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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전 수칙
전동공구 일반 안전 수칙
경고 본 전동공구와 함께 제공된 모든 안전경고,

지시사항, 그림 및 사양을 숙지하십시오.  다
음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전, 화재, 또는 심각한 부상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안전수칙과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하
십시오.
다음에서 사용되는 "전동공구"라는 개념은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
하는 (전선이 있는) 전동 기기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선이 없
는) 전동 기기를 의미합니다.
작업장 안전
u 작업장을 항상 깨끗이 하고 조명을 밝게 하십시오. 작업장 환

경이 어수선하거나 어두우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u 가연성 유체, 가스 또는 분진이 있어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

서 전동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동공구는 분진이나 증기
에 점화하는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u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 구경꾼이나 어린이 혹은 다른 사람이 작
업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주의를 산만
하게 하면 기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전기에 관한 안전
u 전동공구의 전원 플러그가 전원 콘센트에 잘 맞아야 합니다. 

플러그를 절대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접지된)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 어댑터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형되지 않
은 플러그와 잘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u 파이프 관, 라디에이터, 레인지, 냉장고와 같은 접지 표면에 몸
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몸에 닿을 경우 감전될 위험이 높습
니다.

u 전동공구를 비에 맞지 않게 하고 습기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
오.  전동공구에 물이 들어가면 감전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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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전원 코드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전원 코드
를 잡고 전동공구를 운반해서는 안 되며, 콘센트에서 전원 플
러그를 뽑을 때 전원 코드를 잡아 당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원 코드가 열과 오일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날카로운 모
서리나 기기의 가동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손상
되거나 엉킨 전원 코드는 감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u 실외에서 전동공구로 작업할 때는 실외용으로 적당한 연장 전
원 코드만을 사용하십시오.  실외용 연장 전원 코드를 사용하
면 감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u 전동공구를 습기 찬 곳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
를 사용하십시오.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면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안전
u 신중하게 작업하며,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피로한 상태이거나 약물 복용 및 음주한 후에는 전
동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 잠시라도
주의가 산만해지면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u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항상 보안경을 착
용하십시오.  전동공구의 종류와 사용에 따라 먼지 보호 마스
크,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화, 안전모 또는 귀마개 등의 안전한
복장을 하면 상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u 실수로 기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동공구를 전
원에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끼우기 전에, 혹은 기기를 들거나
운반하기 전에,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
오.  전동공구를 운반할 때 전원 스위치에 손가락을 대거나 전
원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사고 위험이 높습
니다.

u 전동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조절하는 툴이나 키 등을 빼 놓으십
시오.  회전하는 부위에 있는 툴이나 키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u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불안정한 자세를 피하고 항상 평
형을 이룬 상태로 작업하십시오 .  안정된 자세와 평형한 상태
로 작업해야만이 의외의 상황에서도 전동공구를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u 알맞은 작업복을 입으십시오.  헐렁한 복장을 하거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머리나 옷이 가동하는 기기 부위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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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헐렁한 복장, 장신구 혹은 긴 머
리는 가동 부위에 말려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u 분진 추출장치나 수거장치의 조립이 가능한 경우, 이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
한 분진 추출장치를 사용하면 분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u 툴을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안주하는 일이 없게 하고 공구의
안전 수칙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순간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동공구의 올바른 사용과 취급
u 기기를 과부하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업할 때 이에

적당한 전동공구를 사용하십시오.  알맞은 전동공구를 사용하
면 지정된 성능 한도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u 전원 스위치가 고장 난 전동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는 전동공구는 위험하므로, 반드시 수리
를 해야 합니다.

