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Stow® 가

Form No. 3445-194 Rev A

장착된 56 cm Recycler® 잔디 모어

일련번호 404330000 및 그 이상
모델 번호 20340—일
일련번호 404330000 및 그 이상
모델 번호 20355—일

사용 설명서

소개
이 회전형 블레이드 자주식 잔디 모어는 주택 소유자
가 사용합니다. 주택 부지의 관리 상태가 좋은 잔디를
주로 예초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주의 깊게 읽고 제품을 제대로 조작 및 유지
관리하는 방법과 부상 및 제품 손상을 방지하는 방법
에 대해 익히십시오. 사용자는 제품을 제대로 안전하
게 조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 요령, 교육 자료, 액세서리 정보 등의 자세한 정
보를 찾거나 판매점 위치를 찾거나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 www.Toro.com을 방문하십시오.
서비스, Toro 순정 부품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지
정 서비스점 또는 Toro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여 제품
의 모델 번호와 일련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그림 1은
제품의 모델 번호와 일련번호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마련된 빈칸에 이 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장착한 경
중요: 모바일 기기에서는 일련번호 데칼(장

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보증, 부품 및 기타 제품 정
우)의
보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g226621

그림 1
1.

g000502

그림 2
안전 경고 기호

본 설명서에서는 2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강조
합니다. 중요는 특별한 기계적 정보에 대한 주의를 환
기시키며 참고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일반 정보를 강조합니다.
산림, 덤불 또는 목초 지대에서 엔진을 사용하거나 작
동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 공공자원법(California
Public Resource Code) 4442항 또는 4443항 위반입
니다. 단, 4442항에 정의되어 있는 스파크 방지 머플
러가 엔진에 장착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또는 엔진이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 장착
및 유지관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봉된 엔진 사용 설명서는 미국 환경 보호국(EPA) 및
배기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증에 대한 캘리포니아 배
기가스 관리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체 부품은 엔진 제조사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총 토크 또는 순 토크: 본 엔진의 총 토크 또는 순 토크
는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J1940 또는
J2723를 준수하여 엔진 제조사가 지정한 실험실 등급
입니다. 안전성, 배기 가스 및 작동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급 모어의 실제 엔진 토크
는 훨씬 낮을 것입니다. 장비에 포함된 엔진 제조사
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번호 및 일련번호 위치

경고
모델 번호
일련번호

본 설명서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권장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 경고 기
호(그림 2)로 표시합니다.

© 2018—The Toro® Company
8111 Lyndale Avenue South
Bloomington, MN 55420

등록처 www.Toro.com.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경 고
본 제품의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암, 선천성 기형 및 기
타 생식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진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사용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암, 선
천성 기형 및 기타 생식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원본 지침(KO)
멕시코에서 인쇄
모든 권리 보유

*3445-194*

목차

안전

소개 .......................................................................... 1
안전 .......................................................................... 2
일반적인 안전성 ............................................ 2
안전 및 교육용 전사지 ........................................ 3
설정 .......................................................................... 5
1 핸들 펴기 ................................................... 5
2 로프 가이드에 리코일 스타터 로프 장
착............................................................. 6
3 엔진 오일 주유............................................ 7
4 잔디 수거백 조립......................................... 7
제품 개요 .................................................................. 8
운영 .......................................................................... 8
작업 전 .................................................................. 8
작동 전 안전성 .............................................. 8
연료 주유 ..................................................... 9
엔진 오일 레벨 점검 ....................................... 9
핸들 높이 조정 .............................................10
예고 조정 ....................................................11
작업 중 ................................................................ 12
작동 중 안전성 .............................................12
자주식 드라이브 사용 ....................................12
엔진 끄기 ....................................................13
예지물 재활용 ..............................................13
예지물 수거 .................................................13
주문형 백 레버 작동 ......................................14
예지물 측면 배출 ..........................................14
운영 팁 ............................................................. 15
작업 후 ................................................................ 16
작동 후 안전성 .............................................16
장비 하부 청소 .............................................16
핸들 접기 ....................................................16
수직 손질 위치로 장비 보관 ............................17
유지보수 ................................................................. 19
권장 유지보수 일정 .............................................. 19
유지관리 안전성 ...........................................19
유지보수 준비 ..............................................19
공기 필터 정비 .............................................20
엔진 오일 교환 .............................................20
블레이드 교체 ..............................................21
자주식 드라이브 조정 ....................................22
보관 ........................................................................ 22
보관 안전성 .................................................22
장비 보관 준비 .............................................22
보관소에서 장비 꺼내기.................................22

이 장비는 ANSI B71.1-2017에 일치하게 설계되었
습니다.

일반적인 안전성
이 제품으로 인해 손이나 발이 절단될 수 있으며 물체
가 튕겨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안전 지침을 준
수하여 사람이 다치는 심각한 사고를 피하십시오.
원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
용자나 주변 사람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엔진의 시동을 걸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 , 장비 및
부속 장치의 지침과 경고를 읽고, 이해하고, 준수
하십시오.

•

장비의 움직이는 부품 근처 또는 장비 아래에 손
이나 발을 두지 마십시오. 배출구를 가로막지 마
십시오.

•

장비에 모든 보호 장치 및 기타 안전 보호 장치가
제자리에 장착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서는 장비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이 작업 반경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장비를 작동하지 못하
게 마십시오. 책임감 있고 훈련을 받았고 지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장비를 작
동하게 하십시오.

