals may
be present in the working area, which is 15 metres.

• Overexposure to vibration can lead to circulatory
damage or nerve damage in people who have
impaired circulation. Contact your doctor if you
experience symptoms of overexposure to vibration.
Such symptoms include numbness, loss of feeling,
tingling, pricking, pain, loss of strength, changes in
skin colour or condition. These symptoms normally
appear in the fingers, hands or wrists. The risk
increases at low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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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exhaust fumes contain carbon monoxide,
which can cause carbon monoxide poisoning. For
this reason you should not start or run the product
indoors, or anywhere that is poorly ventilated. The
exhaust fumes from the engine are hot and may
contain sparks which can start a fire. Never start the
product indoors or near combustible material.

• Allow the engine to cool before refueling.
• The powerful currents of air can move objects at

such a speed that they can bounce back and cause
serious eye injuries.

• Do not direct the air jet towards people or animals.
• Do not use the machine in bad weather, such as

dense fog, heavy rain, strong wind, intense cold, etc.
Working in bad weather is tiring and can lead to
dangerous conditions, e.g. slippery surfaces.

• Minimize the time of operation by lightly wetting
dusty areas or using spray equipment.

• Make sure you can move and stand safely. Check
the area around you for possible obstacles (roots,
rocks, branches, ditches, etc.) in case you have to
move suddenly. Take great care when working on
sloping ground.

• Never put the product down with the engine running
unless you have it in clear sight.

• Never operate the product from ladders or high
places (such as roofs), it is prohibited and could
result in severe injury.

• Do not use the product unless you are able to call for
help in the event of an accident.

• Watch out for thrown objects. Always wear eye
protection. Stones, rubbish, etc. can be thrown up
into the eyes causing blindness or serious injury.
Keep unauthorised persons at a distance. Children,
animals, onlookers and helpers should be kept
outside the safety zone of 15 m. Stop the machine
immediately if anyone approaches.

• Do not operate the product if the exhaust gas outlet
on the engine cover is covered by a wall and/or
some other obstacles. The product could get
damaged. Make sure that the distance is 50 cm or
more from the obstacles during operation.

• Always stop the engine before cleaning.
• Always move the product away from the refueling

area and source before starting. Place the product
on a flat surface.

• The product may only be started in its complete
design. If the product is started without all the guards
fitted there is a risk of personal injuri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ARNING: Read the warning instructions
that follow before you use the product.

• Always use approv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hen you use the produc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annot fully prevent injury but it

decreases the degree of injury if an accident does
occur. Let your dealer help you select the right
equipment.

• Use approved hearing protection.

• Use approved eye protection. If you use a visor, you
must also use approved protective goggles.
Approved protective goggles must agree with the
ANSI Z87.1 standard in the USA or EN 166 in EU
countries.

• Use gloves when it is necessary, for example, when
you examine or clean the product.

• Use protective boots, or shoes, with non-slip soles.

• Use clothing made of a strong fabric. Always use
heavy, long pants and long sleeves. Do not use
loose clothing that can catch on twigs and branches.
Do not wear jewelry, short pants, open shoes or go
with bare feet. Put your hair up safely above your
shou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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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breathing protection when there is a risk of dust.

• Keep first aid equipment close at hand.

Safety devices on the product

WARNING: Read the warning instructions
that follow before you use the product.

In this section the product’s safety features, its purpose
and how checks and maintenance should be carried out
to ensure that it operates correctly. See instructions
under the heading Product overview on page 2 to find
where these parts are located on your product.

The life span of the product can be reduced and the risk
of accidents can increase if product maintenance is not
carried out correctly and if service and/or repairs are not
carried out professionally.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your nearest servicing dealer.

WARNING: Never use a product with
defective safety components. The product's
safety equipment must be inspected and
maintained as described in this section. If
your product fails any of these checks,
contact your service agent to get it repaired.

CAUTION: All servicing and repair work on
the machine requires special training.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machine′s safety
equipment. If your machine fails any of the
checks described below you must contact
your service agent. When you buy any of
our products we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professional repairs and service. If the
retailer who sells your machine is not a
servicing dealer, ask him for the address of
your nearest service agent.

To do a check of the muffler

WARNING: Do not use a product with a
defective muffler.

WARNING: The muffler becomes very hot
during and after operation, also at idle
speed. Use protective gloves to prevent
burn injuries.

The muffler keeps noise levels to a minimum and sends
exhaust fumes away from the operator.

1. Stop the engine.
2. Do a visual check for damage and deformation.

Note: The inner surfaces of the muffler contain
chemicals that can cause cancer. Be careful not to
touch these elements if the muffler is damaged.

3. Make sure that the muffler is correctly attached to
the product. Tighten the screws to 8-12 Nm.

4. Examine the spark arrester screen, do a visual
check.
a) Replace the spark arrester screen if it is

damaged.
b) Clean the spark arrester screen if it is blocked.

Refer to To do maintenance of the muffler on
page 12 for more information.

Vibration damping system

The product has a vibration damping system that
decreases vibrations and makes operation easier.
Examine the vibration damping system and mak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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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t is not damaged. Make sure that the vibration
damping system is attached correctly.

x2

Air filter

Do not use the product without an air filter or if the air
filter is damaged or has a deformation.

Stop switch

Use the stop switch to stop the engine. Make sure that
the engine stops fully.

Harness safety

Always use the harness when you operate the product.
If you do not use the harness, you cannot operate the
product safely. This can result in injury to you or other
persons. Make sure that the straps are attached and
correctly adjusted. There is a risk that an straps that are
loose can go into the fan of the product.

Fuel safety

WARNING: Read the warning instructions
that follow before you use the product.

• Do not mix the fuel indoor or near a heat source.
• Do not start the product if there is fuel or engine oil

on the product. Remove the unwanted fuel/oil and let
the product dry. Remove unwanted fuel from the
product.

• If you spill fuel on your clothing, change clothing
immediately.

• Do not get fuel on your body, it can cause injury. If
you get fuel on your body, use a soap and water to
remove the fuel.

• Do not start the engine if you spill oil or fuel on the
product or on your body.

• Do not start the product if the engine has a leak.
Examine the engine for leaks regularly.

• Be careful with fuel. Fuel is flammable and the fumes
are explosive and can cause injuries or death.

• Do not breathe in the fuel fumes, it can cause injury.
Make sure that there is a sufficient airflow.

• Do not smoke near the fuel or the engine.
• Do not put warm objects near the fuel or the engine.
• Do not add the fuel when the engine is on.
• Make sure that the engine is cool before you refuel.
• Before you refuel, open the fuel tank cap slowly and

release the pressure carefully.
• Do not add fuel to the engine in an indoor area. Not

sufficient airflow can cause injury or death because
of asphyxiation or carbon monoxide.

• Tighten the fuel tank cap carefully or a fire can
occur.

• Move the product at a minimum of 3 m (10 ft) from
the position where you filled the tank before a start.

• Do not put too much fuel in the fuel tank.
• Make sure that a leak cannot occur when you move

the product or fuel container.
• Do not put the product or a fuel container where

there is an open flame, spark or pilot light. Make
sure that the storage area does not contain an open
flame.

• Only use approved containers when you move the
fuel or put the fuel into storage.

• Empty the fuel tank before long-term storage. Obey
the local law on where to dispose fuel.

• Clean the product before long-term storage.
• Remove the spark plug cap before you put the

product into storage to make sure that the engine
does not start accid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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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structions for maintenance

WARNING: Read the warning instructions
that follow before you use the product.

• Your warranty may not cover damage or liability
caused by the use of non-authorized accessories or
replacement parts.

• The inside of the muffler contains chemicals that
may be carcinogenic. Avoid contact with these
elements in the event of a damaged muffler.

• Stop the engine before assembling or dismantling
accessories or other parts.

• Check that the thick round pin in the clamp is
inserted in the strap. If it is inserted incorrectly it may
lead to personal injury.

Assembly
Introduction

WARNING: Read and understand the safety
chapter before you assemble the product.

To assemble the tube and handle on
the product 
1. Attach the flexible hose (A) to the pipe angle and the

control pipe (B) with the clamps (C), (D).

B
DA

C

Note: Lubricate the control pipe and the flexible hose
to make them more easy to assemble.

2. Attach the handle (E) to the control pipe and put the
knob through the handle.

E

3. Tighten the knob.
4. Attach the cable to the flexible hose with the cable

clamp.

5. Attach the intermediate pipe to the control pipe.

6. Attach the blower nozzle to the intermediate pipe.

To adjust the harness
A correctly adjusted harness and product makes
operation easier.

1. Put on the harness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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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ghten the side straps until the product is tight
against your body.

Operation
Introduction

WARNING: Read and understand the safety
chapter before you use the product.

Fuel
To use fuel

CAUTION: This product has a two-stroke
engine. Use a mixture of gasoline and two-
stroke engine oil. Make sure to use the
correct quantity of oil in the mixture.
Incorrect ratio of gasoline and oil can cause
damage to the engine.

Gasoline

CAUTION: Do not use gasoline with an
octane number less than 90 RON (87 AKI).
This can cause damage to the product.

CAUTION: Do not use gasoline with more
than 10% ethanol concentration (E10). This
can cause damage to the product.

CAUTION: Do not use leaded gasoline. This
can cause damage to the product.

• Always use new unleaded gasoline with a minimum
octane number of 90 RON (87 AKI) and with less
than 10% ethanol concentration (E10).

• Use gasoline with a higher octane number if you
frequently use the product at continuously high
engine speed.

• Always use a good quality unleaded gasoline/oil
mixture.

Two-stroke oil
• For best results and performance use Zenoah two-

stroke oil, which is specially formulated for our two-
stroke engines.

• If Zenoah two-stroke oil is not available, you may
use another two-stroke oil of good quality that is
intended for air cooled engines.Contact your dealer
when you select an oil.

• Do not use two-stroke oil intended for water-cooled
outboard engines, also referred to as outboard oil.

• Do not use oil intended for four-stroke engines.

Gasoline, litre Two-stroke oil, litre

2% (50:1)

5 0.10

10 0.20

15 0.30

20 0.40

To make the fuel mixture

Note: Always use a clean fuel container when you mix
the fuel.

Note: Do not make more than 30 days quantity of fuel
mixture.