u 전동공구를 조정하거나 액세서리 부품 교환 혹은 공구를 보관
할 때, 항상 전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미리 빼어 놓거나 배터
리를 분리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실수로 전동공구가 작동하
게 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u 사용하지 않는 전동공구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
고, 전동공구 사용에 익숙지 않거나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
은 사람은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동공구를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u 전동공구 및 액세서리를 조심스럽게 관리하십시오.  가동 부위
가 하자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걸리는 부위가 있는지,
혹은 전동공구의 기능에 중요한 부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
인하십시오.  손상된 기기의 부품은 전동공구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수리를 맡기십시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동공
구의 경우 많은 사고를 유발합니다.

u 절단 공구를 날카롭고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날카로운 절단
면이 있고 잘 관리된 절단공구는 걸리는 경우가 드물고 조절하
기도 쉽습니다.

u 전동공구, 액세서리, 장착하는 공구 등을 사용할 때, 이 지시 사
항과 특별히 기종 별로 나와있는 사용 방법을 준수하십시오.
이때 작업 조건과 실시하려는 작업 내용을 고려하십시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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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사용 분야가 아닌 다른 작업에 전동공구를 사용할 경우 위
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u 손잡이 및 잡는 면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오일 및 그리스가 묻
어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십시오.  손잡이 또는 잡는 면이 미
끄러우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안전한 취급 및 제어가 어려워
집니다.

충전 전동공구의 올바른 사용과 취급
u 배터리를 충전할 때 제조 회사가 추천하는 충전기만을 사용하

여 재충전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의 배터리를 위하여 제조된
충전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화재 위험
이 있습니다.

u 각 전동공구용으로 나와있는 배터리만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상해를 입거나 화재를 초래할 수 있
습니다.

u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각 극을 자극 할 수 있는 페이퍼
클립, 동전, 열쇠, 못, 나사 등 유사한 금속성 물체와 멀리하여
보관하십시오.  배터리 극 사이에 쇼트가 일어나 화상을 입거
나 화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u 배터리를 잘못 사용하면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수가 생
긴 배터리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부에 접촉하게 되었을
경우 즉시 물로 씻으십시오.  유체가 눈에 닿았을 경우 바로 의
사와 상담하십시오. 배터리에서 나오는 유체는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u 손상된 배터리 또는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되었거나
개조된 배터리는 예기치 못한 특성으로 인해 화재, 폭발 또는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u 배터리 또는 공구가 화기 또는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기 또는 130 °C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u 충전 지침을 준수하고 지침에 제시된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충전하지 마십시오. 제시된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온도에서
충전할 경우 배터리가 손상되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증가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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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u 전동공구 수리는 반드시 전문 인력에게 맡기고 , 수리 정비 시

보쉬 순정 부품만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기기의 안
전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u 손상된 배터리는 절대 수리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수리는 제
조사 또는 공인 서비스센터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류 드라이버 관련 안전 수칙
u 파스너가 숨겨진 배선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전동공구의 절연된 손잡이 면만 잡으십시오. 파스너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접촉되면, 전동공구의 노출된 금속 부
품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만들어 작업자가 감전될 수 있습
니다.

u 보이지 않는 부위에 에너지 배선 및 배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적당한 탐지기를 사용하거나 담당 전력 공급회사에 문의하십
시오. 전선에 접하게 되면 화재나 전기 충격을 야기할 수 있습
니다. 가스관을 손상시키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수도관을
파손하게 되면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u 전동 공구를 잘 잡으십시오. 스크류를 조이거나 풀 때 잠깐 동
안 높은 반력 토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 공구에 각종 작업(보수 정비 및 액세서리 교환 등)을 진행하기
전에 또는 전동공구를 운반하거나 보관할 경우 회전 방향 전환
스위치를 중간 위치로 두십시오. 실수로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
게 되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u 작업물을 잘 고정하십시오. 고정장치나 기계 바이스에 끼워서
작업하면 손으로 잡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u 전동공구를 내려놓기 전에 기기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삽입공구가 걸리거나 전동공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전동공구가 태양 광선 등 고열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게 하고 화기와 물기, 수분이 있는 곳에 두지 마
십시오.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기 안전 수칙

u 본 충전기는 어린이나 정신지체 및 신체
부자유자, 혹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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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 충전기는 안전 책임자의 감독 하에
혹은 감독자에게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
법과 관련 위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해한 경우에 한해 8세 이상의 어린이,
정신지체 및 신체 부자유자, 혹은 경험
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오작
동과 부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u 사용,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어린이
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충
전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
야 합니다.