•

장비를 멈추고 엔진을 끈 다음 움직이는 부품이 전
부 멈출 때까지 기다려서 장비를 정비하거나 연료
를 주입하거나 막힌 곳을 청소하십시오.

이 장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정비하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상 위험을 줄이려면 여기
에 나와 있는 안전 지침을 따르고 주의, 경고 또는 위험
과 같은 개인 안전 지침을 의미하는 안전 경고 기호( )
에 항상 유의하십시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
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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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교육용 전사지
안전 문구 데칼과 지침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보이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모든 부분에 부착
되어 있습니다. 손상되거나 유실된 데칼은 교체하십시오.

decaloemmarkt

제조사 마크
1.

이 마크는 블레이드가 원래 장비 제조사의 부품과 일치함
을 표시합니다.

decal94-8072

94-8072

decal125-5026

125-5026
1.

재활용 모드

2.

수거 모드

decal131-4514b

131-4514
경고— 사용 설명서 를 읽으십시오.
손의 절단 및 잘릴 위험, 모어 블레이드—움직이는 부품
에 가까이 가지 말고, 모든 가드 및 실드를 제자리에 장
착하십시오.
3. 손의 절단 및 잘릴 위험, 모어 블레이드—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점화 플러그 와이어를 분리하십시오.
4. 튀는 물체 위험—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
시오.
5. 발의 절단 및 잘릴 위험, 모어 블레이드—경사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경사지에서 좌우로 왕
복하면서 작업하십시오. 장비를 떠나기 전에 엔진을 정
지하십시오. 예초 작업 전에 잔해물을 치우십시오. 후진
할 때 뒤를 조심하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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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l133-8062

133-8062

decal133-8198

133-8198
1.

경고—사용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1) 표시된 레벨까지 연료
를 채우십시오. 2) 보관 시 장비를 앞으로 기울이십시오.

데칼 136-5899는 PoweReverse® 모델용입니다.

decal136-5899

136-5899
1.

핸들을 아래로 밀면 전진
합니다.

2.

핸들을 위로 당기면 후진
합니다.

decal137-9196

137-9196
1.

잠금

2.

잠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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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중요: 엔진을 덮고 있는 보호 플라스틱 시트 및 장비의 기타 플라스틱 또는 포장재를 제거하여 폐기하십시오.

1

핸들 펴기
아무 부품도 필요 없음

절차
경고
핸들을 부적절하게 펴면 케이블이 손상되며 불안전한 작동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핸들을 접거나 펼 때 케이블을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

케이블이 핸들 외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지정 서비스점에 문의하십시오.

중요: 엔진을 덮고 있는 보호 플라스틱 시트 및 장비의 기타 플라스틱 또는 포장재를 제거하여 폐기하십시오.
1.

핸들을 잠금 해제합니다(그림 3의 A).

2.

핸들을 후방으로 움직여 작동 위치에 둡니다(그림 3의 B).

3.

손이 끼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핸들 잠금장치를 체결할 때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4.

제자리에서 핀이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핸들 잠금장치를 체결하여 핸들을 작동 위치로 잠급니다(그
림 3의 C).

g232815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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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프 가이드에 리코일 스타터
로프 장착
아무 부품도 필요 없음

절차
중요: 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엔진을 안전하게 쉽게 시동하려면 로프 가이드에 리코일 스타터 로프를 장착하십시오.

g230719

그림 4

6

3

엔진 오일 주유
아무 부품도 필요 없음

절차
중요: 장비는 처음 구매 시 엔진에 오일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 엔진 오일을 채우십시오.

g222533

그림 5

4

잔디 수거백 조립
아무 부품도 필요 없음

절차

g230447

그림 6

7

제품 개요

운영
참고: 정상 운전 위치에서 장비의 좌측과 우측을 판
단하십시오.

작업 전
작동 전 안전성
일반적인 안전성
•
•
•
•
•
•

g270020

그림 7
20355 모델 표시
9.
10.

점화 플러그 와이어
예고 레버(4)

블레이드 제어 바
11.
자주식 드라이브용 조정 12.
장치
5. 후방 전향기(표시되지 않 13.
음)

측면 배출 전향기
오일 주입구/계량봉

1.
2.

핸들
자주식 바

3.
4.

6.

세척 포트(표시되지 않음) 14.

핸들 잠금장치(2)

연료 탱크 캡
에어 필터

리코일 시동 핸들

15.

연료 안전성
•

주문형 백 레버

7.
8.

g027237

그림 8
1.

잔디 수거백

2.

항상 장비를 끄고, 움직이는 부품이 전부 멈출 때
까지 기다려서 장비가 식은 후에 장비를 조정하거
나 정비하거나 청소하거나 보관하십시오.
장비 안전 운전, 운전자 제어 장치 및 안전 표시를
잘 알아 두십시오.
전향기 및/또는 잔디 캐처 등 모든 가드 및 안전
장치가 준비되었고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항상 장비를 점검하여 블레이드 및 블레이드 볼트
가 닳거나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장비를 사용할 장소를 점검하고 장비 작동을 방
해하거나 장비에서 튕겨 나올 수 있는 물체를 전
부 제거하십시오.
움직이는 블레이드와 접촉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
습니다. 예고를 조정할 때 하우징 아래에 손가락
을 놓지 마십시오.

