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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중요
 경고/  주의/ 공지 / 참고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깊게 숙지하고 지시사항
을 따르십시오. 특별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심볼  와 경고, 주의, 공지 그리고 참고라
는 단어가 있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
다. 이러한 단어가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특히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경고
이 표시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 표시는 경미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공지
이 표시는 선외기나 보트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 선외기와 보트의 특성에 맞게 선외기의 작동
과 운항을 완벽히 숙지하십시오. 능숙하게
선외기를 다루기위해 저속과 중속에서 충분
히 연습하십시오. 선외기 특성에 완벽하게
익 숙해지기 전까지 최대출력으로 운항하지
마십 시오.
• 안전장비와 비상용품을 휴대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중요용품:
인원수에 맞는 구명장비(추가: 16피트 이상
의 부력이 강한 구명부안), 소화기, 호각장
비, 시각 조난 신호, 앵커(닻), 빌지펌프,
버켓, 나침판, 비상시동 로프, 예비연료 및
엔진오일, 구급약품, 건조식품과 식수, 패
들, 공구와 라디오.
출항전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상기의 용품들
을 확인하고 휴대하십시오.
• 환기가 안되는 실내에서 엔진 시동을 하지마
십시오. 배기가스는 무색, 무취이며 지속적
으로 노출 될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합니다.
• 동승자에게 운항법과 비상시 요령, 비상용품
사용법을 숙지시키십시오.

참고:
이 표시는 유지보수의 용이 또는 지시를 명
확하게하는 특별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표시는 사용자 설명서안에서 중요한 정보
를 참고하도록 다양한 위치에 표시되어 있습
니다.

• 보트에 올라타거나 내릴 때, 엔진커버나 다
른 엔진부위에 절대 기대지마십시오.
• 선체위에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십시오.
•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음주하였을 경우 보트를
운항하지 마십시오.
• 보트에 균등하게 적재물을 분산하십시오.

사용자를 위한 중요한 공지
 경고
적절하게 사용상 위험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망이나 다양한 부상으로 운항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 선외기를 처음 사용해 본 고객의 경우 특히
더 사용자 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십
시오. 운항전 선외기의 모든 기능과 안전 및
유지보수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운항전 선외기와 보트를 점검 하십시오. 사
용자 설명서 내의 "운항전 점검"부분을 반드
시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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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스케쥴에 맞게 엔진을 관리하십시
오. 필요하다면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 문의
하십시오.
• 엔진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선외기를 개조하
거나 부품을 제거하지마십시오.
• 항해규정을 숙지하고 따르십시오.
• 일기예보를 숙지하고 불안정한 날씨에는 운
항하지 마십시오.
• 부품교체나 악세사리를 구입할 경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스즈끼 순정부품이나 악세사
리를 공인된 대리점에서 구입하십시오. 저
품질의 부품이나 악세사리는 선외기의 비정
상적인 작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플라이어 휠 커버를 절대 제거하지 마십시오.
(비상시동 시 제외).

참고:
무선 송수신기나 네비게이터 장비 안테나가
엔진에 가까이 있으면 엔진에 전기적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즈끼는 적어도 1미
터(40 인치)이상 전기장치를 멀리하도록 추천
합니다.

이 메뉴얼은 선외기와 같이 보관해야 하며
기타 사정으로 선외기가 판매되었을때 새로
운 소유자나 운항자에게 양도하십시오.운항
전 시간이 날때마다 사용자 설명서를 재숙
지하십시오. 사용자 설명서에는 안전 및 작
동, 유지보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
습니다.

머리말
스즈끼 선외기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으시고 시간
날때마다 재숙지 하십시오. 사용자 설명서 안
에는 안전,운항,유지보수에 관한 중요한 정보
가 담겨있습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를 숙지하
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항에 도움이 되시길 바
랍니다.
사용자 설명서안의 모든 정보는 발행기준 이전
으로 최신의 제품 정보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
라서, 사용자 설명서 내의 내용과 구입한 개선
된 선외기 사이에 정보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스즈끼는 사용자 설명서를 사전 공지없
이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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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번호 위치

MTBE가 함유된 휘발유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함유율이
15% 이상인 무연휘발유는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 산성연료는 알코올을 함유하고있
지 않습니다.

