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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S에 전문화된 센터입니다.지역별 보쉬 A/S 센터

*서울 청계 서비스 센터 02) 2279-5029 *대전 서비스 센터 042) 639-0942 *광주 서비스 센터 062) 363-9150

*서울 구로 서비스 센터 02) 2683-8397 *인천 서비스 센터 032) 584-5207 *부산 서비스 센터 051) 319-1566

*안양 서비스 센터 031) 479-0975 *천안 서비스 센터 041) 570-8709 *제주 서비스 센터 064) 702-0982

서울 은평 02) 383-0909 광주 서구 062) 603-0942 인천 논현 032) 811-3625

서울 성동 02) 498-4209 광주 서구 062) 513-4761 인천 구월 032) 422-0909

서울 성동 02) 2281-0972 광주 북구 062) 512-3626 인천 남구 032) 888-0989

서울 서초 02) 576-0989 광주 북구 062) 526-2609 경기 부천 032) 346-4504

서울 동대문 02) 921-4693 광주 광산구 062) 955-4962 경기 부천 032) 676-9674

서울 금천 02) 807-5173 대구 중구 053) 251-7180 경기 본오 031) 409-2329

서울 금천 02) 896-0974 대구 중구 053) 253-9871 경기 남양주 031) 529-5700

서울 구로 02) 2677-5882 대구 중구 053) 255-8280 경기 김포 031) 999-4909

서울 광진 02) 3424-4414 대구 중구 053) 252-7678 경기 고양 031) 968-0989

서울 강북 02) 903-0989 대구 서구 053) 250-0769 강원 춘천 033) 252-0203

서울 강동 02) 485-0942 대구 북구 053) 604-5722 강원 원주 033) 748-9797

경기 화성 031) 206-0042 대구 태평 053) 257-7212 강원 원주 033) 765-6477

경기 포천 031) 541-0983 경북 포항 054) 241-6613 강원 강릉 033) 645-3789

경기 평택 031) 663-0940 경북 영천 054) 335-0907 충남 홍성 041) 631-5809

경기 평택 031) 653-0946 경북 안동 054) 859-0989 충남 당진 041) 356-0951

경기 평택 031) 684-5509 경북 상주 054) 532-0904 청주 상당 043) 213-0945

경기 평택 031) 686-8911 경북 경산 053) 813-9046 제주 화북 064) 758-4565

경기 의정부 031) 843-0909 부산 진구 051) 817-0909 제주 아라 064) 722-3460

경기 여주 031) 885-0909 부산 연제 051) 862-0987 전북 정읍 063) 531-0940

경기 안성 031) 673-1033 부산 수영 051) 756-3987 전북 전주 063) 255-0982

경기 안산 031) 495-6948 부산 사상 051) 324-9948 전북 전주 063) 243-2315

경기 안산 031) 493-0959 부산 사상 051) 851-0902 전북 익산 063) 855-7709

경기 시흥 031) 430-0509 경남 창원 055) 265-5865 전북 익산 063) 843-0989

경기 시흥 031) 430-4959 경남 창원 055) 238-5895 전북 부안 063) 583-4510

경기 시흥 031) 430-7509 경남 창원 055) 277-9810 전북 남원 063) 636-0989

경기 수원 031) 294-0918 경남 진주 055) 757-4007 전북 군산 063) 443-3468

경기 수원 031) 246-0920 울산 울주 052) 263-2502 대전 오정 042) 626-0975

경기 수원 031) 548-2409 울산 북구 052) 707-3001 전남 목포 061) 283-3456

경기 성남 031) 744-3030 울산 남구 052) 257-1894

고압세척기 전문 서비스 센터  서울 강동 02) 471-8900

보쉬의 모든 전동공구 제품은 지정 보쉬 A/S센터를 통해 보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 서비스 보증기간 보쉬 전제품 1년, 배터리 6개월

보증절차 보증의뢰 → 구매 영수증 혹은 기록된 보증서, 제품 생산번호 확인 → 보증 수리

 *서류 미제출시 제품 생산년도를 적용하여 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교환 및  보증기간 초과, 고객의 부주의 혹은 고의로 분해, 조립한 경우, 보쉬 정품이 아닌  

무상수리 제외 항목 다른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고장,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하거나 마모된 경우

폐기 배터리는 본사 또는
지역 서비스센터로 보내주세요.

보쉬는 부품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재활용하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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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테스트로 검증된 공신력

보쉬의 모든 제품은 반드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내구성 테스트와 생산라인 샘플검사를 거친 후 

출고됩니다. 이러한 보쉬 제품의 자신감과 품질관리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감은 품질보증제도로 

입증됩니다. 이같은 서비스 제도는 과도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취급에 의한 파손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모든 보쉬 제품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검증된 품질력

국제표준은 물론, 각 나라의 산업표준, 제품 검사 규격을 

충족시키는 보쉬의 제품은 다수의 설계공모전 수상을 통해서도 

그 제품력을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EU규격을 준수하는 
전기제품 안전마크 획득

하노버 공업디자인회의 선정
우수설계상품

ISO 9000 인증 획득

노스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
공업디자인상 수상

슈투트가르트 디자인센터 선정
우수디자인

친환경적 제품을 표시하는 
블루엔젤마크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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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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쉬의 홈앤가든 브랜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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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없는 무선의 자유
보쉬는 정원 손질 작업시 최대한의 사용 편리성과 작업의 즐거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품목에 대하여 무선 제품을 선 보이고 있습니다. 선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 작업 영역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전선이 엉키거나 부주의로 인한 

절단 위험성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무게까지 가벼워서 사용이 간편하고 

기름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리튬이온 테크놀로지가 더 많은 장점을 가능케 합니다.
기존 충전용 제품에 비해 더욱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메모리 기억효과 또는 자가 방전이 안되어 항상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더욱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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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개 

잔디관리  
Indego 400
Rotak 40(Gen 4) 
ARM 37 / ARM 34 
ARM 32
AHM 30
ART 23-18 LI
ART 23-10.8 LI
ART 30+ / ART 27
ART 26 SL

관목관리  
ASB 10.8 LI Set
Isio 3 Set / Isio 3 + 
AHS 50-20 LI 
AHS 35-15 LI
AHS 55-26
AHS 45-16 

나무관리 
Easyprune
KEO
AKE 30 LI
AKE 40-19 Pro
AKE 35-19 S

청소관리    
ALB 18 LI 
ALB 36 LI(베어툴)

GlassVAC
EasyAquatak 100 
EasyAquatak 110 
EasyAquatak 120 
UniversalAquatak 125 / 130 / 135 
AQT 42-13 
AQT 45-14X 
AdvancedAquatak 160 
고압세척기 액세서리 가이드

가정용 공구 
IXO V
워크벤치 PWB600
글루펜

글루건 PKP18E

보쉬 리튬이온 테크놀로지는 긴 배터리 수명과 
전자 셀 보호기능, 인텔리전트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Rotak 40(Gen 4)

ARM 34

ARM 37

ARM 32

AHM 30

ART 26 SL

ART 23-18 LI

Indego 400

ART 23-10.8 LI ART 27 
AR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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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관리

Law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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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관리 Law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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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잔디 관리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Indego 400 잔디깎이 로봇

보쉬의 인디고 400은 정기적으로 잔디를 자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잔디밭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잔디 모양을 지도화하고 정원의 사이즈를 측정한 후 오토 캘린더 기능을 사용하여 맞춤형 잔디 깎기 일정을 자동적으로 계산합니다.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Logicut 네비게이션 시스템 
Logicut을 통해 인디고는 잔디 모양과 크기를 

알고, 잔디를 깎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합니다.또한 이미 절단한 구간을 기억합니다.

직관적인 작동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및 쉬운 작동을 위한 

오토 캘린더 기능이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화 했습니다.

오토 캘린더 기능 
오토 캘린더 기능으로 손쉬운 사용. 매핑 후 

인디고는 잔디 크기에 적합한 일정을 추천합니다.

잔디 덮기 (멀칭 기능)
잔디 덮기 (멀칭) 시스템 덕분에 잔디를 자르면, 

잔디조각들을 거름이 되어 좋은 비료 효과와 

건강한 잔디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멀티 센서
멀티 센서는 계산 된 경로를 계속 절단하기 전에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기동합니다.

자동 충전 시스템
쉽고 자율적인 운영. 사용자가 잔디를 자르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피해서 

작동되며, 충전 장소로 돌아갑니다.

액세서리 도킹스테이션 (충전기 포함) 고정스크류와 렌치 경계와이어 125m 고정펙 180개 와이어 커넥터 2개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인디고 날 3개 100m 와이어 와이어 고정펙 100개 와이어 고정펙 20개 와이어 커넥터 4개 도킹스테이션 고정 스크류 +키 인디고 차고 인디고 보관 가방별도액세서리

HMI 디스플레이
(Human Machine Interface)
간단한 아이콘 표시 형식의 메뉴로 
시인성 향상. HMI 디스플레이 간단한 
설명만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설정을 안내 할 수 있습니다.

Logicut 지능형 내비게이션

무작위 절단방식보다 훨씬 빠름 

수동 정지버튼

안전을 위해 모터와 
절단 날을 즉시 정지시킵니다.

멀티 센서

센서가 인디고의 움직임을 추적해  
정원지도 내 위치,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음 (전선 설치 필요)

설계 공학적 바퀴
자동 충전

촉각 센서 & 고무 범퍼

도난 방지 보호

잔디 덮기(Mulching)

충전용
NEW

보쉬 최고급 프리미엄 잔디깎이

Rotak 40 (Gen 4) 잔디깎이

동급 최강의 절단능려과 잔디수거능력(99%)을 보유한 보쉬의 최고급 잔디깎이 라인입니다. 기존 잔디깎이 대비 쉽고 부드러운 구동이 가능하며 퀵 클릭으로 
손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파워드라이브 플러스 시스템 및 커팅엣지 에어플로우 기술을 적용하여 최상의 잔디커팅이 가능합니다.