측면 배출 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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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는 가연성이 매우 높으며 쉽게 폭발할 수 있습
니다. 연료로 인한 화재나 폭발은 자신과 타인에
게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 연료 점화 시 정전기를 방지하려면 주유하기
전에 연료통이나 장비를 차량 안이나 사물 위
가 아닌 땅 위에 직접 놓아야 합니다.
– 연료는 야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엔진이 식었
을 때 채우십시오. 흘린 연료가 있으면 모두 닦
아 내십시오.
– 흡연 중이거나 주변에 화염이나 불꽃이 있는
곳에서는 연료를 다루지 마십시오.
– 엔진이 작동 중이거나 뜨거운 상태에서 연료
캡을 분리하거나 탱크에 급유하지 마십시오.
– 연료를 엎지르는 경우, 엔진을 시동하려고 하
지 마십시오. 연료 증기가 사라질 때까지 점화
원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 연료는 허가된 용기에 보관하고 아이들이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연료를 삼키면 인체에 유해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
습니다. 증기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각한 부상이
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증기를 장시간 흡입하지 마십시오.

– 손 및 얼굴을 노즐 및 연료 탱크 개구부에서 멀
리 하십시오.

잘 알려진 브랜드의 주유소에서 새 무연 일반 휘발유
로 연료 탱크를 채우십시오(그림 9).

– 연료가 눈과 피부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안정 제 제 조 사
중요: 시동 문제를 줄이려면, 연료-안
조정 제 를 새 연 료
에서 지시하는 대로 연료 안정제/조
에 추가합니다.

연료 주유
•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깨끗하고 오래되지 않은
무연 휘발유(옥탄가 87 이상, (R+M)/2 평가 방식)
만 사용하십시오.

•

체적 기준 에탄올 함량이 최대 10%이거나 MTBE
가 15%인 산소 첨가 연료는 허용됩니다.

•

절대로 체적 기준 에탄올 함량이 10% 이상인 에
탄혼 혼합 휘발유(예: E15나 E85)는 사용하지 마
십시오. 성능 문제 및/또는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엔진 손상은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절대로 메탄올을 함유한 가솔린은 사용하지 마
십시오.

•

절대로 겨울철에 연료 탱크나 연료 컨테이너에 연
료를 보관해 두지 마십시오(단, 연료 안정제를 연
료에 첨가한 경우는 예외임).

•

절대로 오일을 휘발유에 첨가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엔진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g230458

그림 9

엔진 오일 레벨 점검
서 비 스 간 격 : 매번 사용하기 전 또는 매일

중요: 크랭크케이스의 오일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상태로 엔진을 구동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g222533

그 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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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높이 조정
20355 모 델 전 용
3개 위치 중 더 편안한 1개의 위치로 핸들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그림 11).

g238410

그 림 11

1.

양쪽 핸들 노브를 제거합니다.

2.

핸들을 원하는 높이로 조정합니다.

3.

이전에 제거한 핸들 노브로 핸들을 고정하십시오.

20340 모 델 전 용
핸들을 편안한 위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핸들 잠금장치를 돌리고 핸들을 2개 중 1개의 위치로 움직인 다음 핸들 위치를 고정합니다(그림 12).

g271093

그 림 12

10

예고 조정
주의
엔진이 작동 중이었다면 머플러가 뜨거우므로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머플러에서 떨어지십시오.
원하는 대로 예고를 조정하십시오. 모든 휠을 같은 예고로 설정하십시오(그림 13).

g254131

그 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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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

작동 중 안전성

엔진이 작동 중이었다면 뜨거우므로 작업자가 심
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엔진과 거리
를 두십시오.

•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만 엔진을 작동하십시오.
배기 가스는 흡입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일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

마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는지 잔디 캐처 부품
및 배출 슈트를 자주 점검하고 필요 시 Toro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십시오

일반적인 안전성
•

보안경, 긴 바지, 잘 미끄러지지 않는 튼튼한 신발
및 청력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
십시오. 긴 머리는 뒤로 묶고 헐렁한 옷이나 보석
류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

장비를 작동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
십시오.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는 활동을 하면, 사
람이 다치거나 자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아프거나 지친 상태, 또는 음주나 약물 복용 후에
는 장비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

블레이드는 날카롭습니다. 닿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엔진을 멈추고 움직이는 모든
부품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작업 위치를 떠
나십시오.

•

블레이드 제어 바를 놓으면 엔진이 정지하고 블레
이드가 3초 이내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장비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공인 서비스
딜러에 연락하십시오.

•

주변 사람들이 작업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
시오. 어린 아이들이 작업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비를 작동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성인이 지
켜 보게 하십시오. 작업 반경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 있으면 장비를 정지하십시오.

•

장비를 후진시키기 전에 항상 아래쪽과 후방을
주시하십시오.

•

가시성이 좋고 기상 상태가 적절한 경우에만 장비
를 운전하십시오. 번개가 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서는 장비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

젖은 잔디나 잎을 밟고 미끄러져 블레이드에 닿으
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젖은 상태에
서는 예초하지 마십시오.

•

사각 지대, 관목, 나무 또는 기타 시야를 가릴 수 있
는 물체에 접근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

배출되는 예지물이 사람을 향하도록 하지 마십시
오. 벽이나 장애물을 향해 예지물을 배출하지 마십
시오. 작업자 쪽으로 되튈 수 있습니다. 자갈로 덮
인 곳을 지날 때에는 블레이드를 정지하십시오.