충전기가 비에 맞지 않게 하고 습기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
오. 전동공구에 물이 들어가면 감전될 위험이 높습니다.
u 전동공구는 함께 공급된 충전기를 통해서만 충전하십시오.
u 충전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오염으로 인해 감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u 사용하기 전에 항상 충전기, 케이블 및 플러그를 점검하십시

오. 손상된 부위가 발견되면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
전기는 스스로 직접 분해하지 말고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 인
력에게만 맡겨 순정 대체품으로만 수리하십시오. 손상된 케이
블 및 플러그는 감전의 위험을 높입니다.

u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바닥면(예: 종이, 직물 등) 또는 불이
잘 붙는 환경에서 충전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충전기가 작동
되면서 열이 발생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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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성능 설명
모든 안전 수칙과 지침을 숙지
하십시오. 다음의 안전 수칙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있으며 감전 혹은 중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앞 부분에 제시된 그림을 확인하십시오.

규정에 따른 사용
본 전동공구는 스크류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의 주요 명칭
제품의 주요 명칭에 표기되어 있는 번호는 기기 그림이 나와있는
면을 참고하십시오.
(1)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A)

(2) 툴 홀더
(3) 고무 캡
(4) 배터리 충전상태 표시기
(5) 회전방향 선택 스위치
(6) 고리쇠
(7) 전원 스위치
(8) 초점 렌즈
(9) 확산 렌즈
(10) 작업 램프
(11) 손잡이(절연된 손잡이 부위)
(12) 충전 케이블 소켓
(13) 충전 케이블
(14) 충전기
(15) 편심 헤드  A)

(16) 앵글 드라이버 헤드  A)

(17) 토크 부착 부품 A)

(18) 토크 부착 부품 설정 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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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크 설정용 표시 A)

(20) 해제 링 A)

A) 도면이나 설명서에 나와있는 액세서리는 표준 공급부품에 속하지 않
습니다. 전체 액세서리는 저희 액세서리 프로그램을 참고하십시오.

제품 사양

충전 스크류 드라이버 IXO
제품 번호 3 603 JA8 0..
정격 전압 V= 3.6
무부하 속도 min-1 215
ISO 5393에 따른 경질/연질 스
크류 작업 시 최대 토크

Nm 4.5/3

최대 스크류 직경 mm 5
EPTA-Procedure 01:2014에
따른
중량

kg 0.30

허용되는 주변 온도
– 충전 시 °C 0…+45
– 작동 시A)B) 및 보관 시 °C –20…+50
배터리 리튬 이온
용량 Ah 1.5
전력 Wh 5.4
배터리 셀 개수 1
충전기
제품 번호 2 609 120 713 (EU)

1 600 A00 3RK (EU)

2 609 120 718 (UK)

1 600 A00 48V (UK)

2 609 120 717 (AUS)

1 600 A00 48U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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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스크류 드라이버 IXO
충전 시간 h 3
보호 등급  / II
충전 케이블
제품 번호 1 607 000 CG9 (EU/

UK/AUS)
A) 온도 <0 °C일 때 출력 제한
B) 과열 방지 장치는 온도가 +65 °C를 넘어가면 전동공구를 정지시킵니

다.

