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된 용도

사용자

바닥 청소

표면 청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 청소

다양한 종류의 오염 흡입

BRAND STORY

세상에는 다앙한 아파트, 방, 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집(Home)’은 단 하나 뿐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며, 가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당신에게 안정감, 편안함, 만족감, 행복감 그리고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집(Home)’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의 작업에 적합한 공구를 제공하기 위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소망, 비전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집(Home)’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보쉬는 다양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ome made by you.
bosch-do-it.kr

PRODUCT INTRODUCTION

보쉬의 홈앤가든 브랜드 스토리

UniversalVac 18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무선 진공청소기

PRODUCT COMPONENT

UniversalVac 18

❶ 본체 1개

❷ 브러쉬 노즐, 틈새 노즐,
     바닥 노즐, 액세서리 홀더

❸ 연장대 2개

❹ 충전기 AL 1830 CV 1개

❺ 배터리 PBA 18V 2.5 Ah 1개
     (블루 제품군과 호환 불가. 
       HG 제품만 호환가능)

❶ 

❹

❺

❷
❸

PRODUCT FEATURES

로딩 시간에 비해서 긴 작동시간

Features 1

18V 2.5Ah 배터리가 장착으로 오랜 작동 시간을 
보장(20분).

강력하고 편리한 
무선 진공청소

Features 3

청소 용도에 따른 많은 종류의 
액세서리 세트

Features 2

바닥 청소에 용이한 연장 파이프와 노즐과 같은 
다른 액세서리들이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

오래 지속 되는 필터

Features 4

필터 개념의 향상 : 
청소에 용이한 유연한 프레임이 있는 메인필터. 
프리필터를 추가하면 메인 필터의 내구성이 높아짐.

Power for All 18V 호환 가능

Features 5

보쉬 홈앤가든 제품의 18V배터리는 
홈앤가든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 홈앤가든 공구 ART 23-18Li, AHS 50-20Li, ALB 18Li, 
UneoMaxx, AdvancedImpact 1800, UniversalVAC18 

    제품에 사용가능

 *본 제품의 배터리는 보쉬 블루 제품(제품색상이 곤색인 제품라인)과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보쉬 홈앤가든 제품(제품색상이 녹색인 제품라인) 중 18V 제품 및 
   충전기와 호환 가능합니다.

PRODUCT DETAILS

UniversalVac 18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무선 진공청소기

개선된 Flat-pleated 필터
여과 효율성이 높음. 

유연한 프레임이 청소를 더욱 쉽게 함.

사용하기 편리함
작은 사이즈로 가볍고 균형이 

잘 맞게 설계됨.

배터리 충전 레벨 표시기
3개의 LED로 현재 배터리 

상태를 보여줌.

Power4All 배터리 팩
Power for ALL system의 다양한 

18V 툴과 호환되는 2.5 Ah 교환 

가능한 배터리. 

강력한 흡입력으로 

효율성이 높음

강력함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휴대용 & 기본 진공 청소기

2-in-1: 휴대용&기본 진공 청소기
다양한 용도를 위한

많은 액세서리 세트 

많은 액세서리 세트 

청소하기 쉬운 프리필터로 메인 

Flat-pleated 필터의 내구성 향상

프리 필터

TECHNICAL DETAILS

UniversalVac 18

적합등록필증번호

APPLICATION

적합등록필증번호
R-R-RB9-UniversalVac18 원산지: 중국

구분 수치 단위

배터리 볼트/유형(Lithium-Ion) 18 V

용량 2.5 Ah

저장 부피 0.5 L

최대 공기 흐름 (turbine) 1.7 m³/min

최대 흡입력 (turbine) 88 mbar Nm

무게 (베어툴) 0.9 kg

무게 (세트) 1.3 kg

배터리 상태 표시장치 Yes -

“청소기는 내가 청소를 끝마칠 수 있을 
 정도로 러닝타임이 길어야 돼요.”

“진공 청소기는 사용용도가 다양해야 해요.”

“나는 무선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싶어요.”

“필터와 먼지받이통은 청소하기 
  쉬어야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