•

자주식 드라이브 사용
자주식 드라이브 사용
PoweReverse® 미장착 모델
자주식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려면 상단 핸들에 손을
올리고 팔꿈치를 옆에 두고 걸으면 장비가 걸음 속도
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입니다(그림 14).

g233423

그 림 14

참고: 자동 추진 이후 장비가 자유롭게 뒤로 움직이
지 않으면, 걸음을 멈추고, 손을 제자리에 둔 상태에
서 장비가 몇 cm 정도 앞으로 구르게 하여 휠 구동장
치를 풉니다. 또한 상단 핸들 바로 아래의 금속 핸들
을 잡고 장비를 몇 cm 정도 앞으로 밀어볼 수 있습
니다. 그래도 장비가 뒤로 움직이지 않으면 지정 서
비스점에 문의하십시오.

자주식 드라이브 사용
PoweReverse® 장착 모델

구덩이, 바퀴 자국, 융기, 돌, 그 밖의 숨겨진 사물
에 주의하십시오. 고르지 않은 지형으로 인해 작업
자가 균형을 잃거나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

장비가 물체에 부딪히거나 떨리기 시작하면 즉시
엔진을 멈추고 움직이는 부품이 전부 멈출 때까지
기다려서 점화 플러그 선을 분리한 다음, 장비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다시 운전하기 전에 필
요한 모든 수리를 시행하십시오.

•

작업 위치를 떠나기 전에, 엔진을 멈추고 움직이는
모든 부품이 모두 정지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주식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려면 상단 핸들에 손을
올리고 팔꿈치를 옆에 두고 앞뒤로 걸으면 장비가 걸
음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입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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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드라이브 조정 (페이지 22)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Toro 지정 서비스점에 문의하십시오.

엔진 끄기
서비스 간격: 매번 사용하기 전 또는 매일
엔진을 정지하려면 블레이드 제어 바를 해제하십시오.

중요: 블레이드 제어 바를 놓으면 엔진과 블레이드 모
초 이내에 멈추어야 합니다. 제대로 멈추지 않을
두 3초
경우에는 장비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공인 서비스 딜
러에 연락하십시오.

g038503

그 림 15

예지물 재활용

참고: 자주식 드라이브를 사용한 후 장비가 자유롭게

장비가 출고될 때 잔디 및 나뭇잎 예지물을 잔디에 재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이동하지 않으면, 걸음을 멈추고, 손을 제자리
에 둔 상태에서 장비가 몇 cm 정도 앞으로 구르게 하
여 휠 구동장치를 풉니다. 또한 상단 핸들 바로 아래의
금속 핸들을 잡고 장비를 몇 cm 정도 앞으로 밀어볼
수 있습니다. 후진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핸들을 약
간 위로 올립니다. 그래도 장비가 뒤로 쉽게 이동하
지 않으면 자주식 드라이브를 조정해야 합니다. 자주

잔디 수거백이 장비에 장착되어 있고 주문형 백 레버
가 수거 위치에 있으면 레버를 재활용 위치로 옮깁니
다. 주문형 백 레버 작동 (페이지 14)을 참조하십시오.
장비에 측면 배출 슈트가 장착되어 있으면 제거하십시
오. 측면 배출 슈트 제거 (페이지 15)을 참조하십시오.

예지물 수거
잔디 및 나뭇잎 예지물을 수거하고 싶다면 잔디 수거백을 사용하십시오.
장비에 측면 배출 슈트가 장착되어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측면 배출 슈트 제거 (페이지 15)을 참조하십시오. 주
문형 백 레버가 재활용 위치에 있으면 수거 위치로 옮깁니다. 주문형 백 레버 작동 (페이지 14)을 참조하십시오.

잔디 수거백 설치
1.

후방 전향기를 올려서 잡고 있습니다(그림 16의 A).

2.

잔디 수거백을 설치하고 백 핀을 핸들 노치에 고정합니다(그림 16의 B).

3.

후방 전향기를 내립니다.

g233434

그 림 16

잔디 수거백 제거
수거백을 제거하려면 잔디 수거백 설치 (페이지 13)의 단계를 반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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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백 레버 작동

중요: 적절한 작동을 위해 주문형 백 레버를 한 위
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전에 엔진을 끄고, 움
직이는 모든 부품이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주
문형 백 도어 및 구멍 주변에서 잔디 예지물 및 잔해
그림 18).
물을 제거합니다(그

장비에 잔디 수거백을 부착한 상태에서 주문형 백 기
능을 사용하여 잔디 및 나뭇잎 예지물을 수거하거
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디 및 나뭇잎 예지물을 백에 수거하려면 주문형
백 레버의 버튼을 누른 다음 레버의 버튼을 튀어
오를 때까지 레버를 앞으로 움직입니다(그림 17).

•

g234643

그 림 18
1.

이곳을 청소

g234642

그 림 17
1.

•

주문형 백 레버(수거 위치)

잔디 및 나뭇잎 예지물을 재활용하거나 측면 배출
하려면 주문형 백 레버의 버튼을 누른 다음 레버의
버튼을 튀어 오를 때까지 레버를 뒤로 움직입니다.