1. Add half of the gasoline quantity.
2. Add the full quantity of oil.
3. Shake the fuel mixture to mix the contents.
4. Add the remaining gasoline quantity.
5. Shake the fuel mixture to mix the contents.
6. Fill the fuel tank.

To add fuel
• Always use a fuel container with an antispil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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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re is some fuel on the container, remove the
unwanted fuel and let the container dry.

• Make sure that the area near the fuel tank cap is
clean.

• Shake the fuel container before you add the fuel
mixture to the fuel tank.

To add fuel to the fuel tank
1. Stop the product.
2. Put the product on a flat surface.
3. Loosen the fuel tank cap to release the pressure in

the fuel tank.
4. Remove the fuel tank cap.
5. Fill the fuel tank to 80%.
6. Tighten the fuel tank cap fully.
7. Make sure that there is no leak in the fuel tank.

Before you operate the product

WARNING: Read the safety instructions
before you operate the product.

• Use the blower with the lowest possible throttle. A
lower throttle means less noise and less dust, and it
is also easier to keep control over the rubbish
collected together/moved. Use a rake or a brush to
release rubbish stuck to the ground.

• Hold the opening of the blower as close to the
ground as possible. Utilize the entire length of the
blow pipe to keep the air current close to the ground.
Clean up afterwards. Make sure that you have not
blown rubbish into someone’s garden. Operate
power equipment only at reasonable hours, not early
in the morning or late at night when people might be
disturbed. Comply with times listed in local
ordinances.

• This blower is a backpack type, and is carried using
a shoulder harness while operating. It is operated
and controlled with the handle on the tube using the
right hand.

• The speed of the air jet is regulated by means of the
throttle. Select the speed best suited for respective
tasks.

• Check that the air intake is not blocked, for example,
by leaves or rubbish. A clogged air intake reduces
the machine’s blowing capacity and increases the
engine’s working temperature, which can result in
engine failure. Stop the engine and remove the
object.

• Be aware of the wind direction. Work with the wind to
make your work easier.

• Using the blower to move large piles is time
consuming and creates unnecessary noise.

• Keep a good balance and a firm foothold.
• When work is finished the machine should be stored

vertically.

To operate the throttle switch 
• Apply full throttle (A).
• Apply 1/3 speed (B).
• Apply idle speed (C).
• Stop the product with the stop switch (D).

A

BC
D

To start the product
1. If the engine is cold, push the choke lever to the

closed choke position.

2. Push the air purge bulb again and again until fuel
starts to fill the air purge bulb. It is not necessary to
fill the air purge bulb fully.

3. Push the throttle lever to the ⅓ speed position. Refer
to To operate the throttle switch on page 10.

4. Put the product on a flat surface on the ground.
5. Hold the product with your left hand.

6. Put your right foot on th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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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ull the starter rope handle slowly until resistance
occurs.

8. Pull the starter rope handle quickly with your right
hand until the engine starts or tries to start,
maximum 10 times. If the engine starts, move the
choke lever gradually to the open position.

CAUTION: Do not pull the starter rope
handle to full extension and do not let go
of the starter rope handle.

9. Move the choke lever to the open choke position
until the choke lever stops.

10. Pull the starter rope handle until the engine starts
and stays on.

11. If the engine does not start, do step 1 to step 10
again.

12. Let the engine operate for 2-3 minutes to become
warm before operation of the product.

To stop the product 

CAUTION: Do not stop the product at full
speed.

1. Push the throttle lever to the stop position.

Maintenance
Introduction

WARNING: Read and understand the safety
chapter before you do maintenance on the
product.

Maintenance schedule

Maintenance Daily Weekly Monthly

Clean the external surface. X

Make sure that the throttle control operates correctly. X

Make sure that the stop switch operates correctly. X

Do a check of the stop switch, refer to To stop the product on page 11. X

Examine the engine, the fuel tank and the fuel lines for leaks. X

Clean the air filter. Replace if it is necessary. X

Tighten nuts and screws. X

Examine the fuel filter for contamination and the fuel hose for cracks and other
defects. Replace if it is necessary. X

Examine the air intake and make sure that it is not blocked. X

Examine the starter and the starter rope for damages. X

Examine the vibration damping units for damages and cracks. X

Examine the spark plug, refer to To do a check of the spark plug on page 12. X

Clean the cooling system. X

Clean the external surface of the carburetor and the area around it. X

Clean the fuel tan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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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Daily Weekly Monthly

Examine all cables and connections. X

Examine and clean the spark arrester screen on the muffler. X

Replace the spark plug. Make sure it is attached with a supressor. X

To do a check of the spark plug
CAUTION: Use the recommended spark
plug. Refer to Technical data on page 15.
An incorrect spark plug can cause damage
to the product.

1. If the product is not easy to start or to operate or if
the product operates incorrectly at idle speed,
examine the spark plug for unwanted materials. To
decrease the risk of unwanted material on the spark
plug electrodes, do these steps:
a) make sure that the idle speed is correctly

adjusted.
b) make sure that the fuel mixture is correct.
c) make sure that the air filter is clean.

2. Clean the spark plug if it is dirty.
3. Make sure that the electrode gap is correct. Refer to, 

Technical data on page 15.

4. Replace the spark plug monthly or more frequently if
necessary.

To clean the cooling system
CAUTION: A dirty or blocked cooling system
can make the product too hot, which can
cause damage to the product.

The cooling system includes the cooling fins on the
cylinder and the air intake screen.

• Make sure that the cooling system is not dirty or
blocked.

• Clean the cooling system with a brush weekly or
more frequently if it is necessary.

To do maintenance of the muffler

WARNING: Do not use a product with a
defective muffler.

WARNING: The mufflers become very hot
during and after operation, also at idle
speed. Use protective gloves to prevent
burn injuries.

1. Stop the engine and let the muffler become cool.
2. Replace the spark arrester screen if it is damaged.
3. Remove the screws (E) and remove the exhaust

duct (D).

E

D

C

Note: The inner surfaces of the muffler contain
chemicals that can cause cancer. Be careful not to
touch these elements if the muffler is damaged.

4. Remove the spark arrester screen (C) and clean it
with a wire brush. Remove dirt from the inlet and
outlet of the muffler with the wire brush. Also,
remove dirt from the exhaust port of the cylinder with
the wire brush.

5. Attach the spark arrester screen (C) and the exhaust
duct (D) with the screws (E). Tighten the screws to
2-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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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ke sure that the muffler is correctly attached to
the product. Tighten the screws (A) and (B) to 8-12
Nm.

B

A

To examine the air intake screen
A clogged air intake screen decreases the blow force
and increases the temperature of the engine. An
increased temperature can result in engine failure.

1. Stop the engine.
2. Examine the air intake screen for damages and

make sure that it is attached correctly.

3. Remove dirt, leaves and unwanted materials from
the air intake screen.

To clean the air filter
Clean the air filter regularly from dirt and dust. This
prevents carburetor malfunctions, starting problems,
loss of engine power, wear to engine parts and more
fuel consumption than usual. Clean the air filter at an
interval of 40 hours of operation or less if it is heavy
operation conditions.

1. Loosen the fasteners that holds the air filter cover in
position.

2. Remove the air filter cover (A).

A

B

C

3. Remove the foam filter (B) and the paper filter (C)
from the filter frame.

4. Replace the paper filter (C).
5. Clean the foam filter (B) with warm soap water.

Note: An air filter that is used for a long time can not
be fully cleaned. Replace the air filter regularly and
always replace a defective air filter.

6. Make sure that the foam filter (B) is dry.
7. Clean the inner surface of the air filter cover with a

brush (A).

To replace the harness

WARNING: A damaged harness can make
the product fall and cause injuries.

1. Stop the engine.
2. Remove the clamp from the strap.
3. Push the end of the strap through the hanger.
4. Pull the new strap through the hanger.
5. Attach the clamp to the new 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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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storage and disposal
Transportation and storage
• For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the product and

fuel, make sure that there are no leaks or fumes.
Sparks or open flames, for example from electrical
devices or boilers, can start a fire.

• Always use approved containers for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fuel.

• Empty the fuel tank before transportation or before
long-term storage. Push the air purge bulb to make
sure that all fuel is removed. Discard the fuel at an
applicable disposal location.

• Make sure that the product is clean and that a
complete service is done before long time storage.

• Remove the spark plug and put approximately 15 ml
of two-stroke oil into the cylinder. Turn the product 3
times and attach the spark plug again.

• Attach the product safely during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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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EBZ8550

Engine

Cylinder displacement, cm3 75.6

Idle speed, rpm 2000

Catalytic converter muffler No

Speed-regulated ignition system Yes

Ignition system1

Spark plug NGK CMR7H

Electrode gap, mm 0.6-0.7

Fuel and lubrication system

Fuel tank capacity, l 2.3

Weight

Weight, kg 11.3

Sound levels2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at the operator’s ear, measured according
to ISO 22868:2011, dB(A)

103

Vibration levels3

Equivalent vibration levels (ahveq) at handles, measured according to ISO
22867:2011, m/s2

2.0

Fan performance

Maximum air velocity with standard nozzle, m/s 92

Air flow with standard nozzle, m3/m 27

1 The spark ignition system complies with the Canadian ICES-002 standard.
2 The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is calculated with a work cycle of a duration of 1/7 for idling and 6/7 for

racing. Reported data for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has a typical statistical dispersion (standard devia-
tion) of 1 dB (A).

3 The equivalent vibration level value is calculated with a work cycle of a duration of 1/7 for idling and 6/7 for
racing. Reported data for equivalent vibration level has a typical statistical dispersion (standard deviation) of 1
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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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Limited Warranty
Should any failure occur on the product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within the applicable warranty
period, the failed part will be replaced or repaired free of
charge by a Zenoah authorized dealer.

WARRANTY PERIOD: Six (6) months after purchased
by end-user subject to 12 months from produced month.
(30 days if used for rental purpose)

THE PURCHASER SHALL BEAR COSTS OF
TRANSPORTING THE UNIT TO AND FROM THE
Zenoah DEALER.

THE PURCHASER SHALL NOT BE CHARGED FOR
DIAGNOSTIC LABOR WHICH LEADS TO THE
DETERMINATION THAT A WARRANTED PART IS
DEFECTIVE, IF THE DIAGNOSTIC WORK IS
PERFORMED AT THE Zenoah DEALER.