동급 최강의 절단 능력
더 날카로운 절단 날 및 모음 능력

(갈퀴 형 날) 
*기존 보쉬 40 cm 날과 호환 가능

99% 잔디수거 능력
커팅 엣지 에어플로우(cutting-edge air-flow) 

기술을 적용한 향상된 잔디 수거능력 보유

퀵 클릭 시스템
쉽고 빠른 제품조립

10 m 일체형 전기선 장착
제품 개봉 후 별도구매 없이 바로 사용가능

파워드라이브 플러스 
(Powerdrive+) 시스템
칼날의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모터의 동력을 증가시키는 혁신적 기술

간편한 보관
컴팩트하고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보관이 

용이한 장점

힘들일 필요없는 강력한 파워

ARM 37 /ARM 34 잔디깎이 

출장이나 여행으로 장기간 손질하지 못해 무성해진 잔디도 

보쉬 고유의 파워드라이브™ 모터로 어려움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파워드라이브 모터
거친 환경에서도

작업이 용이

컴팩트한 디자인
두 번 접히는 핸들과,

공간을 덜 차지하여 쉽게
보관 가능한 풀 받이 통

가벼운 무게
가동이 간편함

인체공학적 손잡이
적은 힘으로 쉽게
컨트롤이 가능함

40리터 풀받이통
긴 작업이 가능함

잔디높이 조절가능
한 손으로 손쉬운 조절

*10 m 전기선 일체형으로 기본구성
* 잔디깎이 작업시 전기선을 한 쪽 어깨에 올려서 이동하시면 

 전기선이 절단 날 밑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강력한 모터파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로 기동이 용이함

파워드라이브 플러스
깔끔한 절단면  

& 99% 수거능력

인체공학적 손잡이
손쉬운 컨트롤

향상된 절단높이조절
간편한 절단 높이 조절

퀵 클릭 시스템
쉽고 빠른 제품조립

더 날카로워진 날
최상의 절단능력

확장형 잔디빗
모서리 절단 능력 향상

통합 핸들장치
AGR 품질보증하는 

편리한 운반용 손잡이

Rotak 40

*10 m 전기선 일체형으로 기본구성

* 잔디깎이 작업시 전기선을 한 쪽 어깨에 올려서 이동하시면 

 전기선이 절단 날 밑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날 1개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잔디깎이 날별도액세서리

액세서리 날 1개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잔디깎이 날(ARM 37 /34)별도액세서리

유선용

유선용

18V 리튬 이온 배터리 내장

메모리 효과 없으며, 
자기 방전 또는 심한 방전 없습니다. 
항상 작동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정원에서 인디고가 
허가 없이 제거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잠기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잠금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잔디밭에 무리를 주지 않음

건강한 잔디밭을 위해 자른 잔디조각들을 
거름이 되어 잔디밭에 고르게 덮어줌

제품 반응속도 향상 및 제품 보호

절단 높이 조절

버튼을 눌러 잔디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절단 높이는 30 ~ 50mm의 3단계 중 

하나로 설정 될 수 있습니다.

편의성과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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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최강의 절단 능력으로 새로워진 18 V

ART 23-18 LI (18 V / 2.5 Ah) 충전 예초기

보쉬 충전 예초기 ART 23-18 LI는 무선 예초기 특유의 자유로운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소재로 제작된 혁신적인 절단시스템 듀라블레이드는 
최대 12배 긴 지속시간을 자랑합니다. 배터리 충전 정도에 관계없이 균일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능형 전자제어 시스템은 강력한 절단 날 
스피드를 유지시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합니다.

식물 보호대 
제초 작업 시 타 식물 보호 기능

인체공학적 디자인

듀라블레이드
신소재 강력한 날로 최대 12배 

긴 수명유지

편리한 날 저장

가장자리 작업기능

울타리, 벽, 연못 등 모서리 정리를 위한 

가장자리 작업기능

스마트한 최신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10.8V

ART 23-10.8 LI (10.8 V / 2.0 Ah) 충전 예초기

보쉬 충전 예초기 ART 23-10.8 LI 는 1.7 k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의 작업을 무리없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보쉬만의 SYNEON 기술을 적용하여 

배터리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대화 함으로써 한 번의 충전으로 최상의 작업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듀라블레이드 절단 날 시스템
동급 최고의 절단 능력

지능형 전자제어
배터리 충전 정도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강력한 절단날 스피드

신소재 듀라블레이드
어떠한 절단 환경에서도 현재의  

절단 날 대비 최대 12배 긴 지속시간

높이 조절장치
원 버튼으로 간편한 

높이 조절 가능

초경량 디자인
운반과 사용이 간편함 (AGR승인)

원 클릭 방식의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한 바퀴
작업에 맞게 높이 조절
*바퀴 별도구매

Power4all 18 V 배터리 제품 군
정원용공구 18 V 제품과
호환 가능한 배터리

보쉬 SYNEON 칩 

기술 적용
식물 보호대

제초 작업 시 타 식물 보호 가능

듀라블레이드 절단 날 시스템
동급 최고의 절단 능력

교환용 예초기 날 
저장가능

소프트 그립
모든 작업자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설계된 손잡이 및 그립

초경량 디자인
가벼운 무게와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작업 시 피로감 완화

높이 및 각도 조절
높이 및 각도 조절이 용이하여
각 작업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작업 가능

액세서리 예초기 날 2개 배터리 충전기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예초기 날 (Durablade, 5 개입) 바퀴 세트 18 V/2.5 Ah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AL 1830 CV 별도액세서리

충전용

충전용

각 작업영역에서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작업하도록 돕습니다. 

보쉬 SYNEON 칩 
기술 적용

각 작업영역에서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작업하도록 돕습니다. 

액세서리 예초기 날 1개 배터리 충전기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예초기 날 (Durablade, 5 개입) 10.8V/2.0Ah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AL 1130 CV  별도액세서리

보쉬 전기 잔디깎이 기종 중 최소형으로 작은 잔디면적을 위한 가볍지만 강력한 잔디깎이입니다. 잔디빗이 가장자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며 
파워드라이브™모터로 성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보쉬 수동 모어는 잔디밭 손질을 빠르고 쉽게, 그리고 소음없이 해결합니다. 
효율적인 커팅날 구조로 누구라도 쉽게 깔끔한 벌초작업이 가능합니다. 

가장자리 깊숙한 곳까지 칼날이 도달하여 

담장이나 화단의 끝까지 남겨지는 잔디없이 

한번에 깔끔하게 벌초

가벼운 무게
편리한 운반용 손잡이 설계로 휴대와 

이동이 편리

  정확성

   ‘콰트로컷’ 시스템의 정밀한 벌초

효율성
가위로 자른듯 깔끔한 마감 커팅

정밀함
교체시 도구가 필요 없는 클릭 온 컷 방식의 

조절 가능한 하단 커팅날 

가벼운 무게
조작과 운반이 용이

파워드라이브™모터가 
깎기 힘든 상황에서도
강력한 힘으로 해결

잔디를 많이 담을 수 있고
비우기가 더욱 편리해진

31리터 잔디 수거함

가장자리까지
정교하게 절단하는

보쉬만의 잔디빗 장착

편리한 운반용 손잡이 설계로
휴대와 이동이 편리

* 잔디깎이 작업시 전기선을 한 쪽 어깨에 올려서 이동하시면 전기선이 

 절단 날 밑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m 전기선 일체형으로 기본구성

액세서리 날 1개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잔디깎이 날별도액세서리

액세서리 잔디 수거함 30 cm 별도액세서리

「클릭」한 번으로 조작되어 간편합니다.

AHM 30 잔디깎이

수동형

칼날이 닿지 않는 가장자리까지 손쉽게 다듬어 드립니다.

ARM 32 잔디깎이

유선용

바퀴가 쉽게 밀릴 수 있도록
특수 기어감속장치를 적용한
유연한 바퀴

12~40 mm의 높이 
30 cm 폭의 벌초

4개의 강력 철재 커브날이
장착된 실린더 커팅시스템

30 cm 너비의 벌초날과
다양한 벌초 높이 조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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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Rotak 40(Gen 4) ARM 37 ARM 34 ARM 32 AHM 30
모터 파워 1700 W 1400 W 1300 W 1000 W -
토르크 22 Nm 16 Nm 15 Nm 13 Nm -
벌초 넓이 40 cm 37 cm 34 cm 32 cm 30 cm
벌초 시스템 회전날 회전날 회전날 회전날 실린더 타입 4날

중량 12.6 kg 12 kg 11 kg 6.8 kg 6.4 kg
잔디수거함 용량 50 ℓ 40 ℓ 40 ℓ 31 ℓ -
벌초 높이 20~70 mm 20~70 mm 20~70 mm 20~60 mm 12~40 mm
벌초 높이 세팅 6단계 5단계 5단계 3단계, 바퀴축 조정 3단계

핸들 타입 Ergoflex System Ergoflex System Ergoflex System - -
파워드라이브 모터 플러스 (업그레이드형) 예 예 예 -
잔디빗 기능 예 (확장형) 예 예 예 -
통합 운반핸들 예 예 예 예 -
모터 과부하 방지기 예 예 예 예 -
제품번호 0 600 8A4 2B0 0 600 8A6 2B0 0 600 8A6 1B0 0 600 8A6 0B0 0 600 886 040

잔디깎이

액세서리 가이드

액세서리 날 날 날 잔디 수거함 30 cm 

적용모델 Rotak 40 ARM 37 / 34 ARM 32 AHM 30
제품번호 F 016 800 367 F 016 800 343 / F 016 800 370 F 016 800 340 0 600 886 060