예지물 측면 배출
매우 높은 잔디를 깎을 때 측면 배출을 사용합니다.
잔디 수거백이 장비에 장착되어 있고 주문형 백 레버가 수거 위치에 있으면 레버를 재활용 위치로 옮깁니다.
주문형 백 레버 작동 (페이지 14)을 참조하십시오.

측면 배출 슈트 설치
측면 전향기를 들어올리고 측면 배출 슈트를 장착합니다(그림 19의 A 및 B).

g233435

그 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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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배출 슈트 제거
측면 배출 슈트를 제거하려면 측면 전향기를 들어올리고 측면 배출 슈트를 제거한 다음 측면 배출 전향기를
내립니다.

운영 팁

낙엽 자르기

일반적인 예초 팁

•

예초 후 잘린 낙엽들 사이로 잔디가 반쯤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낙엽 위로 몇차례 지나가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장비를 사용할 장소를 점검하고 장비에 의해 튕겨
나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

•

블레이드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십
시오. 어떤 물체든 고의로 예초하지 마십시오.

잔디의 잎이 13 cm 이상인 경우, 높은 예고로 예초
한 다음 원하는 예고에서 다시 예초하십시오.

•

•

장비가 물체에 부딪히거나 떨리기 시작하면 즉시
엔진을 멈추고 키를 빼고(장착된 경우) 점화 플러
그 선을 분리한 다음, 장비의 손상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장비가 낙엽을 충분히 잘게 자르지 못할 경우에는
예초 속도를 늦추십시오.

•

최상의 성능이 발휘되도록 하려면, 예초 철이 돌아
오기 전에 새로운 블레이드를 설치하십시오.

•

필요할 경우 Toro; 교체용 블레이드로 블레이드
를 교체하십시오.

예초
•

한 번에 풀잎의 3분의 1만 자르십시오. 잔디가 드
문드문 나 있는 경우나 잔디 성장이 더뎌지기 시
작하는 늦가을을 제외하고는 51 mm 미만으로 깎
지 마십시오.

• 15 cm 이상으로 잔디를 깎을 경우, 최고 예고 설정
으로 느리게 예초한 다음, 낮은 설정으로 다시 예초
하면 최상의 잔디 외관이 형성됩니다. 잔디가 너무
길면 장비에 끼이거나 엔진이 멎을 수 있습니다.

•

젖은 잔디나 잎은 뭉치는 경향이 있어 장비를 막히
게 하거나 엔진을 멎게 할 수 있습니다. 젖은 상태
에서는 예초하지 마십시오.

•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현지의 모든 화재 방지 규
정을 따르고, 장비에 마른 잔디나 나뭇잎 잔해물
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

방향을 번갈아 가며 예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지물을 고르게 분산시켜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된 잔디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음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십시오.
– 블레이드를 교체하거나 블레이드를 가십시오.
– 좀 더 느리게 걸으면서 예초하십시오.
– 장비의 예고를 높이십시오.
– 좀 더 자주 잔디를 깎으십시오.
– 매번 새로 깎으면서 지나가는 대신 기존에 깎
은 자리에 겹쳐 깎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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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후
작동 후 안전성
일반적인 안전성
항상 장비를 끄고, 움직이는 부품이 전부 멈출 때
까지 기다려서 장비가 식은 후에 장비를 조정하거
나 정비하거나 청소하거나 보관하십시오.
장비에 붙어 있는 잔디와 잔해물을 청소하여 화
재를 예방하십시오. 흘린 오일이나 연료를 청소
하십시오.
노출된 화염, 불꽃, 온수기나 기타 기구의 점화용
불씨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장비나 연료통을 보
관하지 마십시오.

•
•
•

물을 틉니다.

7.

엔진의 시동을 걸고 장비 하부에서 예지물이 나
오지 않을 때까지 작동합니다.

8.

엔진을 끕니다.

9.

물을 잠그고 장비에서 정원용 호스를 분리합
니다.

10.

엔진의 시동을 걸고 몇 분 동안 작동함으로써 장
비 하부를 건조시켜 녹 발생을 방지합니다.

11.

밀폐 장소에 장비를 보관하기 전에 엔진을 끄고
온도를 식힙니다.

수직 손질 위치에서 장비 하부를 청
소합니다.

견인 안전성
장비에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주의하십시오.
장비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십시오.

•
•

6.

1.

장비를 수직 손질 위치에 놓습니다. 수직 손질
위치로 장비 보관 (페이지 17)을 참조하십시오.

2.

장비 하부의 예지물을 세척합니다.

핸들 접기

장비 하부 청소

경고

서비스 간격: 매번 사용하기 전 또는 매일

핸들을 부적절하게 접거나 펴면 케이블이 손상되
며 불안전한 작동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비 하부 청소세척 포트 사용
최상의 결과를 위해, 예초를 마친 다음 장비를 즉시
청소하십시오.
1. 포장된 평평한 노면으로 장비를 옮깁니다.
2. 엔진을 멈추고 움직이는 모든 부품이 멈출 때까
지 기다린 다음 작업 위치를 떠나십시오.
3. 최저 예고 설정까지 장비를 내립니다. 예고 조
정 (페이지 11)를 참조하십시오.
4. 예지물이 장비 밑면에서 잔디 수거백으로 이동
하는 후방 도어 아래 부위를 세척하십시오.

5.

참고: 완전 전진 및 완전 후진 상태에서 주문형
백(장착된 경우) 부위를 세척하십시오.
용수 공급 장치에 연결된 정원용 호스를 세척 포
트에 부착합니다(그림 20).