THE PURCHASER OR OWNER IS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OF THE REQUIRED
MAINTENANCE AS DEFINED BY THE
MANUFACTURER IN THE OWNER/OPERATOR
MANUAL.

ANY WARRANTED PART WHICH IS NOT
SCHEDULED FOR REPLACEMENT AS REQUIRED
MAINTENANCE, OR WHICH IS SCHEDULED ONLY
FOR REGULAR INSPECTION TO THE EFFECT OF
REPAIR OR “REPLACE AS NECESSARY” SHALL BE
WARRANTED FOR THE WARRANTY PERIOD. ANY
WARRANTED PART WHICH IS SCHEDULED FOR
REPLACEMENT AS REQUIRED MAINTENANCE
SHALL BE WARRANTED FOR THE PERIOD OF TIME
UP TO THE FIRST SCHEDULED REPLACEMENT
POINT FOR THE PART.

ANY REPLACEMENT PART THAT IS EQUIVALENT IN
PERFORMANCE AND DURABILITY MAY BE USED IN
NON-WARRANTY MAINTENANCE OR REPAIRS, AND
SHALL NOT REDUCE THE WARRANTY OBLIGATION
OF THE COMPANY.

THE COMPANY IS LIABLE FOR DAMAGES TO
OTHER ENGINE COMPONENTS CAUSED BY THE
FAILURE OF A WARRANTED PART STILL UNDER
WARRANTY.

THE WARRANTY DOES NOT APPLY TO THOSE
UNITS WHICH HAVE BEEN DAMAGED BY
NEGLIGENCE OF INSTRUCTION LISTED IN THE
OWNER/OPERATOR MANUAL FOR PROPER USE
AND MAINTENANCE OF THE UNITS ACCIDENT
MISHANDLING, ALTERATION, ABUSE, IMPROPER
LUBRICATION, USE OF ANY PARTS OR
ACCESSORI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BY
THE COMPANY, OR OTHER CAUSES BEYOND THE
COMPANY’S CONTROL.

THIS WARRANTY DOES NOT COVER THOSE PARTS
REPLACED BY NORMAL WEAR OR HARMLESS
CHANGES IN THEIR APPEARANCE.

THERE ARE NO OTHER EXPRESS WARRANTIES.

ANY IMPLIED WARRANTY is limited to the duration of
the limited warranty. Otherwise, this limited warranty is
in lieu of all other expressed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any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USE and any implied
warranty MERCHANTABILITY otherwise applicable to
this product.

LIABILITIES FO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 UNDER ANY AND ALL WARRANTIES ARE
EXCLUDED.

IF YOU NEED TO OBTAIN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YOUR NEAREST SERVICE CENTER,
OR PLEASE CHECK Zenoah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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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품 설명
이 제품은 연료 엔진으로 작동되는 배낭형 블로어입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 정책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사전 통고 없이 제품의 설계 및 외관을 변경할 권리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고유 용도
제품을 사용하여 잔디, 통로, 아스팔트 도로와 같은 구역
에서 나뭇잎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을 송풍합니다.

제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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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임
2. 벨트
3. 엔진 커버
4. 팬 하우징

5. 공기 흡입구 스크린
6. 팬
7. 공기 여과기
8. 시동기 로프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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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료 탱크
10. 점화 플러그
11. 진동 완화 시스템
12. 초크 제어 장치
13. 핸들
14. 스로틀 위치 조정 기능이 있는 정지 스위치
15. 스로틀 트리거
16. 파이프 각도
17. 클램프
18. 플렉시블 호스
19. 제어 파이프
20. 케이블 클램프
21. 중간 파이프
22. 표준 노즐
23. 사용자 설명서
24. 콤비네이션 렌치

제품의 기호
경고! 이 제품은 위험합니다. 이 제품을 주의
를 기울여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
나 구경꾼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또는 구경꾼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으려면 사용자 설명서의 모든 안전 지침을
읽고 준수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
고, 반드시 지시사항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인가된 청력 보호 장구 및 인가된 시각 보호
장구를 사용하십시오. 먼지가 많은 조건에서
는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팬 블레이드로 인해 손가락이나 손을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보호용 장갑을 사용하십시오.

연료 보충.

공기 정화기 벌브.

신체가 뜨거운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초크, 열림 위치.

초크, 닫힘 위치.

작업자는 15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이나 동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동
일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작업할 때는 최소 15미터의 안전 거리를 유지
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물체를 강제적으로 날려 튀어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권장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눈에 심각한 부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yyyywwxxxxx 명판에 일련 번호가 표시됩니다. yyyy는 생산 년도이고 ww는 생산 주이며 xxxxx
는 일련 번호입니다.

주: 제품에 한 여타 기호/그림은 기타 상업 지역의 인증
요구사항을 나타냅니다.

제품 책임
제조물 책임법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사 제품이 초래한 손해에 한 법적 책임이 없
습니다.

• 제품이 올바르지 않게 수리된 경우
• 제품이 제조업체에서 제공하지 않았거나 승인하지 않

은 부품으로 수리된 경우
• 제품에 제조업체에서 제공하지 않았거나 승인하지 않

은 액세서리가 있는 경우
• 제품이 인가된 서비스 센터 또는 인가된 기관에서 수

리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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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안전 정의
설명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가리킬 때 경고, 주의 및
주가 사용됩니다.

경고: 설명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
우 작업자나 옆에 있던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주의: 설명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
우 제품, 다른 재료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피
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주: 주어진 상황에 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때 사용됩
니다.

일반 안전 지침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경고 지침
을 읽으십시오.

• 제조사의 인가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품의 설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정품 액세서리를 사용하십
시오. 인가 받지 않은 개조 및/또는 액세서리는 사용
자나 동료 작업자에게 심각한 인명 사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사양을 변경한 제품은 절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결함이 있는 제품은 절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설명

서에 나온 점검, 유지 보수 및 서비스를 시행하십시
오. 일부 유지 보수 서비스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유지 보수 일정 페이
지의 26을(를) 참조하십시오.

• 제품을 서비스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장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습
니다． 안전 장치에 결함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마
십시오. 만약 사용자의 제품이 사용자 설명서의 점검
사항 중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비스

리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품의 안전 장치는 이 사
용자 설명서에 설명된 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당
사 제품을 구입하시면 당사의 전문 수리 및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점에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의 주
소를 문의하십시오.

작동에 한 안전 지침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경고 지침
을 읽으십시오.

• 이 제품을 부주의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사용해선 안
되며 이 경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영구적 청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
상 인가된 청력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전반적인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제품 개요 페이지의 17 참조).

• 피로를 느낄 경우, 음주 후 또는 시력이나 판단력, 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절
장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십시오. 개인 보호 장구 페이
지의 20을(를) 참조하십시오.

• 시동하기 전에 모든 커버 및 보호 를 장착해야 합니
다. 점화 플러그 마개와 점화 리드가 손상되지 않아
감전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블로어 작업자는 보행자나 동물이 15m 이내로 접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작업자가 동일한
작업 영역에서 작업할 때는 서로 15m 이상의 안전 거
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가 장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사용
자 설명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

 장비 사용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 항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기 흡입구 스크린을 막

을 수 있는 물체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 공기 흡입구 스크린을 절  탈거하지 마십시오.
• 비상 시에는 허리벨트와 가슴 벨트를 풀고 장비를 뒤

로 떨어뜨려서 장비에서 멀어지십시오.
•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적용해야 할 모든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신체가 뜨거운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실내에서 기계를 시동하지 마십시오. 배기 가스를 흡

입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사

람이나 동물이 제품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
시오. 작업 영역에 누군가 다가오면 안전 거리에 도달
할 때까지 스로틀 제어장치를 최저 스로틀로 설정하
십시오. 제품이 사람, 동물, 놀이 공간, 열린 창, 자동
차 등을 향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승인되지 않은 사람
이나 동물이 작업구역 15m 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 진동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순환계가 약한 사람은 순
환계 장애 또는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동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느끼면
의사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이런 증상에는 마비, 감각
상실, 욱신거림, 따끔함, 통증, 무력감, 피부색 또는 상
태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손가락, 손,
손목 등에 잘 나타납니다. 낮은 온도에서 작업할 경우
위험이 증가됩니다．

• 엔진 배기 가스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초래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실내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시동하거나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엔진 배기 가스는 매우 뜨거우
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꽃이 생길 수 있습니
다. 절  이 제품을 실내나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작
동하지 마십시오.

• 연료를 보충하기 전에 엔진을 냉각시키십시오.
• 공기 분사가 심하면 물체가 날려 튀어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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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공기를 분사하면 안
됩니다.

• 짙은 안개, 호우, 강풍, 혹한 등과 같이 기후가 좋지 않
을 때는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악천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작업장 표면이 미끄
러워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먼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물을 살짝 뿌리거나 스프레
이 제품을 사용하여 작동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 작업자가 순간 이동할 수 있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갑자기 움직여야 할 경우 지면
에 장애물(뿌리, 바위, 가지, 도랑 등)이 있는지 주변
지역을 점검하십시오. 경사 지면에서 작업할 때는 특
히 주의하십시오.

•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엔진이 작동 중인
제품을 절  내려 놓지 마십시오.

• 사다리 또는 높은 곳(지붕 등)에서 절  제품을 작동
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장소에서는 장비 사용이 금지
되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튕겨 나가는 물체에 주의하십시오. 항상 시각 보호 장
구를 착용합니다. 돌, 쓰레기 등이 눈에 튀어 들어가
면 눈이 멀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허
가 받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들, 동물, 주변 사람들과 도와 주는 사람들은 15
미터의 안전거리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접
근하면 즉시 장비를 정지시키십시오.

• 엔진 커버의 배기 가스 배출구가 벽 및/또는 다른 장
애물로 막혔을 경우에는 이 제품을 작동하지 마십시
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작동 중에는 장애물
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세척할 때는 항상 엔진을 정지하십시오.
• 제품은 반드시 연료 보충 장소와 전원으로부터 떨어

진 곳에서 시동하십시오. 제품은 평평한 표면에 놓으
십시오.

• 제품은 설계에 따라 시동해야만 합니다. 보호 를 완
전히 장착하지 않고 제품을 시동하면 인명 사고의 위
험이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구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경고 지침
을 읽으십시오.

•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인가된 개인 보호 장구를 착
용하십시오. 개인 보호 장구가 부상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리점에서 올바른 장비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십시오.