모델과 식별 번호는 드라이브 샤프트 하우징
옆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식별 번호는 선외
기가 도난 당하거나 부품을 교환할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에탄올/휘발유 혼합
에탄올(에틴알코올)이 혼합된 무연휘발유는
일부지역에서 사용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최대 10%의 에탄올이 담긴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산성연료는 알콜이나 MTBE와 같은 산성이 함
유된 첨가제가 담긴 연료입니다.

참고:

연료 및 오일
가솔린(휘발유)
스즈끼는 첨가물없는 최소한 옥탄가가 91이상
인 무연 휘발유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지침을 준수한다면 무연 가솔린과 알코올의
옥탄 함량이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만약 휘발유와 알코올이 부적절한 비율로 혼
합된 연료를 사용하였거나 부적절한 휘발유
를 사용 하였다면 무연 휘발유로 교체 하십시
오.
적어도 옥탄가 91이상의 휘발유/알코올을 사
용하십시오.
엔진에서 노킹이 발생하는 경우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브랜드로 대체하십시
오.
무연 휘발유는 점화 플러그 수명을 연장시
킵니다.

공지
유연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의 손상을 일
으 킬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저품질의 연
료는 엔진과 연료 시스템에 손상이나 성능감소
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무연 휘발유 만 사용하십시오. 권장 옥탄보다
낮은 연료 또는 먼지 / 물 등에 의해 오염 된
연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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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공지
저품질의 엔진오일을 사용할 경우 엔진성능과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즈끼 마린 4사이클 엔진오일이나 비슷한 등
급의 엔진오일을 사용하십시오.

 경고
휘발유는 가연성이 강한 액체입니다. 만약 화재
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료를 재충전할 경우 다음의 예방조치를 취하
십시오:
• 미성년자나 어린이에게 연료보충을 맡기지 마
십시오.
• 휴대용 연료탱크를 사용할 경우 엔진시동을 멈
추고 연료탱크를 보트에서 탈거후 연료를 보충
하십시오.
• 연료탱크를 세워서 보관하거나 연료탱크가 넘
칠 정도로 연료를 보충하거나 직사광선에 노출
되게 하지 마십시오.
• 연료를 흘리지 마십시오. 만약 흘렸다면 노출
부위를 즉시 닦으십시오.
• 엔진근처에서 흡연을 하거나 가연성 물체를
주변에 놓지 마십시오.

공지

엔진오일 품질은 엔진의 성능과 수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좋은 품질의 엔진오일을 사
용하십시오.
SAE 10W-40 이나 10W30 스즈끼 마린 4사이
클 엔진오일을 사용하십시오.스즈끼 마린 4
사이클 엔진오일을 사용할 수 없다면 NMMA
에서 공인된 FC-W 엔진오일을 사용하거나, 아
래 표를 참조하여 주 사용처의 평균온도에 맞
는 고품질 엔진오일을 사용하십시오.
API 분류

SAE 점도 등급

SG
SH
SJ
SL
SM
온도.

10W–40

10W–30
˚C

–20

–10

0

10

20

30

40

˚F

–4

14

32

50

68

86

104

참고:
추운 환경(5°C (41°F) 아래)에서 엔진을 사용할
경우 SAE (또는 NMMA FC-W) 5W-30 을 사용
하면 엔진 시동이 용이하고 엔진의 부드러운
작동에 도움이 됩니다.

기어 오일

장기간 보관되었던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
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지
알코올이 함유된 연료는 엔진에 손상을 줄수 있
으므로 엔진은 품질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연료를 보충하는 동안 연료가 흐르지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만약 연료를 흘렀다면 즉시 닦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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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끼 선외기용 기어오일을 사용하십시오.
불가능 하다면, API 분류중 GL-5 밑의 등급인
SAE 90 하이포이드 기어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안전 라벨 위치
연료탱크나 엔진에 붙어있는 모든 라벨의 내
용을 숙지하고 따르십시오.