전기 예초기

액세서리 예초기 날 (실패포함) 예초기 날 (리필용) 예초기 날 (실패 포함)

적용모델 ART 27/30+ ART 26 SL/27/30+ ART 26 SL
제품번호 F 016 800 351 F 016 800 462 F 016 800 385

잔디깎이

모델명 ART 27 / ART 30+* ART 26 SL

모터 파워 450 W / 550 W 280 W
작업직경 27 cm / 30 cm 26 cm
키높이 조절 예 -
절단 시스템 자동 듀얼라인 싱글 절단 줄

중량 2.6 kg / 2.7 kg 1.8 kg
높이조절식 핸들 예 아니오

90° 헤드 각도 기울기 예 -

초강력 예초날 - -
프로-탭 스풀 1.6 mm x 3 m(x2) 1.6 mm x 4 m
절단 줄 공급 시스템 자동 준 자동

제품번호
0 600 8A5 2B0  
0 600 8A5 5B0 0 600 8A5 1B0

*ART 30+의 경우 바퀴세트 기본구성

충전 예초기 

모델명 ART 23-18 LI  ART 23-10.8 LI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리튬이온

배터리 전압 18 V / 2.5 Ah 10.8 V / 2.0 Ah
배터리 충전시간 1시간 1시간

작업직경 23 cm 23 cm
예초 가능 거리 - 200 m (완충 시)

키높이 조절 80~115 cm 아니오

절단 시스템 듀라블레이드 듀라블레이드

중량 약 2.4 kg 약 1.7 kg
높이 조절식 핸들 예 -
각도 조절 헤드 예 -
90° 헤드 각도 기울기 예 -
배터리 교환 가능여부 예 -
식물보호대 예 예

제품번호 0 600 8A5 CB1 0 600 8A8 1B0

잔디깎이 
로봇

액세서리 인디고 날 3개 100m 와이어 와이어 고정펙 
100개

와이어 고정펙 
20개

와이어 커넥터 
4개

도킹스테이션 
고정 스크류 +키 인디고 차고 인디고 

보관 가방

적용모델 Indego 400 Indego 400 Indego 400 Indego 400 Indego 400 Indego 400 Indego 400 Indego 400
제품번호 F016800321 F016800373 F016800484 F016800485 F016800432 F016800468 06008B0500 F0168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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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커팅 줄날 공급

견고한 메탈몸체 

강력한 모터파워

편리한 커팅작업

손쉬운 높이조절

더욱 넓고 더욱 강하게 잔디커팅이 가능한

ART 30+ / ART 27 전기 예초기

보쉬 전기 예초기 ART 30+ / ART 27은 기존제품대비 작업자의 편리함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손쉬운 높이조절 및 경량의 무게는 
작업 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파워와 자동듀얼라인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커팅작업이 가능합니다. 
ART 30+의 경우 바퀴세트를 기본구성으로 하는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가볍고 간편한 잔디손질에 제격인

ART 26 SL 전기 예초기

보쉬 전기 예초기 ART 26 SL는 한 번의 클릭으로 제품 조립이 용이하며, 
준 자동 절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예초작업이 가능합니다.

조절 가능한 보조손잡이
각도 조절 가능한 보조손잡이

쉬운 높이조절
한 번의 클릭으로 높이 조정

가벼운 무게
3 kg 이하의 컴팩트한 디자인

자동 듀얼라인
예초 작업 시 커팅 줄날을  

자동 공급하여 편리성 향상
듀얼라인으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커팅 가능

강력한 모터파워
향상된 모터 파워로 빠르고 
깨끗한 마무리 가능

커팅헤드의 손쉬운 회전
힘들이지 않고도 예초와 가장자리 
작업이 용이한 원버튼 회전식  
커팅헤드

소프트 그립
모든 작업자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설계된 손잡이 및 그립

ART 30+(550 W) ▶

ART 27(450 W) ▶

*ART 27의 경우 바퀴세트 (F 016 800 386) 별도구매

*ART 30+의 경우 바퀴세트 기본구성

견고한 메탈몸체 
지속적인 예초작업이  

가능하도록 메탈로 

제작된 견고한 몸체

편리한 커팅작업

지속적인 추가 절단이  
필요없는 준-자동 스풀

가벼운 무게 & 
인체공학적 디자인
장시간 작업에도 
편리하게 작업 가능

편안함
어떠한 작업 자세에도 
적합한 보조핸들 적용

쉬운 조립
클릭 방식으로 손쉽게 체결

편리성
절단 날이 꼬였을 때를 위해 

수동으로 절단 및 여분의 줄 
공급 가능

효율적인 절단
효율적인 모터와 
물결모양 제품라인

액세서리 예초기줄날 (실패포함)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예초기 날 (실패 포함) 예초기 날 (리필용)별도액세서리

액세서리 예초기 날 (실패포함) 바퀴세트 (ART30+)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예초기날 (실패포함, 6m) 예초기날 (리필용, 24m) 바퀴세트별도액세서리

유선용

유선용

✽바퀴세트 
   별도구매

액세서리
예초기 날 
(Durablade, 5 개입)

18 V / 2.5 Ah  
리튬이온 배터리

10.8 V / 2.0 Ah  
리튬이온 배터리

AL 1830 CV 충전기 AL 1130 CV 충전기 바퀴세트

적용모델 ART 23-18 LI 
ART 23-10.8 LI

ART 23-18LI, 
AHS 50 -20LI, ALB 18LI

ART 23-10.8LI, 
AHS 35-15LI

ART 23-18LI, 
AHS 50 -20LI, ALB 18LI

ART 23-10.8LI, 
AHS 35-15LI

ART 23-18LI,
ART 27, ART 30+

제품번호 F 016 800 371 2 607 337 259 1 607 A35 02W 2 607 225 965 2 607 225 145 F 016 800 386

충전 예초기

모델명 Indego 400
최대절단넓이 (sqm) 400 m2 터(~120평터)
배터리 파워 18 V / 2.5 Ah 
충전시간 45 분
충전당 작업시간 30 분

충전당 절단 면적
(+/-25% sqm) 30분 작업에 35 sqm 

커팅 직경 19 cm
커팅 높이 30mm - 50 mm
제품무게 7,6 kg
소음정보 63 db

제품번호    0 600 8B0 0B0
- -
- -
- -

잔디깎이



AHS 55-26

AHS 45-16

AHS 50-20 LI

AHS 35-15 LI

ASB 10.8 LI

Isio 3

관목관리

Hedg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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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목관리 Hedge Care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작업

AHS 50-20 LI (18 V / 2.5 Ah) 충전 헤지커터

보쉬만의 SYNEON 기술을 적용하여 충전된 배터리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랜 시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목 절단 시 날이 열린 상태로 오래 머물게 하는 퀵 컷 시스템과 날이 걸리는 현상을 자동으로 방지해주는 안티블로킹 시스템을 적용하여 최적의 작업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50 cm의 길어진 날과 20 mm의 넓어진 날 간격으로 한 번에 넓은 면적의 관목 정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블로킹 방지 시스템 
강력한 커팅이 가능하며 날이 걸리는 현상을 

방지해줌

퀵 컷 시스템 
신기술 ‘퀵 컷’시스템을 적용하여 

작업 효율성 향상 도모 

작업 효율 향상
배터리와 모터 사이 상호작용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에너지 낭비 없이 최고의 작업 효율을 

보장해주는 SYNEON 칩 삽입

무선의 자유 
전기선 없이 정원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작업이 가능

컴팩트한 디자인

작업시 피로도가 적고 손쉬운 작업이 가능

작은 울타리 손질에 최적화

AHS 35-15 LI (10.8 V / 2.0 Ah) 충전 헤지커터

충전 헤지커터 AHS 35-15 LI는 탈부착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으로 자가 방전이 없어 충전하여 보관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헤지커터로 전선 연결에서 자유로워 정원 어디서나 자유롭고 간편하게 관목관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1.9 kg의 

초경량 제품

블로킹 방지시스템
밀림이 없는  

강력한 파워구동

탈부착이 가능한 10.8 V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으로 
자가 방전이 없음

인체공학적 설계로  
최적의 균형감과 사용감 제공

350 mm 길이와 15 mm 날 간격의 
레이저컷 다이아몬드 연마날

인체공학적 설계 손잡이
균형잡힌 디자인과  

2.6 kg의 가벼운 무게

빠르고 효율적인 절단
‘퀵-컷(Quick-Cut)’시스템과 날이 

걸리는 현상을 자동으로 방지해주는 
안티블로킹 시스템 적용, 
2600 spm의 작업 속도!

강력한 절단력
50 cm 의 날길이,  

날 간격 20 mm

편리한 디자인, 유용한 기능
시야 확보가 가능한 핸들, 
칼날 끝 보호장치, 편리한 손잡이

작지만 강한 힘으로 높은 활용도를 자랑

ASB 10.8 LI Set 충전 잔디전정가위

추가된 액세서리로 더욱 편안해진 정원관리

Isio 3 Set / Isio 3 + 연장 손잡이 Set 충전 잔디전정가위

ASB 10.8 LI 리튬이온 충전 전정가위는 900 g의 가벼운 무게와 3가지의 강력한 칼날로 관목의 외양을 다듬거나 잔디를 손질하는데 최적의 용이함을 제공합니다. 
균형감 있는 설계와 소프트 그립이 작업 시 편안함을 주며 블로킹 방지 시스템이 막힘 없는 작업을 도와줍니다. 

이지오3 충전잔디전정가위는 정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액세서리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제품 대비 더 가볍고 컴팩트 해졌습니다.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블로킹 방지 시스템의 적용으로 막힘 없는 사용이 가능해 매일매일의 정원관리를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장 손잡이 세트의 경우 잔디관리를 위해 특별히 구성한 제품입니다.  