• 인가된 청각 보호 장구를 사용하십시오.

• 인가된 시각 보호 장구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된 고글을 사용하십시오. 인가된 고글은
미국 표준 ANSI Z87.1 또는 EU 국가의 EN 166에 동
의해야 합니다.

• 제품을 검사하거나 청소할 때, 필요하다면 장갑을 사
용하십시오.

• 안전화 혹은 미끄럼 방지 밑창으로 된 신발을 착용하
십시오.

• 질긴 천으로 만든 옷을 사용하십시오. 항상 두꺼운 긴
바지와 긴 소매를 착용하십시오. 나뭇가지와 잔가지
에 걸릴 수 있는 느슨한 옷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보
석, 짧은 바지, 발가락 부분이 트인 신발을 착용하거
나 맨발로 작업하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을 어깨높이
위로 안전하게 올리십시오.

•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 보호 장
치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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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처치 용품은 가까이에 두십시오.

제품의 안전장치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경고 지침
을 읽으십시오.

이 절에서는 제품의 안전 기능 및 그 용도, 이 장치를 올바
로 작동시키기 위한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에 하여 설명
합니다. 각 구성품이 제품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를 알려면 제품 개요 페이지의 17를 참고하십시오.

제품의 유지 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A/S 및/
또는 수리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의
수명이 감소하고 사고의 위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
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서비스 리점에 문의하
십시오.

경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제품은 절 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안전장치는 이 절
에 기재된 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되어야 합
니다. 만약 사용자의 제품이 이 점검 사항 중
에서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비스 
리점을 찾아 수리해야 합니다.

주의: 장비를 서비스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의 안전장
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만약 사
용자의 장비가 아래 나열된 점검 사항 중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비스 리
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사 제품을 구입하시
면 당사의 전문 수리 및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 판매점에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의 주소를 문의하십시오.

소음기 점검 방법

경고: 소음기에 결함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소음기는 작동 중과 작동 후는 물론 공
전 속도에서도 매우 뜨겁습니다. 화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소음기는 소음 수준을 최 한 억제하고 배기 가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1. 엔진을 정지합니다.
2. 손상 및 변형을 육안으로 점검합니다.

주: 소음기의 내부 표면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
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음기가 손상된 경우
에는 이러한 요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소음기가 제품에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나사를 8-12Nm로 조이십시오.

4. 불꽃 억제 스크린을 육안으로 검사하십시오.
a) 불꽃 억제 스크린이 손상된 경우에는 교체하십시

오.
b) 불꽃 억제 스크린이 막힌 경우에는 청소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소음기 유지 보수 방법 페이지의
27을(를) 참조하십시오.

진동 완화 시스템

이 제품에는 진동을 줄이고 작동을 용이하게 하는 진동
완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동 완화 시스템을 검사하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진동 완화 시스템이 올
바르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x2

공기 여과기

공기 여과기가 없거나 공기 필터가 손상 또는 변형된 경
우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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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스위치

정지 스위치를 사용하여 엔진을 정지시키십시오. 엔진이
완전히 정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벨트 안전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벨트를 사용하십시오. 벨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습
니다. 부착된 끈을 적절하게 조절하십시오. 끈이 느슨하
면 제품의 팬 안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연료 안전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경고 지침
을 읽으십시오.

• 실내 또는 열원 근처에서 연료를 혼합하지 마십시오.
• 제품에 연료나 엔진 오일이 있으면 제품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연료/오일을 제거하고 제품을 건
조하십시오. 불필요한 연료를 제품에서 제거하십시
오.

• 옷에 연료가 묻은 경우 즉시 옷을 갈아 입으십시오.
• 몸에 연료가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몸에 연료가 묻으면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거하십시오.

• 제품 또는 몸에 기름이나 연료가 묻으면 엔진을 시동
하지 마십시오.

• 엔진에 누출이 있는 경우 제품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엔진 누출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

• 연료에 주의하십시오. 연료는 인화성이고 연기는 폭
발성이 있으며 부상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
니다.

• 연료 연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부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충분한 공기 흐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연료나 엔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연료나 엔진 근처에 따뜻한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

오.
• 엔진이 켜져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마십시오.
• 연료를 공급하기 전에 엔진이 냉각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 연료를 공급하기 전에 연료 탱크 캡을 천천히 열고 조

심스럽게 압력을 해제하십시오.
• 실내에서 엔진에 연료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공기 흐

름이 충분하지 않으면 질식이나 일산화탄소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료 탱크 캡을 조심스럽게 조이십시오. 그렇지 않으
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동하기 전에 탱크를 채운 위치에서 최소 3m(10ft)
떨어진 곳으로 제품을 옮기십시오.

• 연료 탱크에 너무 많은 연료를 넣지 마십시오.
• 제품이나 연료 용기를 이동할 때 누출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십시오.
• 화기, 불꽃 또는 점화용 불씨가 있는 곳에 제품이나

연료 용기를 놓지 마십시오. 보관 장소에 화기가 없는
지 확인하십시오.

• 연료를 옮기거나 연료를 보관할 때는 승인된 용기만
사용하십시오.

•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연료 탱크를 비우십시오. 연료
폐기에 관한 현지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제품을 청소하십시오.
• 제품을 보관하기 전에 스파크 플러그 캡을 분리하여

엔진이 예기치 않게 시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유지 보수에 한 안전 지침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경고 지침
을 읽으십시오.

• 보증서는 비인가 액세서리 또는 교체품의 사용에 의
한 손상 또는 책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음기 내부에는 발암성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기가 손상된 경우 이런 물질에 접촉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조립하거나 액세서리 또는 부품을 분해하기 전에 엔
진을 정지시키십시오.

• 클램프의 두꺼운 원형 핀이 끈에 끼워져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정확히 끼우지 않으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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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서문

경고: 제품을 조립하기 전에 다음 '안전' 장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제품 의 튜브 및 핸들 조립
1. 파이프 앵글과 컨트롤 파이프(B)에 클램프(C), (D)로

플렉시블 호스(A)를 부착합니다.

B
DA

C

주: 원활한 조립을 위해 컨트롤 파이프와 플렉시블 호
스를 윤활합니다.

2. 컨트롤 파이프에 핸들(E)을 부착하고 핸들을 통해 손
잡이를 끼웁니다.

E

3. 손잡이를 조입니다.

4. 케이블 클램프를 사용하여 플렉시블 호스에 케이블을
부착합니다.

5. 컨트롤 파이프에 중간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6. 중간 파이프에 블로어 노즐을 부착합니다.

벨트 조절 방법
벨트와 제품을 제 로 조정해야 작업이 더 쉽습니다.

1. 제품의 벨트를 착용하십시오.
2. 제품이 몸에 밀착되도록 옆 끈을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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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서문

경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안전' 장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연료
연료 사용 방법

주의: 이 제품에는 2행정 엔진이 사용됩니다.
가솔린과 2행정 엔진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
하십시오. 혼합물에 올바른 양의 오일을 사용
하십시오. 가솔린과 오일의 비율이 잘못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솔린

주의: 옥탄가가 90 RON(87 AKI) 미만인 가솔
린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품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에탄올 농도가 10% 이상인 가솔린
(E10)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유연 가솔린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러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항상 옥탄가가 90 RON(87 AKI) 이상이고 에탄올 농
도(E10)가 10% 미만인 새 무연 가솔린을 사용하십시
오.

• 지속적으로 높은 엔진 속도로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을 사용하십시오.

• 항상 양질의 무연 가솔린/오일 혼합물을 사용하십시
오.

2행정 오일
• 최상의 결과와 성능을 위해 Zenoah 에서 2행정 엔진

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2행정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 만약 Zenoah 2행정 오일을 구할 수 없다면 공랭식 엔

진에 사용하도록 제조된 양질의 타 회사의 2행정 오
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연료를 선택할 때는 구입한

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수랭식 외장 엔진용 2행정 오일(외장 오일이라고도

함)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4행정 엔진용 오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솔린, 리터 2행정 오일, 리터

2%(50:1)

5 0.10

10 0.20

15 0.30

20 0.40

연료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

주: 항상 깨끗한 연료 용기를 사용하여 연료를 혼합합니
다.

주: 연료 혼합물을 30일분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1. 가솔린 절반을 붓습니다.
2. 오일을 전부 붓습니다.
3. 연료 혼합물을 흔들어서 내용물을 혼합시킵니다.
4. 나머지 가솔린을 붓습니다.
5. 연료 혼합물을 흔들어서 내용물을 혼합시킵니다.
6. 연료 탱크에 주입합니다.

연료 주입 방법
• 반드시 흐름 방지 밸브를 갖춘 연료 용기를 사용하십

시오.
• 용기에 연료가 묻은 경우 불필요한 연료를 제거하고

용기를 말립니다.
• 연료 탱크 캡 근처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 연료 탱크에 연료 혼합물을 첨가하기 전에 연료 용기

를 흔들어주십시오.

연료 탱크에 연료 주입 방법
1. 제품을 정지합니다.
2. 제품을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3. 연료 탱크 캡을 느슨하게 풀어 연료 탱크의 압력을 해

제합니다.
4. 연료 탱크 캡을 제거합니다.
5. 연료 탱크에 80% 정도까지 채웁니다.
6. 연료 탱크 캡을 완전히 조입니다.
7. 연료 탱크에서 누설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을 연결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
시오.

경고: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안전 지침을 주
의 깊게 읽으십시오.

• 송풍기는 최소 스로틀로 사용합니다. 스로틀을 적게
사용할수록 소음과 먼지가 적게 발생하며 모인 쓰레
기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바닥에
모을 때는 갈퀴나 빗자루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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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어의 열린 부분을 바닥 가까이로 유지합니다. 블
로우 파이프의 전체 길이를 사용하여 공기 흐름을 지
면에 가깝게 유지하십시오. 작업 후 주변을 정리합니
다. 다른 사람의 정원에 쓰레기를 날리지 않았는지 확
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이 아닌 적절한 시간에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현지 규정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십
시오.

• 이 블로어는 배낭 형태이며 작동 중에는 어깨 벨트로
운반됩니다. 오른손으로 튜브의 핸들을 잡고 작동 및
제어합니다.