소음/진동 정보
EN 62841-2-2 표준에 따라 산출된 소음 배출량.
전동공구의 A급 소음레벨은 일반적으로 70 dB(A) 미만입니다.
오차 K = 3 dB. 작업 시 소음레벨이 80 dB(A)을 초과할 수 있습
니다.
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총진동값 ah (3방향의 벡터합)과 오차 K는 EN 62841-2-2 에 따
라 산출됩니다:
스크류 작업: ah < 2.5 m/s2, K = 1.5 m/s2

지침서에 제시된 진동 레벨 및 소음 배출량은 유럽 표준 EN 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측정되었으며, 전동공구를 서로 비교할 때 활
용할 수 있습니다. 진동 레벨 및 소음 배출량을 임의로 평가할 때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진동레벨 및 소음 배출량은 전동공구의 주된 용도를 나타
냅니다. 전동공구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구 비트를 사
용한 경우, 혹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진동 레벨 및
소음 배출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작업 시
간에 걸친 진동 레벨 및 소음 배출량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습니
다.
진동 레벨 및 소음 배출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꺼져 있거나, 혹은 켜져 있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 작업 시간에 걸친 진동 레벨 및 소
음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진동 작용으로부터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
로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동공구 및 공구 비트
점검, 손의 온도 유지, 작업순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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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u 공구에 각종 작업(보수 정비 및 액세서리 교환 등)을 진행하기

전에 또는 전동공구를 운반하거나 보관할 경우 회전 방향 전환
스위치를 중간 위치로 두십시오. 실수로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
게 되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하기(그림 A 참조)
u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함께 공급되는 충전기는 귀

하의 전동공구에 장착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맞는 제품입니다.
u 전원 전압에 유의하십시오! 공급되는 전원의 전압은 충전기의

명판에 표기된 전압과 일치해야 합니다. 230 V로 표시된 충전
기는 220 V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지침: 배터리는 일부 충전되어 공급됩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완전
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기에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항상 충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명이 단
축되지 않습니다. 충전을 하다 중간에 중지해도 배터리가 손상되
지 않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과도한 방전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전 스위치가 작동하여 전동공구가 꺼집니
다: 이 경우 드릴 비트가 더이상 움직이지 않고 약한 휘슬 소리가
납니다.
u 전동공구가 자동으로 작동이 중단된 경우 전원 스위치를 계속

누르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 (7) 를 반만 눌렀을 때 배터리 충전 표시기 (4) 에 적
색 불이 켜지는 경우, 배터리는 전체 용량의 30%에 미치지 못하
므로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하려면 충전 케이블 (13) 을 손잡이 아랫면의 소켓 (12) 및
(14) 에 끼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충전기 (14) 의 전원 플러그를
소켓에 끼우십시오.
전원 스위치 (7) 를 끝까지 누르면 충전 과정이 중단됩니다.
배터리 충전상태 표시기 (4) 는 충전 진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충
전 과정 중에 표시기에 녹색 불이 켜집니다. 배터리 충전상태 표
시기 (4) 에서 더 이상 녹색 불이 켜지지 않으면, 배터리가 완전
하게 충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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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과정 중에 전동공구의 손잡이에 열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
적인 현상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기를 전원 콘센트에서 분리하십
시오.
충전 중에는 전동공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기기
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u 충전기가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폐기처리에 관련된 지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공구 교환(그림 B 참조)
u 25 mm 이상의 양면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1) 를 직접 툴 홀더 (2) 에 끼우십시오.

작업 램프 설정하기(그림 C 참조)
필요에 따라 고무 캡 (3) 을 돌려서 작업 램프 (10) 의 초점을 맞
추거나 확산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➊ 사용하려면 고무 캡을
앞쪽으로 돌려 빼내고 ➋ 고무 캡을 해당 렌즈와 함께 다시 툴 홀
더 (2) 에 설치하십시오.