완충시 최대 100분까지 지속되는  

10.8 V 리튬이온 배터리

편안한 소프트그립핸들로
작업이 편리함

잔여전력표시기능
배터리 소모상태를 

4단계로 표시해 주는
실용적인 LED 디스플레이

블로킹 방지시스템
걸림현상 없이  

강력한 작업이 가능

3시간의  

신속한 충전

별도의 장비 없이
칼날교체가 가능함

듀얼컬러의 
정밀 연마처리된  
200 mm 칼날

잔여 전력 
표시기능을 통한  

배터리 소모상태 확인

블로킹 방지시스템
밀림이 없는 강력한 파워구동

신개념 카트리지 교환방식으로
손쉬운 액세서리 교환

기존모델 대비 컴팩트해진  

설계와 쉬워진 사용법

다기능 공구
본체와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 

(신규 액세서리 순차적 출시예정)

기존모델 대비 50 g  
더 가벼워진 무게

Isio 3 Set  ▶

◀  Isio 3 연장 손잡이 Set 

*전정가위날의 경우 별도 구매

높이 조절 가능, 잔디 및  
관목 전용 날 모두 호환 가능, 
헤드부분 회전 가능

긴 배터리 지속시간
900 g의 가벼운 무게로 편안하게  

관목과 잔디를 손질

멀티-클릭 시스템

별도의 공구가 필요없는 

손쉬운 액세서리 교체

블로킹 방지 시스템

강력한 커팅이 가능하며  

날이 걸리는 현상을 방지해줌

다기능 공구 
액세서리 교체를 통해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

리튬이온 충전기술-항상 
작업준비상태 유지

리튬이온 배터리 전력상태 표시장치가 

장착 3시간의 빠른 충전

배터리 잔량 표시 
잔여배터리 용량 표시로 

충전시기를 알려줌

액세서리 잔디 가위 날 전정기용 날 (12 cm) 전정기용 날 (20 cm) 충전기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잔디 가위 날 전정기용 날 (12 cm) 전정기용 날 (20 cm) 연장 손잡이별도액세서리 액세서리 배터리 18V/2.5Ah 충전기 AL 1830 CV 별도액세서리

액세서리 잔디가위 날 전정기용 날 충전기 연장 손잡이 (Sat만 포함)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스프레더 (파종기) 스프레이어(분무기) 잔디가위 날 전정기용 날 연장 손잡이별도액세서리

액세서리 배터리 충전기기본구성품

액세서리 배터리 충전기기본구성품

충전용 충전용

충전용 충전용

보쉬 SYNEON 칩 
기술 적용

각 작업영역에서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작업하도록 돕습니다. 

보쉬 SYNEON 칩 
기술 적용

각 작업영역에서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작업하도록 돕습니다. 

액세서리 배터리 10.8V/2.0Ah 충전기 AL 1130 CV  별도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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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끝 보호장치
담장 및 도로 등에 칼날이 부딪쳐 
마모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함

레이저 다이아몬드 연마 커팅

다이아몬드 연마 처리되어 최상의 절단 

성능을 발휘하는 칼날은 1등급 철을 고온 

레이저 처리하여 정밀하고 강한 절단 

모서리를 가진 그립 날이 만들어 집니다.

고출력 모터로 강력한 절단력

420 W 고출력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레이저

커팅 다이아몬드 연마날로 강력하고 깔끔한

커팅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무게
균형잡힌 작업을 위한 최적의 무게중심 

설계로 팔과 등에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작업 시 수고 절감

보쉬의 안전 개념
핸들 스위치와 주 스위치가 양 손을 
사용하여 함께 켜질 때만 작동합니다. 
스위치가 풀리면 즉시 작동을 멈춥니다.

더 가벼워지고 강력한

AHS 55-26 전기 헤지커터

향상된 성능으로 더욱 강하고 편리한

AHS 45-16 전기 헤지커터

새로운 경량 설계로 기존 모델 대비 무게가 10% 감소했습니다. 600 W의 고성능 모터는 강력한 파워를 구동하며 
소프트그립의 인체공학적 핸들은 작업시 피로를 감소시켜 정원 손질 작업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어린 나무가지와 중간 사이즈의 울타리를 자르기에 필수적인 AHS 45-16은 420 W의 고속모터와 16 mm톱날이 장착되어 뛰어난 
작업 결과를 선사합니다. 이전 모델보다 더 작고 가벼워진 2.6 kg의 경량으로 설계되어 사용중 팔과 등이 피로해져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를 
현저히 줄여주며 균형잡힌 인체공학적 설계의 핸들이 안정적인 자세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인체 공학적 설계의 손잡이

후방 핸들의 소프트 그립

최적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전방 핸들

이전 제품 대비 10% 이상  

가벼워진 무게

550 mm의 날길이

깔끔한 커팅을 위한 레이저컷 날

600와트의 고성능 파워모터 

강력한 절단 성능

향상된 톱날 스피드

강력한 커팅

획기적으로 높은 토르크(50 Nm)의 슬리

핑클러치

담장과 도로변에서의 작업시

안전을 고려한 날끝 보호장치

420 W  
고출력 모터 장착

어느 위치에서나 

편안한 인체 공학적 
설계의 손잡이

15% 더 가벼워진  
5 kg의 경량으로 피로감  

없는 컷팅작업 가능

깨끗한 절단을 보장하는 

레이저컷 다이아몬드 연마날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퀵 스톱 기능(0.05초)

충격을 흡수하여 
단선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

모델명 ASB 10.8 LI Set Isio 3 Set Isio 3 + 연장손잡이 Set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 내장형 리튬이온 / 내장형 리튬이온 / 내장형

배터리 전압 10.8 V 3.6 V 3.6 V

배터리 충전시간 3시간 3.5시간 3.5시간

전정용 날 길이 12/20 cm 12 cm -

전정용 날 간격 0.8 cm 0.8 cm -

잔디용 날 폭 10 cm 8 cm 8 cm

중량 900 g* 550 g* -

블로킹 방지 시스템 예 예 -

SDS 시스템 예 예 예

전정기용, 잔디용 날 세트 예 예 잔디용 날

배터리 충전량 표기 예 예 예

연장손잡이 길이 - - 80~115 cm

세트 구성품 본체, 잔디가위날, 전정기용날 12cm, 전정기용날 20cm, 충전기 본체, 잔디가위날, 전정기용날, 충전기 본체, 잔디가위날, 충전기, 연장손잡이

날 호환 - - 잔디전용 및 관목 전용

제품번호 0 600 856 3B0 0 600 833 1B0 0 600 833 1B1
*전정용 날 장착시

모델명 AHS 50-20 LI(18V/2.5Ah) AHS 35-15 LI(10.8V/2.0Ah)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 탈부착형 리튬이온 / 탈부착형

배터리 전압 18 V / 2.5 Ah 10.8 V / 2.0 Ah

배터리 충전시간 1시간 1시간

날 길이 50 cm 35 cm

날 간격 20 mm 15 mm

중량 약 2.5 kg 1.9 kg

퀵 컷 시스템 예 -

블로킹 방지 시스템 예 예

제품번호 0 600 849 FB0 0 600 849 BB1

모델명 AHS 55-26 AHS 45-16

모터파워 600 W 420 W

날 길이 550 mm 450 mm

날 간격 26 mm 16 mm

슬리핑 클러치 토르크 50 Nm -

무부하 스트로크 3,400 spm 3,400 spm

중량 3.6 kg 2.6 kg

칼날끝 보호대 예 -

제품번호 0 600 847 GB0 0 600 847 AB0

액세서리 잔디 가위 날 전정기용 날 연장 손잡이 분무기* 스프레더 (파종기)

적용모델 Isio 3 Set Isio 3 Set Isio 3 Set Isio 3 Set Isio 3 set

제품번호 F 016 800 326 F 016 800 327 F 016 800 329 F 016 800 330 F 016 800 331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 가이드

액세서리
잔디 가위 날 
(너비 10 cm)

전정기용 날
(너비 12 cm)

전정기용 날
(너비 20 cm)

연장 손잡이

적용모델 ASB 10.8 LI Set ASB 10.8 LI Set ASB 10.8 LI Set ASB 10.8 LI Set

제품번호 2 609 003 867 2 609 003 885 2 609 003 868 2 609 003 869 

충전 
헤지커터

충전 잔디
전정가위

충전 잔디
전정가위

관목관리 Hedge Care

유선용

유선용

충전 잔디전정가위

충전 헤지커터 전기 헤지커터

16 17

액세서리 18 V / 2.5 Ah  
리튬이온 배터리

10.8 V / 2.0 Ah  
리튬이온 배터리

AL 1830 CV 
충전기 

AL 1130 CV 
충전기 

적용모델 ART 23-18LI, AHS 50-20LI, ALB 18LI ART 23-10.8LI, AHS 35-15LI ART 23-18LI, AHS 50-20LI, ALB 18LI ART 23-10.8LI, AHS 35-15LI

제품번호 2 607 337 259 1 607 A35 02W 2 607 225 965 2 607 22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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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관리 Tree Care

나무관리

Tree Care

AKE 40-19 Pro

KEO

AKE 35-19 S

Easyprune

편리한 충전! 당신의 손에 파워를!

Easyprune 충전식 전지가위

파워 어시스트 기술로 손쉽게 최대 25 mm까지 절단 가능하고 수동 전정가위처럼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입니다. 
저항이 감지되면 파워 어시스트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작업에 알맞게 파워 어시스트 수준을 3단계 (약/중/강)설정하십시오. 

파워 어시스트 기술 
손쉽게 최대 25 mm까지 절단 가능

편리한 날 교환가능
손쉬운 톱날 교체가 용이합니다.