• 공기 분사 속도는 스로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업
에 가장 적당한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 공기 흡입구가 나뭇잎이나 쓰레기 등으로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공기 흡입구가 막혀 있으면 장
비의 분사 성능이 떨어지고 엔진 온도가 올라가 결국
에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엔진을 정지
하고 막은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 바람이 부는 방향에 주의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면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송풍기를 사용해 큰 더미를 옮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
고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 균형을 유지하고 발을 단단히 지탱하십시오.
•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를 수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스로틀 스위치 작동 방법()
• 스로틀 완전 개방(A).
• 1/3 속도(B).
• 공회전 속도(C).
• 정지 스위치(D)로 제품 정지.

A

BC
D

제품 시동 방법
1. 엔진이 식어 있을 경우 초크 레버를 닫힌 초크 위치로

미십시오.

2. 연료가 공기 정화기 벌브에 다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까지 공기 정화기 벌브를 다시 밉니다. 공기 정화기
벌브를 완전히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3. 스로틀 레버를 ⅓ 속도 위치로 밉니다. 스로틀 스위치
작동 방법() 페이지의 25을(를) 참조하십시오.

4. 제품을 지면의 평평한 장소에 놓습니다.
5. 왼손으로 제품을 잡습니다.

6. 오른발을 프레임 위에 올려 놓습니다.
7.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시동기 로프 핸들을 천천히 당

깁니다.
8. 엔진이 시동되거나 시동되려고 할 때까지 시동기 로

프 핸들을 오른손으로 빠르게 당깁니다(최  10회).
엔진 시동이 걸리면 초크 레버를 단계적으로 개방 위
치로 이동시킵니다.

주의: 시동기 로프 핸들을 끝까지 잡아당
기거나 놓지 마십시오.

9. 초크 레버가 멈출 때까지 초크 개방 위치로 이동시킵
니다.

10. 엔진 시동이 걸리고 시동 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시동
기 로프 핸들을 잡아당깁니다.

11. 엔진이 시동되지 않으면 1~10 단계를 다시 수행합니
다.

12.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2-3분 동안 엔진을 예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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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지 방법()

주의: 제품이 최고 속도일 때 정지시키지 마
십시오.

1. 스로틀 레버를 정지 위치로 미십시오.

유지 보수
서문

경고: 제품의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전
에 안전 장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유지 보수 일정

유지 보수 매일 매주 매월

외부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X

스로틀 제어장치가 제 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X

정지 스위치가 제 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X

정지 스위치를 점검하려면 제품 정지 방법() 페이지의 26을(를) 참조하십시오. X

엔진, 연료 탱크 및 연료 라인에서 누출 여부를 검사하십시오. X

공기 여과기를 청소하십시오. 필요하면 교체하십시오. X

너트와 나사를 조이십시오. X

연료 필터의 오염 및 연료 호스의 균열 및 기타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필요
하면 교체하십시오. X

공기 흡입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X

시동기 및 시동기 로프에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X

진동 완화 장치에 손상 및 균열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X

점화 플러그를 검사하려면 스파크 플러그 점검 방법 페이지의 27을(를) 참조하
십시오. X

냉각 시스템을 청소합니다. X

기화기의 외부 표면과 그 주위를 청소하십시오. X

연료 탱크를 청소하십시오. X

케이블과 연결부위를 모두 검사하십시오. X

소음기의 불꽃 억제 스크린을 확인하고 청소하십시오. X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십시오. 억제기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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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플러그 점검 방법
주의: 권장하는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십시
오. 기술 정보 페이지의 29을 참조하십시오.
잘못된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면 제품을 손
상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이 시동 걸리지 않거나 제품이 공전 속도에서 올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스파크 플러그에 불필요
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파크 플러그 전극
에서 불필요한 물질의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공전 속도가 올바르게 조절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b) 연료 혼합물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c) 공기 여과기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2. 점화 플러그가 더러우면 청소하십시오.
3. 전극 갭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기술 정보 페이지

의 29을(를) 참조하십시오.

4. 필요한 경우 스파크 플러그를 매월 또는 더 자주 교체
하십시오.

냉각 시스템 청소 방법
주의: 냉각 시스템이 더럽거나 막혀 있으면
제품이 과열되어 결국에는 손상될 수 있습니
다.

냉각 시스템에는 실린더의 냉각 핀과 공기 흡입구 스크린
이 포함됩니다.

• 냉각 시스템이 더럽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 매주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자주 브러시로 냉각 시스템

을 청소하십시오.

소음기 유지 보수 방법

경고: 소음기에 결함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소음기는 작동 중과 작동 후 및 공전 속
도에서 매우 뜨겁습니다. 화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1. 엔진을 정지하고 소음기를 식힙니다.
2. 불꽃 억제 스크린이 손상된 경우에는 교체하십시오.

3. 나사(E)를 풀고 배기 덕트(D)를 탈거합니다.

E

D

C

주: 소음기의 내부 표면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
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음기가 손상된 경우
에는 이러한 요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불꽃 억제 스크린(C)을 분리하고 와이어 브러시로 청
소합니다. 소음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와이어 브
러시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실린더의 배기 포트에서
도 와이어 브러시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5. 나사(E)를 사용하여 불꽃 억제 스크린(C)과 배기 덕트
(D)를 부착합니다. 나사를 2-3Nm로 조입니다.

6. 소음기가 제품에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나사(A)와 (B)를 8-12Nm로 조입니다.

B

A

공기 흡입구 스크린 검사 방법
공기 흡입구 스크린이 막히면 송풍력이 줄어들고 엔진 온
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엔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엔진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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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 흡입구 스크린의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올바르
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공기 흡입구 스크린에서 먼지, 낙엽 및 이물질을 제거
합니다.

공기 여과기 청소
공기 여과기에서 오물과 먼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
오. 이는 기화기 오작동, 시동 문제, 엔진 출력 손실, 엔진
부품 마모 및 평소보다 많은 연료 소모를 방지합니다. 공
기 여과기는 작동 시간 40시간마다 청소하되 작동 조건이
가혹할 경우에는 간격을 줄이십시오.

1. 여과기 덮개 고정 장치를 풉니다.

2. 공기 여과기 덮개(A)를 제거하십시오.

A

B

C

3. 여과기 프레임에서 폼 여과기(B)와 종이 여과기(C)를
제거합니다.

4. 종이 여과기(C)를 교체합니다.
5. 따뜻한 비눗물로 폼 여과기(B)를 청소하십시오.

주: 오랫동안 사용한 공기 여과기는 완벽하게 세척할
수 없습니다. 공기 여과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결
함이 있는 공기 여과기는 바로 교체하십시오.

6. 폼 여과기(B)가 건조한지 확인하십시오.
7. 여과기 덮개 내부를 브러시(A)로 청소합니다.

벨트 교체 방법

경고: 벨트가 손상되면 제품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1. 엔진을 정지합니다.
2. 끈에서 클램프를 제거합니다.
3. 행거를 통해 끈의 끝을 밀어 넣습니다.
4. 행거를 통해 새 끈을 당깁니다.
5. 새 끈에 클램프를 부착합니다.

운송, 보관 및 폐기
운반 및 보관
• 제품과 연료를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누출이나 가스

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전기 장치나 보일러 등의 스
파크 또는 화염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승인된 용기를 사용하여 연료를 보관하고 운반
하십시오.

• 운반 전 또는 장기간 보관 전에는 연료 탱크를 비우십
시오. 공기 정화기 벌브를 눌러 연료가 완전히 제거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된 폐기 장소에 연료를 폐기
하십시오.

•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제품이 깨끗하며 서비스가 적
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점화 플러그를 탈거하고 약 15ml의 2행정 오일을 실
린더에 넣습니다. 제품을 3번 돌리고 점화 플러그를
다시 장착합니다.

• 제품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운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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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기술 정보

EBZ8550

엔진

실린더 배기량, cm3 75.6

공전 속도, rpm 2000

정화용 촉매 소음기 없음

속도 통제 점화 시스템 있음

점화 시스템4

점화 플러그 NGK CMR7H

전극 갭, mm 0.6-0.7

연료 및 윤활 시스템

연료 탱크 용량, l 2.3

중량

중량, kg 11.3

소음 수준5

ISO 22868:2011에 의거하여 측정된 사용자 청각에서의 등가 음압 수준,
dB(A)

103

진동 수준6

ISO 22867:2011에 따라 측정한 핸들에서 등가 진동 수준(ahveq), m/s2 2.0

팬 성능

표준 노즐의 최  공기 유속, m/s 92

표준 노즐의 공기 흐름, m3/m 27

4 이 스파크 점화 시스템은 캐나다 ICES-002 표준을 준수합니다.
5 등가 음압 수준은 공회전 시 1/7, 가속 시 6/7의 작업 주기로 계산됩니다. 등가 음압 수준에 해 보고된 데이터

에 따르면 일반적인 통계 분산(표준 편차)은 1dB(A)입니다.
6 등가 진동 수준 값은 공회전 시 1/7, 가속 시 6/7의 작업 주기로 계산됩니다. 등가 진동 수준에 해 보고된 데이

터에는 일반적인 통계 분산(표준 편차)인 1m/s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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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제한 보증
해당 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제품에 고
장이 발생할 경우 결함이 있는 부품은 Zenoah 공인 리
점에서 무료로 교체하거나 수리합니다.

보증 기간: 최종 사용자의 구매 후 6개월간으로 생산월로
부터 12개월간 적용됩니다. ( 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0일)

구매자는 장비가 Zenoah 리점으로 또는 리점으로부
터 이동되는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진단 작업이 Zenoah 리점에서 수행될 경우 보증 상
부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진단 작업에 한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매자 또는 소유자는 소유자/사용자 설명서에서 제조업
체가 정의한 필수 유지 보수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수 유지 보수로서 교체를 위해 예약되지 않았거나 "필
요에 따른 수리 또는 교체"를 취지로 정기 검사를 위해서
만 예약된 모든 보증 상 부품은 보증 기간 동안 보증됩
니다. 필수 유지 보수로서 교체가 예정된 보증 상 부품
은 해당 부품의 첫 번째 예약 교체 시점까지의 보증 기간
동안 보증됩니다.

성능 및 내구성이 동등한 모든 교체 부품이 비보증 유지
보수 또는 수리에 사용될 수 있으며, 회사의 보증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보증이 여전히 적용되는 보증 상 부품의 고장으
로 인해 다른 엔진 부품이 손상된 경우 이에 한 책임을
가집니다.