편심 헤드 /앵글 드라이버 헤드 /토크 부착 부품(그림 C
– F 참조)
편심 헤드 (15) 는 가장자리 가까이에 볼트로 체결할 수 있습니
다.
앵글 드라이버 헤드 (16) 를 사용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에도
스크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토크 부착 부품 (17) 에서 토크 설정 링 (18) 을 이용하여 사전에
필요한 토크를 10단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설정하
면, 나사못이 작업물과 평면이 되게 끼워지거나 설정된 토크에 이
르게 되면 드릴 비트가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조립(그림 C – D 참조)
부착 부품을 조립하려면 고무 캡 (3) 을 앞으로 당겨 빼내십시오.
이후에 부착 부품을 끼우십시오. 부착 부품은 45° 기울여 조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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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그림 E – F 참조)
부착 부품을 탈착하려면 해제 링 (20) 을 회전 방향 ➊ 로 돌리고
나서 부착부품을 앞으로 빼십시오. 그리고 나서 고무 캡 (3) 을
다시 끼우십시오.

작동
기계 시동
회전방향 설정하기
회전방향 선택 스위치 (5) 를 이용해 전동공구의 회전방향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 (7) 가 눌린 상태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u 전동공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회전방향 선택 스위치 (5) 를

작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볼트를 돌려 끼우려면 회전방향 선택 스위치 (5) 를 스톱
위치까지 앞쪽으로 미십시오.
좌회전: 스크류를 풀거나 돌려 빼내려면 회전방향 선택 스위치
(5) 를 뒤쪽으로 미십시오.
전원 스위치 작동
전동공구를 작동하려면 전원 스위치 (7) 를 누르고 누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전원 스위치 (7) 를 약간 또는 끝까지 누르면 작업 램프 (10) 가
점등되기 때문에 조명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작업 영역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전동공구의 스위치를 끄려면 전원 스위치 (7) 에서 손을 떼면 됩
니다.
전자동 스핀들 잠금장치(Auto-Lock)
전원 스위치 (7) 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릴 스핀들이 잠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전 상태의 배터리로 나사못을 조이는 것과 전동공구
를 스크류 드라이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u 드릴 스핀들이 잠겨진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 (7) 를 15초 이상

누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동공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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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u 전동공구의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만 볼트에 대십시오. 회전

하는 비트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보수 정비 및 서비스
보수 정비 및 유지
u 공구에 각종 작업(보수 정비 및 액세서리 교환 등)을 진행하기

전에 또는 전동공구를 운반하거나 보관할 경우 회전 방향 전환
스위치를 중간 위치로 두십시오. 실수로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
게 되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u 안전하고 올바른 작동을 위하여 전동공구와 전동공구의 통풍
구를 항상 깨끗이 하십시오.

배터리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Bosch 지정 전동공구 서비스 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연결 코드를 교환해야 할 경우 안전을 기하기 위해 Bosch 또는
Bosch 지정 전동공구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합니다.
세심한 제작과 검사에도 불구하고 전동공구가 불량한 경우가 있
다면 보쉬 고객 지원본부나 가까운 보쉬 지정 전동공구 서비스 센
터에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스패어 부품을 주문할 때 반드시 전동공구의
타입 표시판에 적힌 10 자리의 제품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AS 센터 및 사용 문의
AS 센터에서는 귀하 제품의 수리 및 보수정비, 그리고 부품에 관
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부품에 관한 분해 조립도 및 정보
는 인터넷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www.bosch-pt.com
보쉬 사용 문의 팀에서는 보쉬의 제품 및 해당 액세서리에 관한
질문에 기꺼이 답변 드릴 것입니다.
문의나 대체 부품 주문 시에는 반드시 제품 네임 플레이트에 있는
10자리의 부품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콜센터 
080-95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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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포함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험물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
니다. 별도의 요구사항 없이 배터리를 사용자가 직접 도로 상에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운반할 경우(항공 운송이나 운송 회사 등) 포장과
표기에 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송
준비를 위해 위험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처리
전동공구, 배터리, 액세서리 및 포장은 환경 친화
적인 방법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분류하십시오.

전동공구와 충전용 배터리/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로 처리하지 마십시
오!