(*날 액세서리로 별도판매)

손쉬운 클린 컷
2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날이 있는 바이 패스 

커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두개의 날 사이 

마찰이 없습니다.

클린 컷

교체가능, 스테인리스 스틸
바이패스 컷팅 블레이드 적용

인체공학적 디자인

490 g의 가벼운 무게. 소프트 
그립 표면 적용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핸들링 가능

쉬운 가지 치기

작은 지름은 수동 절단.
최대 25 mm 절삭 직경의 경우, 
파워 어시스트 절삭으로 손쉬운 절삭 가능

간편한 사용

작업용도 및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파워 어시스턴트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 총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이동성과 편리한 충전

배터리 완충 시, 최대 절삭 직경 
기준 450회 절삭 가능

마이크로-USB 충전기

충전 레벨 표시기
3.5시간 충전시간

손쉬운 절단 
스위치 작동 만으로 80 mm 두께의 나무까지 

절단. 한번의 배터리 충전으로 최소 30회에서 

최다 190회까지 절단 가능

리툼이온 배터리 기술 
메모리 효과나 자가 방전이 없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뿐만 

아니라 ECP(전자식 셀보호) 기능으로 과부하 및 과열로 부터 

배터리 셀을 보호

번거로움에서 해방
착탈이 가능한 A-그립으로 한 손 만으로도 

고정되지 않은 가지까지 절단 가능

나뭇가지 쳐 나가듯 힘든 수고까지 말끔히 덜어내는

KEO 충전 정원용톱

가지를 지지해 주는 보쉬 만의 혁신적인 A-Grip 기능으로 한 손으로도 힘들이지 않고 가지치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다양한 스피드로 작동이 가능한 KEO 충전 정원용 톱은 정밀성으로 인정받는 스위스 컷쏘날이 장착되어 있어
강력하고 신속한 절단을 보장하는 동시에 최적의 작업 안정성을 제공해 줍니다.

인체공학적 핸들
기동력이 향상된 소프트 그립 및 
인체공학적 설계의 핸들 디자인

톱날교체 시스템

다양한 정원자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손쉬운 날 교체

스위스제 정밀 톱날
80 mm 직경까지  

깔끔하게 절단

3시간의 신속한 충전

작업 안전성을 높여주는  
퀵스톱 및 핸드가드

950 g의 가벼운 중량

강력한 성능을 실현해 주는  
10.8 V 리튬이온 통합배터리

                        탈부착 가능한 ‘A-그립’ 
          작업시 가지를 고정시켜 주어 

절단력과 작업 성과를 향상시켜줌

액세서리 우드용 컷쏘날 1개 (S644D) 충전기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충전기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이지프룬 날별도액세서리

NEW
충전용

충전용

AKE 30 LI

액세서리
교체용 날 S 644 D 

(목재용 5입)
교체용 날 S 922 HF  
(목재+메탈용 5입) 

교체용 날 S 922 AF  
(얇은 시트 메탈용 5입)

교체용 날 S 628 DF  
(석고판용 5입)

별도액세서리



www.bosch-do-it.kr

전기 체인톱

모델명 AKE 40-19 Pro* AKE 35-19 S

모터 파워 1,900 W 1,900 W 

체인 바 길이 40 cm 35 cm
체인 속도 13 m/s 12 m/s 
드라이브링크 두께 1.3 mm 1.3 mm
체인 3중 크롬체인 3중 크롬체인

중량 4.7 kg 4.4 kg 
SDS 시스템 예 예

자동 급유장치 예 예

퀵 스탑 예 예

제품번호 0 600 836 840 0 600 836 E40
*AKE 40-19 Pro는 툴박스 (보관 및 작업)가 기본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Bosch 일반 전동공구 36V 배터리와 호환가능

충전 체인톱

모델명 AKE 30 LI*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배터리 전압 36 V / 2.6 Ah
배터리 충전 시간 65분(80%)-95분(100%)
오일 탱크 135 ml
체인 바 길이 30 cm
체인 속도 8.0 m/s
드라이브링크 두께 1.1 mm
체인 크롬체인

중량 5.2 kg
자동 급유장치 예

제품번호 0 600 837 1B0

충전 정원용톱

모델명 KEO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 내장형

배터리 전압 10.8 V

절단 가능 길이
최대 60mm(A-그립 장착)

최대 80mm(A-그립 비장착)

톱날 길이 15 cm
배터리 충전시간 3시간

중량
0.9 kg(A-그립 비장착)

1.05 kg(A-그립 장착) 

탈부착 가능 A-그립 예

제품번호 0 600 861 9B0

충전 전지가위

모델명 Easyprune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 내장형

배터리 파워 3.6 V

최대 절단 능력 25mm

완충시 최대 

절단 가능 횟수
450

배터리 충전 시간 3.5시간

중량 490g

제품번호 0 600 8B2 0B0

자유로움 
충전식 리튬이온 파워로 10×10 cm 두께의 소나무를 

한 번의 충전으로 100개까지 절단

신속한 스타트
번거로운 전기선과 시동을 위한 휘발유가 필요없이 

항상 작업 대기상태를 유지

강력 파워
정원의 어떠한 작업이든 거뜬히 감당해 내는  

강력파워의 모터

기름없이 전기선 없이-최강의 파워

AKE 30 LI 충전 체인톱

AKE 30 LI 리튬이온 충전 체인톱을 선택하신다면 시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파워가 넘치며 사용이 용이한 체인톱을 손 안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전기선도 없고 연장선도 필요 없으며 휘발유 냄새를 맡으며 시동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충전만 해놓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AKE 30 LI 리튬이온 충전 체인톱으로 정원 어디서나 자유롭게 절단작업을 수행하세요.

체인톱의 건조 방지를 위한  

자동 오일주입 및  
오일 레벨 표시창

인체공학적 핸들
작동성향상을 위해  

고안된 소프트그립과  

인체공학적 디자인

36 V / 2.6 Ah
강력 파워 리튬이온 배터리 

모든 정원작업시  

높은 만족도 제공

신속하고 쉬운 작업개시를 위해 
별도의 장비없이도 체인을 
갈아끼울 수 있는 SDS시스템 적용

듀얼브레이크시스템
정상 작동시 급속정지 브레이크 
안전도 향상을 위한 경고음을 내는 
킥백 브레이크

컴팩트한 디자인
휴대성 향상을 위한 
30 cm 바

나무관리 Tree Care

액세서리 가이드바 체인톱날 배터리 충전기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체인

(300 mm)
36 V / 2.6 Ah  

하이파워 리튬이온 배터리
AL 3640 CV LI 

급속 충전기
별도액세서리

40 cm 길이의 체인바

최적의 발란스를 
유지하게 설계된 디자인

별도의 장비 없이도 체인을
갈아끼우고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보쉬 SDS시스템 적용 13 m/s의 빠른 체인 속도

듀얼브레이크시스템
위험시 급속 정지를 위한  
킥백 브레이크

최상의 품질과 기능을 갖춘 
1.3 mm 두께의 

3중 크롬 도금 체인

1900 W의 강력한 모터

강한 힘과 놀라운 스피드로 최상의 결과

AKE 40-19 Pro 전기 체인톱

AKE 40-19 Pro 전기 체인톱은 초속 13 m의 빠른 체인 스피드로 가장 단단한 목재도 저항없이 빠르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위험시 빠른 정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킥백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어떤 각도로 작업을 해도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제품은 플라스틱 보관함과 함께 제공되어 
체인톱을 작업장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 
1900 W의 힘과 13 m/s의 속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내구성 향상

3중 도금된 크롬 체인은 장기간 사용해도 
날카로움을 유지합니다.

뛰어난 성능

1900 W의 힘과 12 m/s의 속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액세서리 가이드바 체인톱날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체인(400 mm)별도액세서리

35 cm 길이의 체인바

최적의 발란스를
유지하게 설계된 디자인

별도의 장비 없이도 체인을
갈아끼우고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보쉬 SDS시스템 적용 12 m/s의 빠른 체인 속도

듀얼브레이크시스템
위험시 급속 정지를 위한  
킥백 브레이크

최상의 품질과 기능을 갖춘 
1.3 mm 두께의 
3중 크롬 도금 체인

1900 W의 강력한 모터

손쉽고 간단한 톱질을 위한 선택 

AKE 35-19 S 전기 체인톱

나뭇가지 또는 장작을 자를 때 보쉬 체인톱 AKE 35-19 S는 완벽한 작업 성능을 발휘합니다. 체인톱날을 교체하거나 장력을 조절할 때 별도의 공구 없이 
손쉽게 교환이 가능하며 커다란 그립핑(gripping) 톱니가 작업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 킥백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법

보쉬의 SDS 시스템은 장비없이 손쉬운 
체인톱날 교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벼운 무게 

4.4 kg의 가벼운 무게로 작업이 편리합니다.

액세서리 가이드바 체인톱날기본구성품 액세서리 체인(350 mm)별도액세서리

충전용 유선용

유선용

보쉬 SYNEON 칩 
기술 적용

각 작업영역에서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작업하도록 돕습니다. 