본 보증은 장치의 적절한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해 소유
자/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지침 미준수, 장치의 부적절
한 취급, 개조, 남용, 부적절한 윤활, 회사가 지정하지 않
은 다른 부품이나 액세서리 사용,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인해 손상된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일반적인 마모나 외관의 무해한 변화로 교체된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명시적 보증은 없습니다.

모든 묵시적 보증은 제한 보증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그
렇지 않은 경우, 본 제한 보증은 특정 목적 또는 사용에 
한 적합성 보증 및 본 제품에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묵
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
증을 신합니다.

모든 보증에 따른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한 책임
은 배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문
의하거나 Zenoah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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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紹
產品描述
本產品為配備燃油引擎的後背式吹葉機。

我們採取延續產品開發的政策，因此保留權利，得以未經
事先通知而逕自修改產品的設計與外觀。

預定用途
使用本產品將落葉及其他多餘的物品吹離草地、路徑和瀝
青路面等區域。

產品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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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托架
2. 束帶
3. 引擎蓋
4. 風扇外罩
5. 進氣濾網

6. 風扇
7. 空氣濾清器
8. 起動繩握把
9. 燃油箱
10. 火星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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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振動阻尼系統
12. 扼流圈控制器
13. 握把
14. 停止開關 (具有油門位置調節功能)
15. 油門觸發器
16. 接角管
17. 夾鉗
18. 彈性軟管
19. 控制管
20. 纜線夾
21. 中間管
22. 標準噴嘴
23. 操作手冊
24. 多用扳手

產品上的符號
警告！本產品具有危險性。若未小心且正確
地使用本產品，可能造成操作人員或旁人受
傷或死亡。為避免對操作人員或旁人造成傷
害，請閱讀並遵守操作手冊中的所有安全指
示。

使用前請詳閱操作手冊並確定您瞭解指示內
容。

請使用經核准的聽力保護裝置及護目裝置。
如果環境中有灰塵，請使用呼吸面罩。

被風扇葉片切斷手指或手。

請使用經核准的保護手套。

加油。

排氣裝置球。

身體所有部位應遠離高溫表面。

扼流圈，開啟位置。

扼流圈，關閉位置。

操作人員必須確認在 15 公尺的範圍內沒有人或動物。當多位操作人員在同一地點
作業時，其之間必須保持至少 15 公尺的安全距離。本產品可能會強行拋出可能會
反彈的物體。如果沒有使用建議的安全設備，可能會導致嚴重的眼睛傷害。

yyyywwxxxxx 額定銘牌上顯示序號。yyyy 是生產年份，ww 是生產週，xxxxx 是流水號。

附註： 產品上的其他符號/標籤與其他商業領域的認證需
求相關。

產品責任限制
如依照產品責任限制法律所規定，在以下情況中，我們對
本產品所造成的損害概不負責：

• 產品受到不正確的維修。
• 產品使用非製造商生產或未經製造商核准的零件來維

修。
• 產品裝有非製造商生產或未經製造商核准的配件。
• 產品未在經核准的服務中心或由經核准的機關進行維

修。

安全
安全定義
警告、注意與附註用於指出本手冊中特別重要的部分。

警告： 如果因未遵守手冊指示，而造成操作
人員或旁人有受傷或死亡的風險時，將會出
現此警告訊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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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心： 如果因未遵守手冊指示，而造成本產
品、其他物品或鄰近區域有損壞的風險時，
將會出現此注意訊息。

附註： 用於提供在特定情況下所需的更多資訊。

一般安全指示

警告： 在您使用本產品前，請先閱讀以下警
告指示。

• 無論如何絕對不可在未經製造商允許下變更產品設
計。務必使用原廠配件。未經授權的改裝和/或配件可
能導致嚴重的人身傷害或操作人員或其他人員的死
亡。

• 絕對不可使用任何與原廠規格不同的改裝過之產品。
• 絕對不可使用故障的產品。請執行本手冊中所述的安

全檢查、維護及維修指示。部分維護與維修措施必須
交由經過訓練的合格專家執行。如需指示，請參閱維
護排程，頁碼 39。

• 產品的所有維護和維修作業都需要經過特別的訓練。
這對安全設備尤其重要。絕對不可使用安全設備故障
的產品。如果您的產品未通過本操作手冊中所述的任
何檢查，您必須聯絡您的維修代理商。產品的安全設
備必須依照本操作手冊的說明進行維護。當您購買任
何我們的產品時，我們保證提供專業維修和服務。如
果販售產品給您的零售商並非維修經銷商，請向對方
詢問 近的維修代理商地址。

操作安全指示

警告： 在您使用本產品前，請先閱讀以下警
告指示。

• 本產品具有危險性，如果使用疏忽或不當，會造成嚴
重、甚至是致命的傷害。請務必閱讀並理解本操作手
冊的內容。

• 長時間暴露在噪音下可能導致永久性的聽力傷害。請
務必使用經核准的聽力保護裝置。

• 使用前請對機器進行整體檢查，請參閱產品概要，頁
碼 31。

• 如果您覺得疲累、有喝酒，或正在服用可能影響您視
力、判斷或協調能力的藥物，絕對不可使用機器。

• 請穿戴個人防護設備。請參考 個人防護設備，頁碼
34。

• 起動前，必須先安裝所有蓋子和護板。確認火星塞蓋
與點火導線並未受損以防範電擊風險。

• 吹葉機操作人員必須確定在 15 公尺的範圍內沒有旁
人或動物。當多位操作人員在同一區域作業時，其之
間必須保持至少 15 公尺的安全距離。

• 絕對不可讓兒童操作機器。絕對不可在未先確認對方
是否已閱讀並瞭解操作手冊內容時允許對方使用機
器。

• 開始工作前，請務必檢查是否有任何可能阻塞進氣濾
網的物體。

• 絕對不可取下進氣濾網。

• 發生緊急狀況時，請打開腰部與胸前束帶，讓機器向
後掉落，以讓您的身體與機器分離。

• 請務必聯絡當地主管機關，並確定您遵循適用的指
令。

• 身體所有部位應遠離高溫表面。
• 絕對不可在室內起動機器。如果吸入廢氣可能會造成

危險。
• 觀察並注意周遭環境。確保沒有人或動物會接觸到本

產品。如果有人接近您的工作區域，請將油門控制設
定為 低油門，直到該人維持安全距離為止。請勿將
本產品指向人、動物、遊樂區域、開啟的窗戶和汽車
等。未經授權的人士或動物不可進入工作區域內，也
就是說，15 公尺以內。

• 循環受阻的人員遭遇過度振動可能引發循環損傷或神
經損傷。如有出現遭遇過度振動的症狀，請聯絡您的
醫師。這類症狀包括麻痺、知覺喪失、發麻、刺痛、
疼痛、虛弱乏力、膚色或膚況發生變異。這些症狀一
般會發生在手指、手部或手腕。在低溫下風險會提
高。

• 引擎廢氣中含有一氧化碳，可能導致一氧化碳中毒。
因此，請勿在室內或任何通風不良的地方起動或操作
本產品。引擎排放的高溫廢氣可能帶有火花，可能引
發火災。絕對不可在室內或鄰近可燃物之處起動本產
品。

• 加油前請讓引擎冷卻。
• 強力氣流可使物體以高速度移動，可能使其回彈並造

成嚴重眼睛傷害。
• 請勿將空氣噴射指向人或動物。
• 切勿在濃霧、暴雨、強風或嚴寒等惡劣氣候下使用機

器。在惡劣氣候下作業不僅費力，還可能面臨作業表
面濕滑之類的危險。

• 稍微弄濕塵土飛揚的區域或使用噴霧設備可減少操作
時間。

• 請確定您可以安全地移動和站立。檢查您周遭區域是
否有可能的障礙物 (樹根、石頭、樹枝、溝渠等)，以
免您突然需要移動。在斜坡上作業時請格外小心。

• 除非您將本產品置於視線可及的範圍內，否則絕對不
可在引擎運轉時將其放下。

• 嚴禁從梯子上或高處 (例如屋頂) 操作本產品，此行為
可能導致嚴重傷害。

• 如果發生意外時無法立即尋求協助，請勿使用本產
品。

• 注意是否有被拋出的物品。請務必隨時戴上護目裝
置。石頭、垃圾等，可能被拋到眼睛，造成失明或重
傷。與未經授權的人員保持距離。兒童、動物、旁觀
者和助手應位於 15 公尺的安全範圍之外。若有人靠
近，請立即停止機器。

• 如果引擎蓋上的廢氣出口被牆壁和/或其他障礙物覆
蓋，請勿操作本產品。產品可能會損壞。操作時，請
確定距離障礙物 50 公分以上。

• 請務必在清潔前停止引擎。
• 請務必在起動前將產品遠離加油區和燃油來源。將產

品放置在平坦的表面上。
• 唯有在組態完整時才可以起動本產品。若在未安裝所

有護板的情況下起動產品，可能會有人員受傷的風
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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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防護設備

警告： 在您使用本產品前，請先閱讀以下警
告指示。

• 在操作本產品時，請務必使用經核准的個人防護設
備。個人防護設備無法完全避免傷害，但在發生意外
時能夠減輕傷害等級。讓您的代理商協助您選擇正確
的設備。

• 使用經核准的聽力保護裝置。

• 使用經核准的護目裝置。面罩必須與經核准的安全護
目鏡一併穿戴。在美國，經核准的安全護目鏡必須符
合 ANSI Z87.1 標準，在歐盟國家，必須符合 EN 166
標準。

• 如有必要，請使用手套，例如檢查或清潔本產品時。

• 使用具有防滑鞋底的防護靴或鞋款。

• 使用以強韌布料製成的服飾。請務必使用厚重的長褲
和長袖上衣。請勿使用寬鬆的衣服，可能會被樹枝絆
到。請勿佩帶珠寶、穿著短褲、開放式鞋子或是赤
足。將頭髮安全地綁起來，勿超過肩膀。

• 有灰塵的風險時，請使用呼吸防護裝置。

• 請將急救設備放在隨手可及之處。

產品上的安全裝置

警告： 在您使用本產品前，請先閱讀以下警
告指示。

本節提供本產品的安全功能、其用途，以及如何執行檢查
與維護來確保操作正常的相關說明。請參閱 產品概要，
頁碼 31 標題下的指示，找出這些零件在您產品上的位
置。