엔진이나 연료탱크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관하십시
오. 어떤 이유에서도 라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WARNING

8 AVERTISSEMENT
ADVERTENCIA
To avoid fuel leakage and fire :
• Tighten air vent screw
before tilting up or
carrying motor.
• Drain fuel completely
from carburetor before
laying motor on its side.
• See owner’s manual for details.
Pour éviter les fuites de carburant
et le feu :
• Serrer la vis de l’évent d’air avant de
basculer ou de déplacer le moteur.
• Vidanger le carburant du carburateur
complètement avant le renversement
du moteur sur le côté.
• Pour plus de détail, voir le manuel
du propriétaire.
Para evitar fugas de combustible e
incendios :
• Apriete el tornillo del orificio de
ventilación antes de volcar o
transportar el motor.
• Vacíe por completo el combustible
del carburador antes de tumbar el
motor sobre un costado.
• Consulte el manual del propietario
para más deta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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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위치
에어 벤트 나사
스타터 그립
초크 손잡이

스로틀 텐션
조절기
스로틀
컨트롤 그립

연료 코크 레버

콤비네이션 비상정지
스위치 & 정지버튼

시프트 레버
파일럿 물 구멍

클램프 나사

아노드
기어오일 레벨 플러그
물 흡입 구멍
기어오일 드래인 플러그

오일 레벨 표시 창
스티어링 텐션 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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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설치
 경고

엔진을 트랜섬위의 정중앙에 클램프 브라켓
나사를 손으로 번갈아가며 조이면서 설치하
십시오. 엔진이 정 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운항중 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 질수있습니
다.

과도한 마력의 엔진을 설치할 경우 선체의 안전
이나 작동 및 운항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트의 선체 손상이나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트제조사가 추천하는 마력을 초과하는 선외기
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적절한 트랜섬 높이는 엔진성능에 매우 중요
중요합니다. 트랜섬이 높은 상태로 엔진이 설
치되면 프로펠러가 물에 잠기지않아 마력소모
나 엔진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트랜섬이 낮은
상태로 엔진이 설치되면 물 바닥을 훓거나 엔
진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엔진을 완전히 내리고 장착했을 때 보트의 밑
부분에서 케비테이션 방지판이 0~25 mm(0~1.0
인치)범위값 사이에 오게 설치하십시오.

엔진설치 후 스티어링과 틸트움직임에 보트
부분이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엔진이 트랜섬에 완전히 장착되지 않으면 엔진
이 운항중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트와 클램프브라켓 구멍사이를 튼튼한 밧줄이
나 케이블로 고정하십시오.
수시로 클램프 나사의 조임상태를 확인하십시오.

0 – 25 mm

공지
케비테이션 방지판이 물위에 올라오면 엔진과
열 이나 선외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절대 케비테이션 방지판이 물위에 올라온 상태
로 운항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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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선택 및 설치

프로펠러 설치

 경고
프로펠러 선택
보트의 운항성향에 따라 적절한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풀 스로틀
일때 엔진의 속도는 프로펠러와 연관있습니
다. 과도한 엔진속도는 엔진에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풀 스로틀일때 낮은
엔진속도는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재물의 양에 따라 프로펠러를 선택해야 합
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적재물 일 경우 큰
피치의 프로펠러를 사용합니다. 무거운 적재
물일 경우 작은 피치의 프로펠러를 사용합 니
다. 스즈끼 공식대리점에서 적절한 프로펠 러
선택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프로펠러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으면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프로펠러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 엔진의 중립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정지 스위치
락 플랫을 제거하여 엔진이 시동되는 것을 방
지하십시오.
• 장갑으로 손을 보호한 상태에서 프로펠러 날
개와 안티케비테이션 판 사이에 나무블럭을
위치시켜 프로펠러를 교체하십시오.

두가지 타입의 하부가 있으므로 각 하부에 맞
는 적절한 프로펠러를 설치하십시오.

공지
과도하게 크거나 작은 피치의 프로펠러를 설치
할 경우 부정확한 최고 엔진속도가 발생하며,
이로인해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즈끼 공식대리점에서 적절한 프로펠러 선택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적재물을 최소한으로 실고 풀 스로틀로 보트
를 운항할때, 엔진속도를 측정하는 속도계를
사용하면 적절한 프로펠러 선택이 용이합니다
적절한 프로펠러를 선택했다면, 다음의 범위 값
의 엔진속도가 나와야합니다.
풀 스로틀
작동 범위

5 250 – 5 750
r/min. (min-1)

만약 범위값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스즈끼 공
식대리점과 상담하여 프로펠러를 선택하십시
오.