핸들을 접거나 펼 때 케이블을 손상시키지 마
십시오.

•

케 이 블 이 손 상 된 경 우, 지 정 서 비 스 점 에 문
의하십시오.
1.

손이 끼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핸들 잠금장치를
분리할 때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2.

핸들 잠금장치를 분리한 다음 상단 핸들을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3.

그림 21과 같이 핸들을 수직 위치 또는 완전 전
방 위치로 접습니다.

중요: 핸들을 접은 상태에서 케이블을 핸들 잠금
장치 외부로 배치합니다.

g009501

그 림 20
1.

•

세척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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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연료는 가연성이 매우 높으며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연로로 인한 화재나 폭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화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g186137

•

연료 탱크에 연료가 너무 많은 상태로 장비를
수직 위치로 보관하면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연료는 가연성이 매우
높으며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연로로 인한 화
재나 폭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연료 탱크의 연료가 이 사용 설명서에서 권장
하는 레벨 이하일 때에만 장비를 수직 위치로
보 관 하 십 시 오.

•

장비를 수직 위치(90°) 이상으로 보관하지 마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연료가 연료 탱크에서
누출될 수 있습니다.

•

수직 손질 위치에서 장비를 운송하지 마십시오.

•

수직 손질 위치에서 장비의 시동을 걸지 마십
시오.

그 림 21

4.

• 수직 손질 위치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장비를 연
료 및 오일을 함유한 상태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핸들을 펴려면 1 핸들 펴기 (페이지 5)을 참조
하십시오.

경고

수직 손질 위치로 장비 보관

핸들을 부적절하게 접거나 펴면 케이블이 손상되
며 불안전한 작동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초 기간 또는 비사용 기간 중에 장비를 수직 위치로
보관하여 보관 장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핸들을 접거나 펼 때 케이블을 손상시키지 마
십시오.

•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지정 서비스점에 문
의하십시오.
1.

연료 탱크의 연료 레벨이 엔진 제조사가 권장한
레벨 이하가 되도록 하십시오. 엔진에 부착된 엔
진 제조사의 데칼을 참조하십시오(그림 22).

참고: 연료 탱크의 연료 레벨이 너무 높으면 엔
진 제조사가 권장한 레벨 이하가 될 때까지 연료
탱크의 연료를 승인된 연료 용기로 빼내십시오.

decal133-8198

그 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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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의 예고 설정이 92 mm 이하가 되도록 하십
시오. 그보다 높으면 예고를 낮춥니다. 예고 조
정 (페이지 11)을 참조하십시오.

3.

핸들 잠금장치를 해제합니다(그림 23).

g186012

그 림 23
1.

4.

핸들 잠금장치 해제 위치

2.

핸들 잠금장치 체결 위치

핸들을 완전히 앞으로 접습니다(그림 23).

중요: 핸들을 접은 상태에서 케이블을 핸들 노
브 외부로 배치합니다.
5.

핸들 잠금장치를 체결합니다.

6.

핸들로 장비 앞쪽을 들어 올리고 보관 장소로
이동합니다(그림 24).

g186013

그 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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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권장 유지보수 일정
유지보수 서비스 간격
매번 사용하기 전 또는 매일

매년

매년 또는 보관하기 전

유지보수 절차
• 엔진 오일 레벨 점검.
• 블레이드 제어 바를 해제한 후 3초 이내에 엔진이 정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비 밑의 잔디 예지물과 먼지를 청소하십시오.
•
•
•
•

공기 필터를 정비합니다.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좀 더 자주 정비하십시오.
엔진 오일을 교환합니다(원하는 경우).
블레이드를 교체하거나 가십시오(끝이 빨리 무뎌지면 좀 더 자주 갈 것).
상단 및 측면에 있는 먼지와 잔해물을 제거하고 엔진을 청소합니다.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더 자주 청소하십시오.

• 수리하기 전과 매년 보관하기 전에 설명된 대로 연료 탱크를 비우십시오.

중요: 추가 유지보수 절차는 엔진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유지관리 안전성
•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 플러그 선을 분리하십시오.

•

장비를 정비할 때에는 장갑과 눈 보호 장비를 착용
하십시오.

•

블레이드는 날카롭습니다. 닿으면 심각한 부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정비할 때는 장
갑을 끼십시오. 블레이드를 수리하거나 개조하
지 마십시오.

•

안전장치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제대로 작동
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g206312

그 림 25

장비를 기울이면 연료가 샐 수 있습니다. 연료는
가연성과 폭발성이 있어서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
다. 연료가 마를 때까지 엔진을 작동하거나 수동
펌프로 연료를 제거하십시오. 절대 사이펀으로 연
료를 빼내지 마십시오.

•

1.

3.

장비의 최적 성능을 보장 받으려면 순정 Toro 교
체 부품과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조사
에서 만든 교체 부품 및 액세서리는 위험할 수 있
으며,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 보증이 무효
가 될 수 있습니다.

•

엔진을 멈추고 움직이는 모든 부품이 모두 정지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 플러그 와이어를 분리
합니다(그림 25).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후 점화 플러그에 점화
플러그 선을 연결합니다.