如未正確執行產品維護，或維護及/或維修作業並非由專
業人士執行，可能會縮短機器的使用壽命並提高意外風
險。如需進一步的資訊，請洽詢 近的維修經銷商。

警告： 絕對不可使用安全元件有瑕疵的產
品。產品的安全設備必須依照本節說明進行
檢查和維護。如果您的產品未通過任何一項
檢查，請聯絡您的維修代理商進行維修。

小心： 機器的所有維護和維修作業都需要經
過特別的訓練。這對機器的安全設備尤其重
要。如果您的機器未通過下列任何一項檢
查，您必須聯絡您的維修代理商。當您購買
任何我們的產品時，我們保證提供專業維修
和服務。如果販售機器給您的零售商並非維
修經銷商，請向對方詢問 近的維修代理商
地址。

檢查消音器

警告： 請勿使用消音器有瑕疵的產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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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告： 消音器在操作前後，以及怠速時會變
得非常熱。請使用保護手套以防燙傷。

消音器可將噪音量降到 低並引導廢氣遠離操作人員。

1. 停止引擎。
2. 目視檢查是否損壞或變形。

附註： 消音器的內部表面含有可能致癌的化學物質。
如果消音器損壞，請小心不要碰觸這些元件。

3. 確定消音器已正確連接於產品之上。將螺絲鎖緊至
8-12 Nm。

4. 檢查防火網篩，進行目視檢查。
a) 如有損壞，請更換防火網篩。
b) 如有阻塞，請清潔防火網篩。參考 維護消音器，

頁碼 40 以取得更多資訊。

振動阻尼系統

本產品配備振動阻尼系統，可減少振動並讓操作更輕鬆。
檢查振動阻尼系統，並確定未損壞。確定振動阻尼系統已
正確連接。

x2

空氣濾清器

若無空氣濾清器或空氣濾清器損壞或變形，請勿使用本產
品。

停止開關

使用停止開關即可停止引擎。確定引擎完全停止。

束帶安全

請務必在操作本產品時使用束帶。如果您沒有使用束帶，
您無法安全地操作本產品。這可能會對您或其他人造成傷
害。請確定背帶已連接且已正確調整。鬆脫的背帶可能會
有吸進本產品風扇的風險。

燃油安全

警告： 在您使用本產品前，請先閱讀以下警
告指示。

• 請勿在室內或靠近熱源的地方混合燃油。
• 如果產品上有燃油或引擎油，請勿起動產品。清除多

餘的燃油/機油並讓產品乾燥。將多餘的燃油從產品上
清除。

• 如果燃油濺在衣物上，請馬上將衣物換掉。
• 請勿讓燃油濺在身體上，因為這可能會造成受傷。如

果燃油濺在身體上，請使用肥皂和水來清除燃油。
• 如果機油或燃油濺在產品或身體上，請勿起動引擎。
• 如果引擎有洩漏，請勿起動產品。定期檢查引擎是否

有洩漏。
• 請小心燃油。燃油具有可燃性，且其煙氣具有爆炸

性，可能造成受傷或死亡。
• 請勿吸入燃油煙氣，這可能造成受傷。請確定空氣足

夠流通。
• 請勿在燃油或引擎附近吸煙。
• 請勿將熱的物體放在燃油或引擎附近。
• 請勿在引擎起動的狀態下添加燃油。
• 在添加燃油時，請確定引擎已冷卻。
• 在添加燃油前，請慢慢打開燃油箱蓋並小心釋放壓

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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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勿在室內區域添加燃油至引擎中。空氣不夠流通，
可能會導致因窒息或一氧化碳而造成的受傷或死亡。

• 鎖緊燃油箱蓋時請小心，否則可能會起火。
• 請將產品移離加油位置至少 3 m (10 ft) 後再起動。
• 請勿在燃油箱內放太多燃油。
• 請確定移動產品或燃油容器時不會發生洩漏。
• 請勿將產品或燃油放在有明火、火花或母火之處。請

確定貯放區域沒有明火。
• 在移動燃油或將燃油置入貯放處時，只能使用經核准

的容器。
• 請先清空燃油箱，再進行長時間貯放。請遵守關於燃

油處置地點的當地法律。
• 請先清潔產品，再進行長時間貯放。
• 請先移除火星塞蓋，再將產品置入貯放處，以確保引

擎不會意外起動。

維護安全指示

警告： 在您使用本產品前，請先閱讀以下警
告指示。

• 您的保固範圍不包含因使用未經授權的配件或更換零
件而造成的損壞，亦不負賠償責任。

• 消音器內部含有可能致癌的化學物質。如消音器受
損，請避免接觸這些元件。

• 組裝或拆解配件或其他零件之前，請先停止引擎。
• 確認夾鉗中的厚圓插銷已插入背帶中。若未正確插

入，可能會導致人員受傷。

組裝
介紹

警告： 在您組裝產品前，請閱讀並理解安全
章節內容。

組裝本產品的風管與握把
1. 使用夾鉗 (C)、(D) 將彈性軟管 (A) 連接至接角管和控

制管 (B)。

B
DA

C

附註： 潤滑控制管和彈性軟管，以便更容易組裝。

2. 將把手 (E) 連接至控制管，並將旋鈕穿過把手。

E

3. 鎖緊旋鈕。
4. 使用纜線夾將纜線連接至彈性軟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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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將中間管連接至控制管。

6. 將吹葉機噴嘴連接至中間管。

調整束帶
正確調整的束帶和產品使操作更容易。

1. 背上本產品的束帶。
2. 拉緊側邊背帶，直到產品緊貼您的身體。

操作
介紹

警告： 在您使用產品前，請閱讀並理解安全
章節內容。

燃油
使用燃油

小心： 本產品配備二行程引擎。請使用汽油
與二行程引擎機油的混合物。請務必在混合
物中使用正確量的機油。汽油與機油比例不
正確可能造成引擎損壞。

汽油

小心： 請勿使用辛烷值低於 90 RON (87
AKI) 的汽油。這可能會造成產品損壞。

小心： 請勿使用超過 10% 乙醇濃度 (E10) 的
汽油。這可能會造成產品損壞。

小心： 請勿使用含鉛汽油。這可能會造成產
品損壞。

• 請務必使用辛烷值 90 RON (87 AKI) 以上且乙醇濃度
10% 以下 (E10) 的新無鉛汽油。

• 如果您會以連續高引擎速度使用產品，請使用辛烷值
較高的汽油。

• 請務必使用高品質無鉛汽油/機油混合物。

二行程機油
• 為發揮 佳效能與表現，請使用特別針對我們的二行

程引擎調製的 Zenoah 二行程機油。
• 如果您無法取得 Zenoah 二行程機油，也可以使用其

他品質優良的氣冷式引擎專用二行程機油。選擇機油
時請聯絡您的代理商。

• 請勿使用水冷式舷外引擎專用的二行程機油，也稱為
舷外機油。

• 請勿使用四行程引擎專用的機油。

汽油，公升 二行程機油，公升

2% (50:1)

5 0.10

10 0.20

15 0.30

20 0.40

製作燃油混合物

附註： 混合燃油時，請務必使用乾淨的燃油容器。

附註： 請勿製作超過 30 天使用量的混合物。

1. 添加一半量的汽油。
2. 添加全部量的機油。
3. 搖晃燃油混合物以混合內容物。
4. 添加剩餘量的汽油。
5. 搖晃燃油混合物以混合內容物。
6. 注入燃油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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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加燃油
• 請務必使用具有防濺閥的燃油容器。
• 如果容器上有一些燃油，請清除多餘的燃油並讓容器

乾燥。
• 請確定燃油箱蓋附近的區域乾淨清潔。
• 請先搖晃燃油容器，再將燃油混合物添加至燃油箱

中。

將燃油加入燃油箱
1. 關閉產品。
2. 將產品放在平坦的表面上。
3. 鬆開燃油箱蓋以釋放燃油箱內的壓力。
4. 取下燃油箱蓋。
5. 將燃油箱加注至 80%。
6. 將燃油箱蓋完全鎖緊。
7. 確定燃油箱內沒有滲漏的情形。

在您操作產品前

警告： 在您操作產品前，請先閱讀安全指
示。

• 使用吹葉機時請儘量降低油門。油門越低，噪音越
小，灰塵也較少，而且也更容易控制收集在一起/搬移
的垃圾。請使用耙具或刷子來清除黏在地面上的垃
圾。

• 讓吹葉機的出風口儘量靠近地面。利用吹葉管的整個
長度，讓氣流接近地面。之後必須進行清理。請確定
您未將垃圾吹進別人的花園。並請僅在合理的時間範
圍內操作動力設備，儘量避開清晨或深夜，以免打擾
他人。遵守當地法規所列的時間。

• 這款吹葉機是後背式，在操作時需利用肩帶背在身
上。用右手握住控制管上的握把即可進行操作和控
制。

• 空氣噴射的速度是透過油門進行調節的。請選擇 適
合個別作業的速度。

• 檢查進氣裝置是否被樹葉或垃圾等阻塞。進氣裝置如
果堵塞將會降低機器的吹風能力，並讓引擎的工作溫
度上升，進而導致引擎故障。發生這種情形時，請先
停止引擎並清除堵塞物。

• 注意風向。順風而行會讓工作更輕鬆。
• 使用吹葉機來移動一大堆樹葉十分費時，而且會產生

不必要的噪音。
• 保持平衡且雙腳站穩。
• 工作完成後，應將機器垂直收納。

操作油門開關 
• 使用全油門 (A)。
• 使用 1/3 的速度 (B)。
• 使用怠速速度 (C)。

• 使用停止開關 (D) 關閉產品。

A

BC
D

起動產品
1. 如果引擎還是冷的，請將扼流圈控制桿推至關閉的扼

流圈位置。

2. 反覆按壓排氣裝置球，直到燃油開始注入排氣裝置
球。但是不需要將排氣裝置球完全填滿。

3. 將油門桿推到 ⅓ 速度的位置。請參考 操作油門開
關 ，頁碼 38。

4. 將產品放在平坦的地面上。
5. 用左手固定產品。

6. 用右腳踩住托架。
7. 慢慢地拉起動繩握把，直到出現阻力為止。
8. 用右手快速拉動起動繩握把，直到引擎起動或開始要

起動為止， 多 10 次。如果引擎已起動，請將扼流
圈控制桿逐漸移至開啟的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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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心： 請勿將起動繩握把拉到完全延
長，也不要放開起動繩握把。