10

프로펠러를 설치할 때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
오:

알류미늄 프로펠러 모델
1. 부식방지를 위해 프로펠러샤프트 스프린1
에 스즈끼 방수그리스를 바르십시오.
2. 스토퍼2를 샤프트에 위치시키십시오.
3. 프로펠러3를 프로펠러 샤프트에 밀어 넣
으십시오.
4. 프로펠러 너트4를 조이십시오.
커터핀5을 샤프트 구멍에 삽입하고 빠지
지않도록 끝을 구부리십시오.

조절
트림각 조절
운항의 안정성과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그림
과 같이 트림각을 유지하십시오. 적절한 트림
각은 보트와 엔진, 프로펠러와 운항 상황의
조합으로 결정하십시오.

• 트림각이 좁음

위의 조립순서의 역순으로 분해하십시오.
• 트림각이 넓음

• 적절한 트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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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각을 조절해야 한다면 테스트 운항을 하
십시오.
트림각 조절 방법:
1. 틸트를 최대로 올려 고정하십시오.
(틸트 업 락 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락너트1을 너트2가 고정되있는 동안 반시
계방향으로 푸십시오. 너트2를 푸십시오.

 경고
트림 각은 조정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트림 각이 낮다면 보트의 선수가 들릴 수 있습
니다. 트림 각이 높다면, 보트가 위,아래, 또는
양쪽으로 흔들 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트림 각은 조정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트림 각을 보트와 엔진, 프로펠러와 운항
조건을 조합하여 적절히 유지하십시오.

 경고
만약 틸트 핀이 없으면, 운항중 엔진조타를 예
상대로 조절 할수 없습니다.
3. 스페이서3 와 틸트 핀4을 스위벨 브라켓
양쪽으로 최대한 바깥으로 당기십시오.

틸트 핀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을 하지 마십시오.

조타 장력 조절
엔진 조타가 느슨하거나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조타 장력 조절기를 통해 조타
움직임을 조절 할수 있습니다.

4. 틸트 핀을 원하는 구멍에 위치시키십시오.
5. 스페이서3 와 틸트 핀을 4 삽입 한 후
너트2 와 락 너트 1을 조이십시오.
6. 하부를 내리십시오.
하부를 내릴때, 핀을 보트 앞쪽으로 움직이십
시오. 하부를 올릴때, 핀을 보트 뒤쪽으로 움
직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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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 장력을 높이려면, 조타 장력 조절기(A)
를 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조타장력을 낮추
려면, 조타 장력 조절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
리 십시오.

스로틀 장력 조절
스로틀 컨트롤 손잡이의 장력을 운항자의 습
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장력을 높이
려면, 스로틀 장력 조절기(A)를 시계방향으
로 돌리십시오. 장력을 낮추려면, 스로틀 장
력 조절기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

3. 스타터 손잡이를 벗기십시오.
4. 모터커버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5. 로프의 끝을 스타터 손잡이 홀더에 설치
하십시오.
6. 로프안의 매듭을 푸십시오.

아이들 속도 조절
아이들 속도를 대리점을 통해 조절 할수 있
습니다. 아이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면, 다
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DF2.5의 모터 커버는 리코일 스타터 손잡이의
홀더로 사용됩니다. 아이들 속도 조절은 스즈
끼 공식대리점을 통해 하시길 추천합니다. 스
타터 손잡이를 처음 분해했을 경우, 모터커버
가 완전히 분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 7. 엔진을 시동하십시오. (엔진 시동 부분
참고)
습니다. 따라서,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8. 5분동안 엔진 예열을 하십시오.
1. 모터커버를 느슨하게 분해하십시오.
2. 리코일 릴안에 스타터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모터커버 안쪽에 로프를
매 듭지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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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엔진이 중립인지, 스로틀 컨트롤 손잡이가
완전히 닫혀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0. 아이들 조절 나사A 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아이들 속도를 높이거나,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아이들 속도를 낮추십시오.
11. 엔진시동을 끄십시오.