중요: 오일을 교환하거나 블레이드를 교체하기
위해 장비를 기울이기 전에 정상적인 사용을 통해
연료 탱크의 연료를 소진합니다. 연료를 고갈시
키기 전에 장비를 기울여야 할 경우, 핸드 연료 펌
프를 사용하여 연료를 제거하십시오. 항상 계량
봉을 내린 상태에서 장비를 옆으로 기울이십시오.

유지보수 준비
1.

점화 플러그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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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필터 정비
서 비 스 간 격 : 매년
1.

에어 필터 커버의 상단의 클립을 풉니다(그림
26).

1.

평평한 곳으로 장비를 옮깁니다.

2.

유지보수 준비 (페이지 19)을 참조하십시오.

3.

캡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당겨서 계량봉
을 분리합니다(그림 27).

g187518

그 림 27
1.

계량봉

3. Full(가득참)

2. Add(보충)
g027456

그 림 26
1.
2.
3.

4.

클립
에어 필터 커버
에어 필터

2.

공기 필터를 분리합니다(그림 26).

3.

공기 필터를 점검합니다.

(공기 필터가 위를 향하도록) 장비를 옆으로 기
울여 오일 주입 튜브에서 사용한 오일을 배출
합니다(그림 28).

참고: 에어 필터가 너무 더러우면 새 필터로 교
체합니다. 또는 딱딱한 표면에서 에어 필터를 가
볍게 두드려서 잔해물을 털어 냅니다.
4.

에어 필터를 장착합니다.

5.

클립을 사용하여 에어 핕터 커버를 장착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g027457

그 림 28

서 비 스 간 격: 매년
엔진 오일 교환을 교환할 필요가 없지만 오일을 교환하
고 싶은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참고: 오일을 교환하기 전에 엔진을 몇 분간 작동시켜
예열합니다. 따뜻한 오일은 좀 더 잘 흐르며 오염 물
질을 더 많이 나릅니다.
엔진 오일 규격

5.

사용한 오일을 배출한 후, 장비를 작동 위치로
돌려 놓습니다.

6.

엔진 오일 용량의 약 3/4을 오일 주입 튜브에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7.

오일이 엔진 내에서 안정될 때까지 3분 정도
기다립니다.

엔진 오일 용량

0.44 L

8.

깨끗한 천으로 계량봉을 깨끗이 닦습니다.

오일 점도

SAE 30 또는 SAE 10W-30 세
정 오일

9.

계량봉을 오일 주입 튜브에 끼운 다음 계량봉을
분리합니다.

API 서비스 등급

SJ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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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봉의 오일량을 확인합니다(그림 27).

•

•

계량봉의 오일량이 너무 적으면, 소량의 오
일을 오일 주입 튜브에 조심스럽게 붓고 3분
을 기다린 다음 계량봉의 오일량이 올바른
레벨이 될 때까지 단계 8~10을 반복합니다.
계량봉의 오일량이 너무 많으면, 계량봉의
오일량이 올바른 레벨이 될 때까지 과다한
오일을 배출하십시오.

4.

블레이드를 제거하고 모든 장착 하드웨어를 보
관합니다(그림 29).

5.

새로운 블레이드 및 모든 장착 하드웨어를 설치
합니다(그림 30).

중요: 엔진의 오일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상태로 엔진을 구동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
습니다.
11.

계량봉을 오일 주입 튜브에 단단히 끼웁니다.

12.

사용한 오일을 적절하게 재활용합니다.

블레이드 교체
서 비 스 간 격 : 매년

중요: 블레이드를 제대로 설치하려면 토크 렌치가 필
요합니다. 토크 렌치가 없거나 이 절차를 따르기가 여
의치 않으면 공인 서비스 딜러에 연락하십시오.
휘발유가 떨어질 때마다 블레이드를 점검하십시오.
블레이드가 손상되었거나 갈라진 경우 즉시 교체하십
시오. 블레이드 끝이 무디거나 이가 나간 경우에는 갈
아서 균형을 맞추거나 교체하십시오.

경고

g231390

그 림 30

블레이드는 날카롭습니다. 닿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 블레이드의 구부러진 끝이 장비 하우징을
가리키도록 설치합니다.

블레이드를 정비할 때는 장갑을 끼십시오.
1.

유지보수 (페이지 19)를 참조하십시오.

2.

에어 필터가 위로 오도록 장비를 옆으로 기울
입니다.

3.

나무 토막을 사용하여 블레이드를 움직이지 않
게 고정합니다(그림 29).

6.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블레이드 볼트를 82 N∙m
토크로 조입니다.
의 토크로 조이면 매우 단
중요: 볼트를 82 N·m의
단히 조여집니다. 나무 토막으로 블레이드를 고
이나 렌치 뒤에 체중
정한 상태에서 래칫(rachet)이
을 싣고 볼트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이 볼트는 과
도하게 조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g231389

그 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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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드라이브 조정

보관

자주식 드라이브 모델 전용

장비는 서늘하고 청결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새로운 자주식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자주식 드라이브
가 조정값을 벗어나면, 자주식 드라이브를 조정합니다.
1.

보관 안전성

조정 너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케이블 조정
장치를 풉니다(그림 31).

항상 장비를 끄고, 움직이는 부품이 전부 멈출 때까지
기다려서 장비가 식은 후에 장비를 조정하거나 정비
하거나 청소하거나 보관하십시오.

장비 보관 준비
1.

매년 마지막으로 연료를 보충할 때 라벨에 지시
된 대로 연료에 연료 안정제(예: Toro Premium
Fuel Treatment)를 첨가하십시오.