충전 정원용톱 충전 전지 가위

액세서리 가이드

전기 체인톱 충전 체인톱

액세서리 체인(400 mm) 체인(350 mm) 체인(300 mm) 36 V / 2.6 Ah  
하이파워 리튬이온 배터리

AL 3640 CV
LI 급속 충전기

교체용 날 S 644 D  
(목재용 5입)

교체용 날 S 922 HF  
(목재+메탈용 5입) 

교체용 날 S 922 AF  
(얇은 시트 메탈용 5입)

교체용 날 S 628 DF  
(석고판용 5입)

이지프룬 날

적용모델 AKE 40-19 Pro AKE 35-19 S AKE 30 LI AKE 30 LI AKE 30 LI KEO KEO KEO KEO Easyprune

제품번호 F 016 800 240 F 016 800 239 F 016 800 256 2 607 336 108 2 607 225 111 2 608 650 673 2 608 656 016 2 608 656 013 2 608 656 263 F 016 800 475

20 21



청소 관리 

Clean Care

ALB 36 LI (베어툴) ALB 18 LI 
GlassVAC

22 23

Universal 
Aquatak 125

Universal 
Aquatak 130

Universal 
Aquatak 135

AQT 42-13 AQT 45-14X Advanced 
Aquatak 160

Easy
Aquatak 100

Easy
Aquatak 110

Easy
Aquatak 120

        Easy                                    Universal                                                          Advanced

www.bosch-do-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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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관리 Clean Care

보쉬 충전 블로워 ALB 18 LI는 전기선 없는 자유로운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발코니 및 소규모 정원에 적합한 최대 시속 210 km의 블로잉 파워와 
10분의 긴 작동시간으로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 합니다. 편안한 손잡이와 1.8 kg의 가벼운 무게로 사용 중 팔의 피로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까지 고려한 튜브 탈부착 기능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보쉬 ALB 36 LI는 36 V의 배터리 파워로 한 번의 충전으로 최장 35분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블로워 튜브가 5 cm 더 길어져 바람이 쉽게 
작업 공간까지 도달할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 250 km의 강력해진 블로잉으로 낙엽은 물론 솔방울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선의 자유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선 없이 
어느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

블로잉 스피드

정원과 발코니의 나뭇잎을 정리해 줄  
시속 210 km/h의 강력한 파워

속도제어
저속 및 고속 제어가 가능

낮은 소음 및 진동
낮은 소음 및 진동 사용시 피로감이

적고 손쉬운 작업이 가능

쉬운 저장성 
저장공간을 최소화하는 탈부착 가능한 
블로워 튜브

강력한 블로윙 파워와 긴 작동시간으로 공간을 깨끗히 청소

ALB 18 LI 충전 블로워

충전용

더욱 강력해진 블로잉

ALB 36 LI (베어툴) 충전 블로워
충전용

보쉬 정원용 공구와의 배터리 호환성
* 정원용 공구의 18 V 배터리는 기존의  
보쉬 전동공구 18 V 배터리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 배터리 충전기기본구성품 액세서리 배터리 (18V/1.5Ah) 충전기(AL 2215 CV)

제품번호 2 607 336 207 2 607 225 843

제품번호 2 607 336 108 2 607 225 111

별도액세서리

액세서리 배터리 (36V/2.6Ah) 충전기 (AL 3640 CV)별도액세서리

보쉬 와이퍼 기술 적용

Power Protection Plus 

얼룩이 남지 않는 특허받은 

고무코팅 기술 적용

쉬운 헤드 교환

다양한 청소 용도에 맞게

흡입 노즐을 변경가능

손쉬운 조작

경쟁사 제품 대비 30%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편리함

LED 표시기

녹색과 적색의 

불빛이 충전 필요

시기를 알려줌

손목줄 부착 가능

청소시 편리함과 안전을 

위한 손목줄 탈부착 가능

가장 컴팩트한 유리창 청소기

GlassVAC 충전 유리창 청소기

유리창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청소합니다. 다양한 세제를 사용할 수 있고 스프레이 노즐을 조정하여 스프레이 패턴 표면 영역을 사용자에 맞게 조절합니다. 

Bosch Aerotwin 블레이드 기술
새로운 보쉬 Aerotwin 혁신적인 물질, 

최적화된 사용 만들어 냅니다.

컴팩트한 유리창 청소기
가장자리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는 

가장 컴팩트 한 디자인.

Power Protection Plus
폴리머 코팅을 한 혁신적인 특허 

와이퍼 고무 기술

액세서리 흡입날(226/133mm) 스프레이병 마이크로화이버 융(대/소) 손목줄 충전기기본구성품

충전용
NEW

마이크로파이버 천

내구성 있는 마이크로화이버 천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기계세탁 가능

가변 스프레이 노즐
청소면적에 따른 스프레이 패턴

조절이 가능한 가변 노즐

편리한 그립
최상의 작동감 제공

보쉬 SYNEON 칩 
기술 적용

각 작업영역에서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작업하도록 돕습니다. 

보쉬 SYNEON 칩 
기술 적용

각 작업영역에서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작업하도록 돕습니다. 

이동성 최대화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무선 공구

블로잉 스피드

발코니와 소규모 가든에 

적합한 최대 시속  

210 km의 블로잉 파워

긴 작동시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연속 10분의 작동시간

저장공간 최소화

탈착 가능한 블로워 튜브

가벼운 무게

사용 중 팔의 피로감을 최소화  

시켜 줄 1.8 kg의 가벼운 무게!

편안한 손잡이

어떤 자세에서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편안한 손잡이

속도 조절기능

다양한 작업을 위한 
블로윙 속도 조절 가능

균형잡힌 디자인

균형잡힌 디자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작업 가능

가벼운 무게

사용 중 팔의 피로감을 최소화  

시켜 줄 1.6 kg의 가벼운 무게

소프트 그립
넓어진 손잡이로 

각 작업자의 신체 조건에  

맞춰 작업이 가능

보쉬 정원용 공구와의 배터리 호환성
* 정원용 공구 36 V 배터리의 경우 

  보쉬전동공구 36 V와 Ah에 상관없이 호환가능합니다.

*  배터리 별도 구매

액세서리 ALB 36 LI 본체기본구성품

www.bosch-do-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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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3 in 1 노즐

3가지 기능을 하나의 

노즐로 이용가능

3 in 1 Nozzle

고압세제노즐

450 ml 고압세제노즐 

기본구성

450 ml

자가 흡입기능

고여있는 물을 자가 

흡입하여 사용가능

Self-Priming

보쉬의 신제품 UniversalAquatak range는 작동압력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125바, 130바, 135바). 기존대비 향상된 3in1노즐(직분사 / 로터리 / 

펜슬제트)이 장착되어 사용자 효용성을 증대시켰습니다. 향상된 모터장착으로 

더 강력한 세척 및 자흡기능이 가능하며, 편리한 디자인으로 운반이 용이합니다.   

고압건 거치대 

고압 폼 세제노즐

편리한 액세서리 저장공간

확장형 접이식 핸들  
(870 mm)

운반 손잡이

손쉬운 고압호스 관리

신형 자가 흡입기능 펌프 

펜슬제트 기능을 탑재한 
신형 3 in 1 노즐

*자흡기능은 별도 액세서리 자흡호스키트를 

  사용하셔야 원활히 작동됩니다.

액세서리 건 랜스 고압호스(5/6/7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뉴 3 in 1노즐기본구성품

보쉬의 신제품 EasyAquatak 100은 컴팩트한 디자인에 더 강력한 모터를 장착하여 작동압력과 토출량을 기존대비 증가시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가한 모델입니다. 

360° 보쉬 건 적용
360° 회전 가능한 보쉬 건 적용으로 잘보이지 않는 

묶은 때까지 제거 가능

이동 및 보관 편리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함 

별도의 조립이 필요 없으며, 즉시 사용 가능

360° 조인트
360° 보쉬건으로 다양한 
방향의 분사가 가능하며 
세척이 용이

소형 호스 보관 용이
혁신적인 디자인 적용으로 
매우 컴팩트한 공간절약형 
방식의 호스보관 가능

조절 가능 노즐

강력한 집중 분사에서부터 부드러운 헹굼까지 

조정할 수 있어, 창문 청소에 적합

액세서리 360° 건 고압호스(3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통기본구성품

보쉬의 새로운 EasyAquatak 110 는 기능이 향상된 펌프를 탑재하고, 고압세제노즐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편리한 세척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게 중심을 낮추고 가로로 넓게 뻗은 
디자인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수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향상된 세척력
빠르고 효율적인 110바 세척력을 제공하는 

고효율 모터펌프 

향상된 세척력
빠르고 효율적인 110바 세척력을 제공하는 

고효율 모터펌프 

고압 세제 노즐 기본 장착
고압 세제 노즐 적용할 경우, 세제를 빠르게

공급하여, 보다 간편하고 깔끔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고압 세제 노즐 기본 장착
고압 세제 노즐 적용할 경우, 세제를 빠르게

공급하여, 보다 간편하고 깔끔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실용적인 디자인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편리한 휴대 및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넓은 하단 베이스로 안정감 있게 보관이 가능하며, 

액세서리 보관 공관이 있어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실용적인 디자인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편리한 휴대 및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넓은 하단 베이스로 안정감 있게 보관이 가능하며, 

액세서리 보관 공관이 있어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액세서리 건 랜스 고압호스(3m)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배리오팬제트노즐 로터리노즐기본구성품

더 쉽고, 더 조용하며, 더 빠른 세척을 위한!

UniversalAquatak 125, 130, 135 가정용 고압 세척기

더 강력해진 파워로 힘과 편리성을 동시에!

EasyAquatak 100 가정용 고압 세척기

컴팩트하고 신속한 세척 성능!

EasyAquatak 110 가정용 고압 세척기

더 강력해진 파워로 힘과 편리성을 동시에

EasyAquatak 120 가정용 고압 세척기

보쉬의 새로운 EasyAquatak 120 는 기능이 향상된 펌프를 탑재하고, 고압세제노즐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편리한 세척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게 중심을 낮추고 가로로 넓게 뻗은 
디자인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수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청소관리 Clean Care

유선용 유선용

유선용 유선용
NEW NEW

NEW

*자흡기능은 별도 액세서리 자흡호스키트를  사용하셔야 원활히 작동됩니다. *자흡기능은 별도 액세서리 자흡호스키트를  사용하셔야 원활히 작동됩니다.