틸팅 시스템 작동
틸트 업 락 암
틸트 업 락 암은 엔진을 끝까지 올렸을때 사
용됩니다.

 경고
엔진을 올렸을 때, 예방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연료의 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장형 연료탱크 일 경우, 연료 코크 레버를 오
른쪽(off 위치)으로 돌리고, 에어 벤트 나사를
엔진을 올리기전에 조이십시오.

아이들 속도
(중립 일때)

1800 – 2000
r/min. (min–1)

12.모터커버를 1 에서 6번 절차의 반대순서로
재설치하십시오.
OFF

참고:
아이들 속도가 수치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스즈기 공식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풀 틸트 업 포지션
엔진을 완전히 올렸을 때 고정한 위치:

 경고
마운팅 브라켓이나 엔진 밑에 손이 들어가면,
엔진이 미끄러져 내려올 때, 손에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엔진을 올리거나 내릴 때, 손을 마운팅 브라켓
이나 엔진 밑에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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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립"위치로 돌리십시오.
2. 리버스 스러스트 스토퍼(A)를 느슨하게
한 후 엔진을 정면으로 돌리십시오.

4. 엔진 로워 커버뒤를 손으로 잡고 엔진을 완
전히 올리면, 틸트 업 락 암(1)에 의해 엔진
이 고정됩니다.

3. 연료 코크 레버를 오른쪽(off 위치)로 돌
리고, 연료 필터 캡위의 에어 벤트 나사를
조이십시오.

공지

 경고

만약 스로틀 손잡이를 엔진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면 손잡이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엔진을 올렸을 때, 예방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연료의 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스로틀 손잡이를 엔진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장형 연료탱크 일 경우, 연료 코크 레버를 오른쪽
(off 위치)으로 돌리고, 에어 벤트 나사를 엔진을
올리기전에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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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내리기 위해, 엔진을 살짝 들어올린
상태에서 틸트 업 락 암(1)을 당긴 후, 엔진
을 조심스럽게 내리십시오.

운항전 점검
 경고
운항전 보트와 엔진을 점검하지 않으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운항전 항상 이 부분에 명시된 검사를 실시하십
시오.
비상 상황에 대응하거나 보트나 엔진이 좋은
상황으로 유지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
를 담고 있습니다.
운항전 다음의 사항을 항상 체크하십시오:

• 운항에 충분한 연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료 용량: 0.9 L (0.24/0.20 US/Imp. gal.)

공지
틸트 업 락 암이 엔진이 완전히 올라간 상태로
고정되 있을 때 견인중이라면, 틸트 업 락 암
이 풀려 엔진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트를 견인할 때는 엔진이 완전히 올라간 상
태로 틸트 업 락 암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 엔진오일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공지
엔진오일이 충분하지 않다면 엔진에 심각한 영
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항 전,후 엔진오일 잔량을 체크하여 필요하다
면 보충하십시오.

엔진오일 체크 방법:

참고:
부정확한 엔진오일 잔량 체크를 피하기 위해,
엔진이 식은 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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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진을 수직으로 놓으십시오.
2. 오일 레벨 검사 창(1)을 통해 엔진오일 레
벨을 확인하십시오.
오일은 항상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있어
야 합니다.

2. 오일 필터 캡4을 제거하십시오.

상한선
하한선

3. 규정된 엔진오일을 상한선 까지 보충하십
시오.

참고:

상한선
하한선

만약 엔진오일이 오염이나 변색되었다면, 새
엔진오일로 교환하십시오.(점검 및 유지보수/
엔진 오일 부분 참고)
창1 을 보면서 엔진오일을 상한선 까지 보충
하십시오.

엔진오일 보충 방법:
1. 엔진 커버 잠금 장치(2).(3)을 풀어 제
거하 십시오.