2.

사용하지 않은 연료를 적절하게 폐기하십시오.
현지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자동차에 사
용하십시오.

중요: 연료 탱크에 오래된 연료가 있으며 엔진
시동이 힘들게 됩니다. 연료 안정제가 첨가되지
일 이상 보관하거나, 연료 안정제
않은 연료를 30일
제조사가 권장하는 기간 이상으로 안정화된 연료
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g269307

그 림 31
1.

핸들(좌측)

2.

조정 너트

3.

자주식 드라이브 케이블

2.

3.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
고 조정 장치를 조입니다.
5. 너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정 장치를 풉니다.
4.

3.

연료가 떨어져 엔진이 멈출 때까지 장비를 작
동합니다.

4.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밀어 케이블의 장력을 조
정하고(그림 31) 해당 위치로 고정합니다.

엔진의 시동을 다시 걸고 멈출 때까지 작동합니
다. 더 이상 엔진을 시동할 수 없으면 충분히 마
른 것입니다.

5.

참고: 케이블을 엔진 쪽으로 밀어 견인력을 높
입니다. 케이블을 엔진에서 멀리 당겨 견인력
을 낮춥니다.

점화 플러그에서 와이어를 분리하고 와이어를
보관 포스트에 연결합니다(장착된 경우).

6.

점화 플러그를 빼고, 점화 플러그 구멍을 통해
30 ml의 엔진 오일을 보충한 다음, 시동 로프를
천천히 몇 번 잡아당겨 오일이 실린더 구석구석
골고루 퍼지게 하여 비사용 기간에 실린더가
부식되지 않게 합니다.

7.

점화 플러그를 느슨하게 장착합니다.

8.

모든 너트, 볼트 및 나사를 조입니다.

조정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케이블 조정
장치를 조입니다.

참고: 소켓 또는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견
고하게 조입니다.

보관소에서 장비 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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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패스너를 점검하고 조입니다.

2.

점화 플러그를 분리하고 리코일 스타트 핸들을
당겨 엔진을 빠르게 돌려서 실린더에 남은 오일
을 날려 버립니다.

3.

점화 플러그를 설치하고 토크 렌치로 20N∙m
토크로 조입니다.

4.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유지보수 (페이
지 19)을 참조하십시오.

5.

엔진 오일량을 점검합니다. 엔진 오일 레벨 점
검 (페이지 9)을 참조하십시오.

6.

새로운 오일을 오일 탱크에 주입합니다. 연료 주
유 (페이지 9)을 참조하십시오.

7.

점화 플러그에 와이어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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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경고 정보
캘 리 포 니 아 법 률 발 의 안 65호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판매할 제품에 다음과 같은 경고 라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암 및 생식계 손상—www.p65Warnings.ca.gov.
는 무엇입니까?
Prop 65는
Prop 65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수 있거나 캘리포니아로 반입
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암, 선천성 기형 및/또는 기타 생식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진 화학 물질 목록을 관리 및 게시하도록 명령합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이 목록에는 많은 일상 물품에서 발견되는 수백 가지 화학 물질
이 포함됩니다. Prop 65의 목적은 이런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Prop 65는 이런 화학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있는 제품, 제품 포장 또는 문헌 자료에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을 요
구합니다. 게다가, Prop 65 경고는 제품이 안전성 표준 또는 요건을 위반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정부는 Prop 65 경고가 "제품이 '안전'
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규제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많은 화학 물질은 여러 해 동안 일상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문서
로 기록된 피해는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곳:https://oag.ca.gov/prop65/faqs-view-all.
Prop 65 경고는 일반적으로 (1) 기업이 노출 상태를 평가하여 노출이 "유의미한 위험 수준"을 전혀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거나 (2) 기업이 노출
상태를 평가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등재된 화학 물질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경고 문구를 제공하기로 선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까?
Prop 65 경고는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만 요구됩니다. Prop 65 경고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레스토랑, 식료품점, 호텔,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환경과 다
양한 제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온라인 및 우편 주문 소매점은 웹사이트와 카탈로그에서 Prop 65 경고 표시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경고는 연방 제한 규정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Prop 65 표준은 종종 연방 및 국제 표준보다 더 엄격합니다. 게다가, 연방 조치 한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Prop 65 경고를 표시해야 하는 다양한 물
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 경고 표시에 대한 Prop 65 표준은 일일 0.5 마이크로그램인데, 이것은 연방 및 국제 표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모든 유사한 제품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Prop 65 라벨을 표시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Prop 65 소송에 연루된 기업이 합의에 도달하려면 제품에 대해 Prop 65 경고를 사용해야 하지만, 비슷한 제품을 제조하는 다른 기업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Prop 65 시행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업은 Prop 65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고 표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에 경고 표시가
없다는 것은 제품에 비슷한 수준의 등재된 화학 물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 이 경고 문구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Toro에
Toro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선택하였습
니다. Toro는 노출 수준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등재된 화학 물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을 근거로 특정한 경우 경고 표시를 합니다. 등재된 모
든 화학 물질이 노출 제한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Toro 제품으로 인한 노출이 무시할 수 있거나 “유의미한 위험이 전혀 없는” 범위를 벗어나
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Toro는 Prop 65 경고 표시를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Toro는 이런 경고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 주
또는 Prop 65를 집행하려고 하는 민간 기구에 의해 기소되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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