*자흡기능은 별도 액세서리 자흡호스키트를  사용하셔야 원활히 작동됩니다.

워터 필터와 연결구
이물질로부터 

펌프 보호 워터필터

인체공학적 디자인
한 손으로 세척가능

세척 및 헹굼 노즐
분사 조절 가능 팬 제트는 
강력한 세척 또는 부드러운 
헹굼 옵션 제공

고압 세제 통
자동차 및 쓰레기통 
청소를 위한 450ml 

세제 통

누름 방식 연결

건 거치대

안전하고 

편리한 
건 거치대

안정감 있는 본체
가로형 펌프적용으로 무게 중심을 낮추었으며, 
넓은 베이스 적용으로 향상된 안정감

고압 세제 노즐
신속하게 세제 
분사 가능

워터 필터와 연결구
이물질로부터 

펌프 보호 워터필터

강력한 세척력
금속 펌프와 1,300W 모터
적용으로 강력한 세척력

누름 방식 

연결

편리한 호스관리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관 가능

액세서리 보관소
로터리 노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액세서리 보관 가능

건 거치대

안전하고 

편리한 

건 거치대

안정감 있는 본체
가로형 펌프적용으로 무게 중심을 낮추었으며, 
넓은 베이스 적용으로 향상된 안정감

고압 세제 노즐
신속하게 세제 
분사 가능

워터 필터와 연결구
이물질로부터 

펌프 보호 워터필터

강력한 세척력
금속 펌프와 1,500W 모터
적용으로 강력한 세척력

누름 방식 

연결

편리한 호스관리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관 가능

액세서리 보관소
로터리 노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액세서리 보관 가능

액세서리 건 랜스 고압호스(5 m)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배리오팬제트노즐 로터리노즐기본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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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가능한 
연장손잡이

사용 및 수납이 편리한 

독창적인 디자인

Adjustable Handle

고압세제노즐

550 ml 대용량 

고압세제노즐 제품 

기본구성

550 ml

자가 흡입기능

고여있는 물을 자가 

흡입하여 사용가능

Self-Priming

강력한 1900 W 

파워풀한 1900 W 의 

소비전력1900
Watt

고압세제노즐

550 ml 대용량 

고압세제노즐 제품 

기본구성

550 ml

자가 흡입기능

고여있는 물을 자가 

흡입하여 사용가능

Self-Priming

편리한 호스 릴

고압 호스  

사용이 편리한 호스 릴 

시스템

Hose Reel

강력한 2100 W 
파워풀한 2100 W 의 

소비전력2100
Watt

다용도 핸들 

견고한 메탈 연장손잡이

고정 발판 탑재

다양한 노즐 보관 장소

큰 고무 타이어 바퀴

최신식 자가 흡입기능 펌프

고압 세제 노즐 저장고

*자흡기능은 별도 액세서리 자흡호스키트를 

  사용하셔야 원활히 작동됩니다.

다용도 핸들 

견고한 메탈 연장손잡이

고압호스 릴

고정 발판 탑재

맞춤 제작된 노즐 및  
보관 장소

랜스 보관 장소

최신식 자가 흡입기능 펌프

고압호스 분출구  

고압 세제 노즐 저장고
큰 고무 타이어 바퀴

*자흡기능은 별도 액세서리 자흡호스키트를 

  사용하셔야 원활히 작동됩니다.

보쉬의 새로운 AQT 45-14X는 인덕션 모터를 사용하여 강력한 파워 및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한 고급 가정용 고압세척기 입니다. 조절 가능한 다용도 핸들 및 
고압호스 릴을 이용하여 편리한 세척작업이 가능하고, 특별 제작된 일체형 노즐 랜스가 기본으로 구성되어있어 다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쉬의 새로운 AQT 42-13는 강력한 파워를 보유한 고급 가정용 고압세척기 입니다. 더욱 견고해진 메탈 손잡이 및 최신식 자가 흡입기능 펌프는 고여있는 
물을 이용하여 고압세척이 가능합니다. 특별 제작된 노즐 보관 장소 및 더 커진 고무바퀴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작업을 도우며 이동이 편리합니다.

액세서리 건 랜스 고압호스(7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고정팬제트노즐 로터리노즐 90° 노즐 테라스청소헤드기본구성품

액세서리 건 랜스 고압호스(8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베리오팬제트랜스 로터리랜스 90° 노즐 테라스청소헤드기본구성품

고압세제노즐

거품량 조절이 가능한 550 ml 

대용량 고압세제

노즐 기본구성

550 ml

스틸형 고압호스

거친 작업에도 견고한 스틸형 

고압호스 기본장착

Steel armed hose

자가 흡입기능

고여있는 물을 자가 

흡입하여 사용가능

Self-Priming

160바 작동압력

터프한 작업에 적합한 

강력한 세척능력 160
bar

호스 릴 잠금장치

대형 고무코팅 바퀴

안정적인 작업을 위한 

고정 지지대

견고한 메탈 연장손잡이

강력한 스틸형 

고압호스 및 릴 장착

고압호스 분출구

고성능 자가 

흡입기능 펌프

보조  

운반 손잡이

맞춤형 노즐보관 공간

고압세제노즐 보관소

*자흡기능은 별도 액세서리 자흡호스키트를 사용하셔야 원활히 작동됩니다.

QUAD 펌프

고효율 쿼드 펌프로 강력한 세척력 및 향상된 내구성 실현

QUAD Pump

보쉬의 신제품 AdvancedAquatak 160은 Quad 펌프 탑재로 보다 강력한 파워 및 내구성을 보유합니다. 제품 상하단의 손잡이 및 대형 고무코팅 바퀴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문가용 못지않은 견고한 고압호스 (스틸형)를 장착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액세서리 건 랜스 고압호스(8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베리오팬제트랜스 로터리랜스 고정팬제트노즐기본구성품

청소관리 Clean Care

더욱 강력하고 편리해진

AQT 45-14X 가정용 고압 세척기
유선용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한

AQT 42-13 가정용 고압 세척기
유선용 차원이 다른 강력한 세척력!

AdvancedAquatak 160 가정용 고압 세척기
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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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세척기 액세서리 

충전 
블로워

모델명 ALB 18 LI ALB 36 LI (베어툴)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리튬이온

배터리 전압 18 V / 1.5 Ah 36 V / Ah 상관없이 사용가능

배터리 충전시간 1시간 90분

블로잉 속도 최대 시속 210 km 최대 시속 250 km 

작동시간 10분 13분(최대속도 작동시), 
35분(최저속도 작동시)

중량 2.2 kg 1.6 kg (배터리 미포함)

블로워 튜브 탈착 여부 예 예

제품번호 0 600 8A0 3B0 0 600 8A0 4B0

충전 
유리창 청소기

모델명 GlassVAC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 내장형

배터리 전압 3.6 V

배터리 충전시간 3시간

헤드길이 266 mm / 133 mm

작동시간 30분

중량 700 g 

흡입가능 용량 100 ml

제품번호 0 600 8B7 0B0

청소관리 Clean Care

액세서리 고압 세제 노즐 350 ml 고압 세제 노즐 550 ml 고압 세제 노즐 450 ml 워터 필터 워터 필터 (메탈) 워터 필터 (라지사이즈) 고압호스 6m 연장호스 6 m (~130바)

제품번호 F 016 800 355 F 016 800 415 F 016 800 509 F 016 800 363 F 016 800 419 F 016 800 440 F 016 800 360 F 016 800 361 

액세서리 배관 세척 호스 10 m (~130바) 연장호스 6 m (~160바) 배관 세척 호스 10 m (~160바) 흡입노즐 자흡호스키트 (3m)  카워시 액세서리 세트 다용도 액세서리 세트

제품번호 F 016 800 362 F 016 800 482 F 016 800 483 F 016 800 356 F 016 800 421 F 016 800 422 F 016 800 423

액세서리 세척 브러쉬 Bosch 360° 숏건 테라스 청소 헤드 (아쿠아서프 280) 멀티 청소 헤드 (아쿠아서프 280) 테라스 청소 헤드 (아쿠아서프 250) 카쳐 액세서리 어댑터 구 아쿠아탁 액세서리 어댑터

제품번호 F 016 800 359 F 016 800 536 F 016 800 466 F 016 800 467 F 016 800 486 F 016 800 364 F 016 800 365

고압 
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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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3 in 1 노즐 뉴 3 in 1 노즐 로터리 노즐 베리오 팬 제트 노즐 90° 노즐 베리오 제트 팬  랜스 (150바)�� 로터리 제트 팬 랜스�(150바)

제품번호 F 016 800 352 F 016 800 508 F 016 800 353  F 016 800 437 F 016 800 354 F 016 800 417  F 016 800 418

노즐

세제노즐

호스류

브러쉬 건 테라스
청소헤드

어댑터

키트

워터필터 호스류

랜스

Easy Universal Advanced
모델명 EasyAquatak 100 EasyAquatak 110 EasyAquatak 120 UniversalAquatak 125 UniversalAquatak 130 UniversalAquatak 135 AQT 42-13 AQT 45-14X AdvancedAquatak 160
작동압력 100 bar 110 bar 120 bar 125 130 135 130 140 160
토출량 300 L/hr 330 L/hr 350 L/hr 360 L/hr 380 L/hr 410 L/hr 420 L/hr 450 L/hr 570 L/hr
소비전력 1200 W 1300 W 1500 W 1500 W 1700 W 1900 W 1900 W 2100 W 2600 W
최고온도 40 ℃ 40 ℃ 40 °C 40 ℃ 40 ℃ 40 °C 40 ℃ 40 ℃ 40 °C
중량 3 kg 3.8 kg 4 kg 6 kg 7 kg 7 kg 14 kg 25 kg 23.4 kg
호스 3 m 3 m 5 m 5 m 6 m 7m 7 m 8 m 8m (스틸)
케이블 길이 5 m 5 m 5 m 5 m 5 m 5m 5 m 5 m 5m