공지
엔진오일이 과도한 상태에서 운항하면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엔진오일을 보충하지 마십시오.
4. 오일 필러 캡을 꽉 조이십시오.
• 프로펠러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
십시오.
• 엔진이 트랜섬에 정확히 고정되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틸트 핀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스타터 로프가 낡았거나 닳았는지 확인하십
시오.
• 비상용품이 구비되었는지, 보트가 이상이 없
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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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길들이기
엔진 길들이기 기간중 적절한 엔진사용은 엔
진수명과 성능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의 가
이드라인은 적절한 엔진 길들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지
다음의 엔진 길들이기 절차를 하지 않으면 엔
진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대로 엔진 길들이기를 반드시 진행
하십시오.

길들이기 시간: 10 시간
길들이기 절차
1. 첫 2 시간:
5분동안 아이들 상태로 엔진 예열을 하십
시오.

공지
충분한 엔진 예열없이 고속으로 운행하면 피스
톤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운행하기 전에 5분동안 충분히 엔진
예열을 하십시오.

엔진예열 후, 아이들 속도나 인-기어상태
에서 가장 낮은 속도로 15분 동안 운행하
십시오.
남은 1시간 45분동안 운항여건이 된다면, 1/
2(반) 스로틀(3000rpm)로 운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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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스로틀을 올리
지 마십시오. 벗어난 상태로 운항했다면 즉시
명시된 범위안으로 스로틀을 내리십시오.
2. 다음 1시간:
안전한 운항여건이 된다면, 엔진을 인-기어
상태로 4000 rpm 또는 3/4 스로틀로 운항하
십시오. 스로틀을 완전 개방상태(풀 스로틀)
상태로 운항하지 마십시오.
3. 남은 7시간:
안전한 운항여건이 된다면, 엔진을 인-기어
상태에서 원하는 엔진속도로 운항하십시오.
스로틀을 가끔씩 완전개방상태(풀 스로틀)
로 운항 하십시오. 그러나 풀 스로틀로 5
분 이상 운항하지 마십시오.

공지
7시간의 엔진 길들이기 기간동안 5분이상 연속
적으로 풀 스로틀 상태로 운항하면 피스톤 고착
같은 엔진이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7시간의 엔진 길들이기 기간동안 풀 스로틀로
5분이상 운항하지 마십시오.

작동

4. 엔진이 "중립"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엔진을 시동하기 전
1. 엔진이 충분히 물에 잠겨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2. 연료탱크캡에 있는 에어 벤트 나사를 반시
계 방향으로 돌려 여십시오.

 경고

3. 연료 코크 레버를 왼쪽으로 돌리십시오.

DF2.5 엔진은 스타트-인-기어 예방시스템이 없
습니다. 따라서 시프트레버가 "중립" 에 있지
않다면 엔진 시동 후 갑자기 보트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하기전 시프트 레버가 "중립" 위치
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락 플랫A이 제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정지스위치 끈을 신체의 일부분에 붙
이십시오.

참고:
연료 코크 레버를 왼쪽으로 돌리면 연료는
내장형 탱크에서 엔진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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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비상정지스위치 끈이 적절히 붙어있지 않거나
적절한 예방없이 비상정지스위치가 작동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비상상황시 운항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부상이나 사망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방조치를 이행 하십시오:
• 비상정지스위치 끈이 운항자의 손목이나 의
복(벨트 등)에 적절히 부착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에 장애물의 방해나 제
한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정상적인 운항중 비상정지스위치 끈이 풀리
거나 락 플랫이 운항중 빠지지 않다록 주의
하십시오. 엔진이 운항중 갑자기 멈추면 이
를 예상하지 못한 운항자 및 동승자가 앞으
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예비 플라스틱 락 플랫은 일시적인 사용에 국
한됩니다. 비상정지 스위치 끈에 달려있는 락
플랫은 제거하여 보트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만약 비상정지스위치 끈/락 플랫
뭉치를 분실하였다면 비상정지스위치의 정상
적인 작동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교
체 하십시오.

엔진 시동

 경고
배기가스는 검출하기 힘든 무색,무취의 유해물
질인 일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산화
탄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험
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실내나 밀폐된 장소에서 절대 시동하지
마십시오.

참고:
만약 엔진시동에 실패하였다면 비상정지스위
치 락 플랫을 체크하십시오. 락 플랫이 제위
치에 없다면 엔진은 시동되지 않습니다.