오직 EU 국가에만 해당: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전동공구 및 사용한 충전용 배터리/배터
리는 유럽 가이드라인 2012/19/EU 및 유럽 가이드라인
2006/66/EC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환경 규정에 맞춰 재활용해
야 합니다.
충전용 배터리/배터리:
리튬이온:
운반 단락에 나와 있는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참조 „운반“, 페이
지 20).
u 내장된 배터리는 폐기처리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서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우징 커버를 열면서 전동공구가 파손될 수 있
습니다.

전동공구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려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
까지 전동공구를 작동시키십시오. 하우징의 볼트를 돌려 풀고 하
우징 커버를 빼내어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단락을 방지하려면,
배터리에서 연결부를 차례대로 분리한 후 전극을 절연 처리하십
시오.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도 남아 있는 배터리의 잔여 용량으
로 인해 단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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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EU-Konformitätserklärung Wir erklären in alleiniger Verantwortung,
dass die genannten Produkte allen ein-
schlägigen Bestimmungen der nachfol-
gend aufgeführten Richtlinien und Ver-
ordnungen entsprechen und mit folgen-
den Normen übereinstimmen. 
Technische Unterlagen bei: *

Akku-
Schrauber

Sachnummer

en EU Declaration of Confor-
mity

We declare under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stated products comply with all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directives
and regulations listed below and are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standards. 
Technical file at: *

Cordless
screwdriver

Article num-
ber

fr Déclaration de conformité
UE

Nous déclarons sous notre propre re-
sponsabilité que les produits décrits
sont en conformité avec les directives,
règlements normatifs et normes
énumérés ci-dessous. 
Dossier technique auprès de : *

Visseuse
sans fil

N° d’article

es Declaración de conformi-
dad UE

Declaramos bajo nuestra exclusiva re-
sponsabilidad, que los productos nom-
brados cumplen con todas las disposi-
ciones correspondientes de las Directi-
vas y los Reglamentos mencionados a
continuación y están en conformidad
con las siguientes normas.
Documentos técnicos de: *

Atornillado-
ra accionada
por acumu-
lador

Nº de artícu-
lo

pt Declaração de Conformi-
dade UE

Declaramos sob nossa exclusiva re-
sponsabilidade que os produtos mencio-
nados cumprem todas as disposições e
os regulamentos indicados e estão em
conformidade com as seguintes normas.
Documentação técnica pertencente à ̀: *

Aparafusa-
dora sem fio

N.° do produ-
to

it Dichiarazione di conformi-
tà UE

Dichiariamo sotto la nostra piena re-
sponsabilità che i prodotti indicati sono
conformi a tutte le disposizioni pertinen-
ti delle Direttive e dei Regolamenti 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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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vitatore a
batteria

Codice pro-
dotto

cati di seguito, nonche ́ alle seguenti Nor-
mative. 
Documentazione Tecnica presso: *

nl EU-conformiteitsverkla-
ring

Wij verklaren op eigen verantwoordelijk-
heid dat de genoemde producten vol-
doen aan alle desbetreffende bepalingen
van de hierna genoemde richtlijnen en
verordeningen en overeenstemmen met
de volgende normen.
Technisch dossier bij: *

Accuschroe-
vendraaier

Productnum-
mer

da EU-overensstemmelseser-
klæring

Vi erklærer som eneansvarlige, at det
beskrevne produkt er i overensstemmel-
se med alle gældende bestemmelser i
følgende direktiver og forordninger og
opfylder følgende standarder.
Tekniske bilag ved: *

Akku-skrue-
maskine

Typenummer

sv EU-konformitetsförklaring Vi förklarar under eget ansvar att de
nämnda produkterna uppfyller kraven i
alla gällande bestämmelser i de nedan
angivna direktiven och förordningarnas
och att de stämmer överens med följan-
de normer.
Teknisk dokumentation: *

Sladdlös
skruvdraga-
re

Produktnum-
mer

no EU-samsvarserklæring Vi erklærer under eneansvar at de nevn-
te produktene er i overensstemmelse
med alle relevante bestemmelser i direk-
tivene og forordningene nedenfor og
med følgende standarder.
Teknisk dokumentasjon hos: *