9. 將扼流圈控制桿移至開啟扼流圈的位置，直到控制桿
推到底。

10. 拉起動繩握把，直到引擎起動並保持運轉。
11. 如果引擎未起動，請再次執行步驟 1 至步驟 10。
12. 讓引擎運轉 2 至 3 分鐘，等到變熱後再操作產品。

關閉產品 

小心： 請勿在全速運轉的情況下關閉產品。

1. 將油門桿推到停止的位置。

維護
介紹

警告： 在您維護產品前，請閱讀並理解安全
章節內容。

維護排程

維護 每天 每週 每月

清理外部表面。 X

確認油門控制裝置運作正常。 X

確認停止開關運作正常。 X

檢查停止開關，請參閱關閉產品 ，頁碼 39。 X

檢查引擎、燃油箱和燃油管線是否有漏油情形。 X

清理空氣濾清器。在必要時更換。 X

鎖緊螺帽和螺絲。 X

檢查燃油濾清器是否有污染情形，以及燃油管是否有裂縫和其他瑕疵。在必要時
更換。 X

檢查進氣裝置，並確認其未被阻塞。 X

檢查起動器和起動繩有無損傷。 X

檢查振動阻尼裝置有無損傷或裂縫。 X

檢查火星塞，請參閱檢查火星塞，頁碼 40。 X

清理冷卻系統。 X

清理化油器外部表面和其周圍區域。 X

清理燃油箱。 X

檢驗所有纜線和連接部分。 X

檢查和清理消音器上的防火網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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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護 每天 每週 每月

更換火星塞。確認已為其裝上抑制器。 X

檢查火星塞
小心： 請使用建議的火星塞。請參考 技術資
料，頁碼 42。不正確的火星塞可能會造成
產品損壞。

1. 如果產品難以起動或操作，或是產品在怠速速度時運
作不正確，請檢查火星塞是否有異物附著。若要降低
火星塞電極上有異物附著的風險，請執行以下步驟：
a) 請確定怠速速度已正確調整。
b) 請確定燃油混合物正確無誤。
c) 請確定空氣濾清器乾淨清潔。

2. 如果火星塞髒污，請進行清潔。
3. 請確定電極間距正確無誤。請參考技術資料，頁碼

42。

4. 每個月更換一次火星塞，必要時，可以更頻繁地更
換。

清理冷卻系統

小心： 冷卻系統髒污或堵塞可能會使產品過
熱，進而導致產品損壞。

冷卻系統包含汽缸上的散熱片和進氣濾網。

• 請確認冷卻系統沒有髒污或堵塞情形。
• 每週用刷子清理一次冷卻系統，必要時，可以更頻繁

地清理。

維護消音器

警告： 請勿使用消音器有瑕疵的產品。

警告： 消音器在操作前後，以及怠速時會變
得非常熱。請使用保護手套以防燙傷。

1. 停止引擎，讓消音器冷卻。
2. 如有損壞，請更換防火網篩。

3. 取下螺絲 (E) 和排氣管 (D)。

E

D

C

附註： 消音器的內部表面含有可能致癌的化學物質。
如果消音器損壞，請小心不要碰觸這些元件。

4. 取下防火網篩 (C)，並用鋼絲刷進行清理。使用鋼絲
刷清理消音器入口和出口的塵土。此外，也請用鋼絲
刷清除汽缸排氣口上的塵土。

5. 使用螺絲 (E) 裝上防火網篩 (C) 和排氣管 (D)。將螺
絲鎖緊至 2-3 Nm。

6. 確定消音器已正確連接於產品之上。將螺絲 (A) 和
(B) 鎖緊至 8-12 Nm。

B

A

檢查進氣濾網
進氣濾網堵塞會降低吹風力並讓引擎的溫度上升。溫度升
高可能導致引擎故障。

1. 停止引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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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檢查進氣濾網有無損傷，並確認是否已正確安裝。

3. 清除進氣濾網上的塵土、樹葉和異物。

清潔空氣濾清器
請定期清理空氣濾清器上的髒污和灰塵。如此可以防止化
油器故障、起動問題、引擎無力、引擎零件磨損，以及比
平時更多的油耗。請至少每隔 40 小時清理一次空氣濾清
器，如果處於作業繁重的情況，應更頻繁清理。

1. 鬆開固定空氣濾清器外蓋的固定栓。

2. 卸除空氣濾清器外蓋 (A)。

A

B

C

3. 從濾清器外框中取出泡棉濾網 (B) 和紙濾網 (C)。
4. 更換紙濾網 (C)。
5. 用溫肥皂水清潔泡棉濾網 (B)。

附註： 已經使用很久的空氣濾清器無法完全清理乾
淨。請定期更換空氣濾清器，如空氣濾清器有瑕疵應
立即更換。

6. 確認泡棉濾網 (B) 完全乾燥。
7. 用刷子清理空氣濾清器外蓋 (A) 的內部表面。

更換束帶

警告： 損壞的束帶可能導致產品掉落並造成
傷害。

1. 停止引擎。
2. 取下背帶上的扣夾。
3. 將背帶尾端穿過掛架。
4. 將新背帶穿過掛架。
5. 將扣夾裝到新的背帶上。

運送、貯放和棄置
運送與貯放
• 在貯放和運送產品與燃油時，請確認沒有漏油或油

氣。例如電子裝置或鍋爐產生的火花或明火都可能引
發火災。

• 請務必使用經核准的專用容器來貯放和運送燃油。
• 請先清空燃油箱，再進行運送或長時間貯放。按壓排

氣裝置球，確認已清除所有燃油。將燃油棄置於適當
的處置地點。

• 在長期貯放前，請確認已將產品清理乾淨，並已完成
完整維修。

• 移除火星塞，並將約 15 ml 的二行程機油倒入汽缸。
將產品轉動 3 次，然後再次裝上火星塞。

• 在運送時請安全地固定產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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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術資料

技術資料

EBZ8550

引擎

汽缸排氣量，cm3 75.6

怠速速度，rpm 2000

觸媒轉化器消音器 否

速度調節點火系統 是

點火系統 7

火星塞 NGK CMR7H

電極間距，mm 0.6-0.7

燃油和潤滑系統

燃油箱容量，l 2.3

重量

重量，kg 11.3

噪音等級 8

在操作人員耳朵位置的均能聲壓位準，根據 ISO 22868:2011 測量而得，
dB(A)

103

振動等級 9

握把處的均能振動位準 (ahveq)，根據 ISO 22867:2011 測量而得，m/s2 2.0

風扇效能

使用標準噴嘴時的 大風速，m/s 92

使用標準噴嘴時的氣流，m3/m 27

7 火星塞點火系統符合加拿大 ICES-002 標準。
8 均能聲壓位準是以 1/7 的怠速運作週期和 6/7 的高速運作週期計算得出。報告的均能聲壓位準資料會有 1 dB(A)

的一般統計分散值 (標準差)。
9 均能振動位準值是以 1/7 的怠速運作週期和 6/7 的高速運作週期計算得出。回報的均能振動位準會有 1 m/s2 的

一般統計分散值 (標準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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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固
有限保固
在適用的保固期間內，如果產品在正常操作的情況下發生
任何故障，故障零件將由 Zenoah 授權代理商免費更換或
維修。

保固期間：使用者購買後六 (6) 個月，在生產月份起 12
個月內。(若用於租賃用途則為 30 天)

購買者應自行負擔將產品寄給 Zenoah 代理商以及從代理
商處取回產品的運輸費用。

如果診斷工作是在 Zenoah 代理商處進行，且確定保固零
件有瑕疵時，則購買者無須針對診斷工作支付任何人工費
用。

購買者或擁有者必須對製造商在《擁有者/操作員手冊》
中定義的必要維護的效能負責。

尚未達維護規定更換時間或僅需進行定期檢查而發現需要
維修或「視需要更換」的任何保固零件，在保固期間內均
享有保固。按維護規定必須定期更換的任何保固零件在該
零件第一次排程更換的期間內均享有保固。

效能與耐用性相當的替換零件可用於非保固維護或維修，
並且不會因而減損本公司的保固義務。

對於仍在保固期間內的保固零件故障而造成其他引擎組件
損壞，本公司將會負責。

因忽略《擁有者/操作員手冊》中針對正確使用和維護所
列的說明、意外誤操作、改造、濫用、未適當潤滑、使用
本公司指定以外之任何零件或配件及本公司不可抗力因素
而造成的損壞，均不在本保固的適用範圍內。

本保固不涵蓋因正常磨損或不損及功能的外觀因素而更換
的零件。

沒有其他明示保證。

任何默示保證僅限於有限保固期間。否則，本有限保固將
取代所有其他明示或默示保證，包括任何特定目的或用途
的適用性，以及任何其他適用於本產品適銷性的默示保
證。

所有保固皆排除附帶、結果性損害的責任。

如果您需要取得更多資訊，請致電 近的服務中心，或者
查看 Zenoah 網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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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Z8550

EBZ8500

產品型號：

제품 모델:
ZENOAH

 EBZ8550

Equipment No.:

設備編號：

장비 번호:

Engine No.:

引擎編號：

엔진 번호:

Use:

用途：

용도: Private:

自用：

개인용:

Professional

專業用途：

상업용:

Rental

出租：

대여용:

Dealer:

經銷商：

특약점(판매점):
Name:

名稱：

이름:

Address/Phone:

地址/電話：

주소/전화:

Name:

名稱：

이름:

Address/Phone:

地址/電話：

주소/전화:

Purchaser:

購買者：

구입자:

To Dealer: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form at time of sale.
특약점(판매) 담당자님께: 기계판매 시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致經銷商：請在銷售時填寫以下表格。

Product Model:

Date of Purchase: D / M / Y
구매일: 일/월/연도
購買日期：日/月/年

To Purchaser: When your unit requires any repair, please bring or send it to the dealer with this sheet attached.

구입자님께: 기계에 이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기록된 본 양식을 기계와 함께 특약점으로 보내주십시오.
致購買者：當您的設備需要維修時，請將需維修設備以及本表攜帶或發送給經銷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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