제품구성

본체, 

360도건, 

고압호스(3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통

본체, 건, 랜스, 

고압호스(3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배리오팬제트노즐, 

로터리노즐

본체, 건, 랜스, 

고압호스(5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배리오팬제트노즐, 

로터리노즐

본체, 건, 
랜스, 
고압호스(5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뉴 3 in 1 노즐

본체, 건, 
랜스, 
고압호스(6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뉴 3 in 1 노즐

본체, 건, 
랜스, 
고압호스(7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뉴 3 in 1 노즐

본체, 건, 랜스, 
고압호스(7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고정팬제트노즐, 
로터리노즐, 90도노즐, 
테라스 청소헤드

본체, 건, 랜스, 
고압호스(8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베리오팬제트랜스, 
로터리랜스, 90도노즐, 
테라스 청소헤드

본체, 건, 랜스, 
고압호스(8m), 필터, 
호스어댑터, 세제노즐, 
베리오팬제트랜스, 
로터리랜스, 
고정팬제트 노즐 

자가 흡입 
기능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제품번호 0 600 8A7 EB0 0 600 8A7 FB0 0 600 8A7 9B1 0 600 8A7 AB0 0 600 8A7 BB0 0 600 8A7 CB0 0 600 8A7 3B0 0 600 8A7 4B0 0 600 8A7 8B0

고압세척기 액세서리 가이드

Easy Universal Advanced

EasyAquatak 100 EasyAquatak 110 EasyAquatak 120 UniversalAquatak 125  UniversalAquatak 130 UniversalAquatak 135 AQT 42-13 AQT 45-14X AdvancedAquatak 160

     

3 in 1 노즐

F 016 800 352

     

뉴 3 in 1 노즐

F 016 800 508

     

로터리 노즐

F 016 800 353

     

베리오 팬 제트 노즐

 F 016 800 437 

     

90° 노즐

F 016 800 354

     

베리오 제트 팬 랜스 (150바)

F 016 800 417

     

로터리 제트 팬 랜스 (150바)

F 016 800 418

     

고압 세제 노즐 350 ml

F 016 800 355

     

고압 세제 노즐 550 ml

F 016 800 415 

     

고압 세제 노즐 450 ml

F 016 800 509 

     

워터필터

F 016 800 363 

     

메탈 워터필터 

F 016 800 419 

     

워터필터 (라지사이즈)

F 016 800 440 

     

고압호스 6m 

F 016 800 360 

     

연장호스 6 m (~130바)

F 016 800 361 

     

배관 세척 호스 10 m (~130바)

F 016 800 362

     

연장호스 6 m (~160바)

F 016 800 482 

     

배관 세척 호스 10 m (~160바)

F 016 800 483

     

흡입노즐 

F 016 800 356

     

자흡호스키트 (3m)  

F 016 800 421

     

카워시 액세서리 세트

F 016 800 422

     

다용도 액세서리 세트

F 016 800 423

     

세척 브러쉬

F 016 800 359 

     

Bosch 360° 숏건

F 016 800 536

     

테라스 청소 헤드 (아쿠아서프 280)

F 016 800 466

     

멀티 청소 헤드 (아쿠아서프 280)

F 016 800 467

    

테라스 청소 헤드 (아쿠아서프 250)

F 016 800 486

    

카쳐 액세서리 어댑터

F 016 800 364

    

구 아쿠아탁 액세서리 어댑터

F 016 800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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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공구 Home Tools

빠른 설치, 간편한 운반 및 보관이 가능한 

워크벤치 PWB600

보쉬의 혁신적인 접이식 구조로 단, 몇초 이내에 개폐가 가능하며 컴팩트한 보관이 편리합니다.
4개의 클램핑 독으로 다양한 작업물을 안전하게 고정해서 작업자의 편의성 최대화하였습니다.

보쉬의 새로운 컴팩트한 초소형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손쉬운 작업 가능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으로 무선의 편리함과 
더 강력해진 1.5Ah 배터리로 적용으로 +15% 향상된 사용시간 및 선명해진 LED 파워 라이트 로 작업자의 편의성 최대화하였습니다.

편리한 이동성 
혁신적인 접이식 구조로 단, 몇초 이내에 

개폐가 가능합니다.

안전성: 클램핑 기능
4개의 클램핑 독으로 다양한 작업물을 

안전하게 고정 가능

균형 잡힌 안정성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워크벤치
•견고한 알루미늄 구조 및 

•높은 품질의 대나무 판 적용

   : 방수 및 스크래치 방지 대나무 

     표면으로 견고하며 긴 작업수명 제공

이동성

알루미늄 프레임적용으로

가볍고 손쉬운 운송가능 
•튼튼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구조 (11.6 kg)

•접었을 때 슬림한 9cm로 컴팩트함

안전성

클램핑 기능
•높은 글램핑 파워 (최대 1500 N)

•4개의 클램핑독으로 작업물을 

   안전하게  고정 가능 

   (둥근 물체 및 직사각형 파이프 고정) 

저장공간

액세서리 수납가능

편리함

빠른 설치 및 컴팩트한 저장 가능
•혁신적인 접이식 구조로 

    단, 몇초 이내에 개폐가 가능합니다.

스프레드(전체 조명)

인체공학적 디자인

•사용자를 고려한 매력적인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효율적인 작업에 최적화

•소프트 고무 그립 적용으로 미끄러지지 않음

배터리 잔량 표시

육안으로도 빠른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가능

배터리 용량

향상된 배터리 용량 

1.5Ah 덕분에 

+15% 향상된 사용시간

손쉬운 충전

•Micro USB 충전기로 

  언제 어디서든 충전 가능

•빨라진 충전 시간  

향상된 라이트

새로운 파워 LED 라이트 컨셉 적용으로

•세련되고 더욱 선명해진 LED 파워라이트

•2가지 라이트 기능으로 어두운 곳에서 

    작업이 용이합니다. 

스팟(집중 조명)

*캡조절로 기능 변경

스프레드 스팟

스프레드 조명 기능

스팟 조명 기능

단단하고 방수기능의 
대나무 표면:

오랜 지속성

물이 투과할 수 있는 
MDF 표면:

표면을 울퉁불퉁해서

클램핑 독이 잘 고정되지 않음

가정용 공구

Home Tools

워크벤치 PWB600

글루펜

글루건 PKP18E

IXO V

클램핑 독 4개기본구성품

충전용 리튬이온 미니 충전 스크류드라이버

IXO V 가정용 공구

Micro USB 충전기 10pcs 비트 세트 틴 케이스기본구성품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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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혁신! 스마트한 신개념

글루펜

인체공학적인 펜 모양으로 스마트한 제어가 가능하며 단 15초의 짧은 예열 시간덕분에 작업시 즉각적이고 빠른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 100% 충전 시 최대 30분 혹은 6개의 글루스틱을 작업 할 수 있습니다.

보쉬의 전기글루건은 생활 인테리어 보수 작업 및 간단한 장난감과 생활용품 보수작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예열로  빠른 시작 가능 
단 15초의 짧은 예열 시간덕분에 

작업시 즉각적이고 빠른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스탠딩 기능 

빠르고 간편한 세척이 가능한 경량의 제품

무선의 편리함, 긴 사용 시간!
Micro USB 충전기로 손쉬운 충전이 

가능합니다. 

메카니컬 공급스위치

섬세한 작업을 정확한 위치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 및 정밀 작업
인체공학적인 펜 모양으로 다루기 쉽고 제어가 

편리하며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자 발열제어 장치

빠른 시작이 가능하고 일정한 동작 온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

혁신적인 핫멜트 기술 적용

•노즐이 막히지 않습니다. 

•글루가 굳지 않습니다.

안전성

안전한 작업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분동안 미 사용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빠른 시작 가능

15초의 짧은 예열 시간으로

언제든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성

인체공학적인 펜 모양으로 

다루기 쉽고 제어가 편리하며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선의 편리함, 긴 사용 시간!

100% 충전시 최대 30분 혹은 

6개의 글루스틱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용 및 효율성

글루 리커버리 기능이 

글루가 흐르는것을 방지해 

깨끗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 보호 장치

노즐

받침대

글루스틱 공급스위치

글루스틱

쉬운 충전

USB형 충전기 사용으로 

쉬운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정용 공구 Home Tools

글루스틱 4개 (7mm) Micro USB 충전기기본구성품

글루스틱 1개 (11mm)기본구성품

간단한 작업에 최적화

글루건 PKP18E
유선용

모델명 IXO V

주문번호 0 603 9A8 00E

배터리 

파워
3.6 V

무부하

속도
215 rpm

최대

토르크
4.5 Nm

배터리 

충전 시간
3시간

중량 0.3 kg

포함사항
10pcs비트세트, 
충전기, 틴케이스

모델명 워크벤치 PWB600

주문번호 0 603 B05 200

작업대 

높이
834 mm

테이블 

크기
680 x 550 mm

중량 11.6 kg

최대

부하무게
200 kg

최대 

클램핑 넓이

525 mm  /  34 mm

클램핑 

깊이
34 mm

모델명 글루펜

주문번호 0 603 2A2 0B0

배터리 

파워
3.6 V

접착온도 170도 

글루스틱 

직경
7 mm

예열시간 15초 

배터리 

충전 시간
3시간

중량 0.3 kg

모델명 글루건 PKP18E

주문번호 0 603 264 540

소비전력
예열시 200 W, 
열유지시 16 W

접착온도 200도

글루건 

용량
20 g/min

글루스틱 

직경
11 mm

예열시간 7 min

중량 0.35 kg

가정용
공구

클램핑독 사용시 대나무판 사이

충전용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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