Batteridre-
vet skruma-
skin

Produktnum-
mer

fi EU-vaatimustenmukaisu-
usvakuutus

Vakuutamme täten, että mainitut tuot-
teet vastaavat kaikkia seuraavien direk-
tiivien ja asetusten asiaankuuluvia vaati-
muksia ja ovat seuraavien standardien
vaatimusten mukaisia.
Tekniset asiakirjat saatavana: *

Akkuruuvin-
väännin

Tuotenum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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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Δήλωση πιστότητας ΕΕ Δηλώνουμε με αποκλειστική μας ευθύνη,
ότι τα αναφερόμενα προϊόντα
αντιστοιχούν σε όλες τις σχετικές διατάξεις
των πιο κάτω αναφερόμενων οδηγιών και
κανονισμών και ταυτίζονται με τα
ακόλουθα πρότυπα. 
Τεχνικά έγγραφα στη: *

Δραπανοκατ
σάβιδο
μπαταρίας

Αριθμός
ευρετηρίου

tr AB Uygunluk beyanı Tek sorumlu olarak, tanımlanan ürünün
aşağıdaki yönetmelik ve direktiflerin
geçerli bütün hükümlerine ve aşağıdaki
standartlara uygun olduğunu beyan ede-
riz.
Teknik belgelerin bulunduğu yer: *

Akülü vi-
dalama ma-
kinesi

Ürün kodu

pl Deklaracja zgodności UE Oświadczamy z pełną odpowiedzialnoś-
cią, że niniejsze produkty odpowiadają
wszystkim wymaganiom poniżej wyszc-
zególnionych dyrektyw i rozporządzeń,
oraz że są zgodne z następującymi nor-
mami. 
Dokumentacja techniczna: *

Wkrętarka
akumulato-
rowa

Numer kata-
logowy

cs EU prohlášení oshodě Prohlašujeme na výhradní zodpo-
vědnost, že uvedený výrobek splňuje
všechna příslušná ustanovení níže uve-
dených směrnic anařízení aje vsouladu
snásledujícími normami:
Technické podklady u: *

Akumuláto-
rový šroubo-
vák

Objednací
číslo

sk EÚ vyhlásenie ozhode Vyhlasujeme na výhradnú zodpoved-
nosť, že uvedený výrobok spĺňa všetky
príslušné ustanovenia nižšie uvedených
smerníc anariadení aje vsúlade snasledu-
júcimi normami:
Technické podklady má spoločnosť: *

Akumuláto-
rový skrut-
kovač

Vecné číslo

hu EU konformitási nyilatko-
zat

Egyedüli felelőséggel kijelentjük, hogy a
megnevezett termékek megfelelnek az
alábbiakban felsorolásra kerülő irányel-
vek és rendeletek valamennyi idevágó
előírásainak és megfelelnek a következ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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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kumuláto-
ros csavaro-
zó

Cikkszám szabványoknak.
Műszaki dokumentumok megőrzési pont-
ja: *

ru Заявление о
соответствии ЕС

Мы заявляем под нашу единолич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что наз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соответствуют всем
действующим предписаниям
нижеуказанных директив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а также
нижеуказанных норм.
Техническ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хранится у:
*

Аккумулято
рный
шуруповерт

Товарный №

uk Заява про відповідність
ЄС

Мизаявляємо під нашу одноособову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що названі вироби
відповідають усім чинним положенням
нищеозначених директив і
розпоряджень, а також
нижчеозначеним нормам. 
Технічна документація зберігається у: *

Акумулятор
ний
шурупокрут

Товарний
номер

kk ЕО сәйкестік
мағлұмдамасы

Өз жауапкершілікпен біз аталған
өнімдер төменде жзылған
директикалар мен жарлықтардың
тиісті қағидаларына сәйкестігін және
төмендегі нормаларға сай екенін
білдіреміз.
Техникалық құжаттар: *

Аккумулято
рлық
бұрауыш

Өнім нөмірі

ro Declaraţie de conformita-
te UE

Declarăm pe proprie răspundere că pro-
dusele menţionate corespund tuturor
dispoziţiilor relevante ale directivelor şi
reglementărilor enumerate în cele ce ur-
mează şi sunt în conformitate cu ur-
mătoarele standarde. 
Documentaţie tehnică la: *

Şurubelniţă
electrică cu
acumulator

Număr de
identificare

bg ЕС декларация за
съответствие

С пълна отговорност ние
декларираме, че посочените продукти
отговарят на всички валидни
изисквания на директивите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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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умулатор
ен
винтоверт

Каталожен
номер

разпоредбите по-долу и съответства на
следните стандарти.
Техническа документация при: *

mk EU-Изјава за сообразност Со целосна одговорност изјавуваме,
дека опишаните производи се во
согласност со сите релевантни
одредби на следните регулативи и
прописи и се во согласност со
следните норми.
Техничка документација кај: *

Батериски
одвртувач

Број на дел/
артикл

sr EU-izjava o usaglašenosti Na sopstvenu odgovornost izjavljujemo,
da navedeni proizvodi odgovaraju svim
dotičnim odredbama naknadno navede-
nih smernica u uredaba i da su u skladu
sa sledećim standardima.
Tehnička dokumentacija kod: *

Akumula-
torski odvr-
tač

Broj predme-
ta

sl Izjava o skladnosti EU Izjavljamo pod izključno odgovornostjo,
da je omenjen izdelek v skladu z vsemi
relevantnimi določili direktiv in uredb ter
ustreza naslednjim standardom.
Tehnična dokumentacija pri: *

Akumula-
torski vijač-
nik

Številka arti-
kla

hr EU izjava o sukladnosti Pod punom odgovornošću izjavljujemo
da navedeni proizvodi odgovaraju svim
relevantnim odredbama direktiva i propi-
sima navedenima u nastavku i da su su-
kladni sa sljedećim normama.
Tehnička dokumentacija se može dobiti
kod: *

Akumula-
torski izvijač

Kataloški br.

et EL-vastavusdeklaratsioon Kinnitame ainuvastutajatena, et nimeta-
tud tooted vastavad järgnevalt loetletud
direktiivide ja määruste kõikidele asjao-
mastele nõuetele ja on kooskõlas järg-
miste normidega.
Tehnilised dokumendid saadaval: *

Aku-kruvi-
keeraja

Tootenumber

lv Deklarācija par atbilstību 
ES standartiem

Mēs ar pilnu atbildību paziņojam, ka šeit
aplūkotie izstrādājumi atbilst vis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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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mula-
tora 
skrūvgriezis

Izstrādājuma
numurs

tālāk minētajās direktīvās un rīkojumos
ietvertajām saistošajām nostādnēm, kā
arī sekojošiem standartiem.
Tehniskā dokumentācija no: *

lt ES atitikties deklaracija Atsakingai pareiškiame, kad išvardyti ga-
miniai atitinka visus privalomus žemiau
nurodytų direktyvų ir reglamentų reikala-
vimus ir šiuos standartus.
Techninė dokumentacija saugoma: *

Akumuliato-
rinis 
suktuvas

Gaminio nu-
meris

IXO 3 603 JA8
0..

2006/42/EC
2014/30/EU
2011/65/EU

EN 62841-1:2015
EN
2014
EN
A1:2009+A2:2011
EN 55014-2:2015
EN 50581:2012
* Robert Bosch
Power Tools GmbH 
(PT/ECS)
70538 Stuttgart
GERMANY

Henk Becker
Chairman of Execu-
tive Management

Helmut Heinzel-
mann
Head of Product
Certification

Robert Bosch Power Tools GmbH,
70538 Stuttgart, GERMANY
Stuttgart, 25.02.2019

Bosch Power Tools

 62841-2-2:

55014-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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