1. 엔진이 차가울 경우:
초크 손잡이1를 완전히 당기십시오.스로
틀 컨트롤 손잡이를 화살표2와 (A)위치로
정렬하십시오.

엔진이 따뜻할 경우:
스로틀 컨트롤 손잡이를 화살표2와 (A)위
치로 정렬하십시오. 초크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참고:
예열된 엔진을 재시동할 때 초크를 사용하십
시오. 만약 엔진이 따뜻할 때 시동이 잘 걸리
지 않는다면 엔진이 차가울 경우의 시동절차
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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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항이 느껴질때까지 스타터손잡이를 단단
히 잡고 천천히 당기십시오. 간섭이 느껴질
때 재빨리 로프를 당기십시오. 로프를 당길
때 로프를 놓치지 마십시오. 로프가 천천히
감길때까지 로프를 잡으십시오.

냉각수 체크
엔진 시동 후 파일럿 워터 구멍(1)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워터펌프와 냉각시스템이 정상
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일럿 워터 구멍에서 물이 나오지않으면 엔
진을 바로 정지시키고 스즈끼 공식대리점 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DF2.5 엔진은
니다. 따라서
면 엔진 시동
니다. 이러한
습니다.

스타트-인-기어 예방시스템이 없습
시프트레버가 "중립"에 있지않다
후 갑자기 보트가 움직일 수 있습
상황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

엔진 시동을 하기 전 시프트레버가 "중립"위치
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지
만약 엔진 시동이 걸린 후 스타터 손잡이를 당
기면 스타터시스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지
파일럿 워터 구멍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
로 운항하면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 후 파일럿 워터 구멍에서 물이 나오
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비상정지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후 스타터 손잡이를 당기지 마십시오.
시동을 끄기전 비상정지 스위치가 제대로 작
동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시동후 스로틀 컨트롤 그립을 아이들 상태
로 맞추십시오.
4. 초크 손잡이를 넣으십시오.

참고:
추운 날씨일 경우, 초크손잡이를 열어 시동
후 빠른 시간내 닫고 엔진을 예열하십시오.
5. 엔진이 예열되는 시간은 5분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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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시동
스타트 시스템의 결함으로 시동을 걸 수 없
는 상황일때, 비상시동 절차를 통해 엔진시
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엔진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3. 리코일 스타터를 고정하는 볼트를 분해하
십시오.

 경고
로프로 시동을 할때 전기장치에 접촉하면 심각
한 전기쇼크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로프로 시동을 할때 이그니션 코일, 스파크 플
러그 배선등 전기장치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스타트 시스템 결함일때 시동거는 방법:
1. 시프트레버를 "중립"에 놓으십시오.

4. 리코일 스타터 어셈블리를 들어올리십시오.
리코일 스타터를 제거하는데 사용됐던 볼
트를 사용하여 연료탱크를 조이십시오.
5. 공구키트에 있는 비상 스타터 로프의 한쪽
끝에 매듭을 묶으십시오. 공구키트에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 핸들 주위에 다른쪽 끝을
묶으십시오.
6. 풀리 노치에 로프의 매듭끝을 걸고 시계방
향으로 로프를 감으십시오.
7. 비상정지 스위치 락 플랫을 제위치에 놓으
십시오.
8. 정상적인 시동절차대로 비상 스타트 로프를
재빨리 당기십시오.

 경고
DF2.5 엔진은 스타트-인-기어 예방 시스템이 없
습니다. 따라서 시프트레버가 "중립"에 있지 않
다면 엔진 시동 후 갑자기 보트가 움직일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하기 전 시프트 레버가 "중립"위
치 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시동 후 리코일 스타터 어셈블리나 모터커버를
재설치할 경우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시동 후 리코일 스타터 어셈블리나 모터커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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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움직이는 많은 부품으로
인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손,머리카락,옷 등을 엔진으로
부터 멀리하십시오.

참고:
스타트 시스템을 되도록 빨리 수리하십시오.
비상 시동 절차대로 엔진을 지속적으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기어변환 및 속도 조절

공지
엔진이 시동되기전에 기어를 변환하면 변환
메커니즘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전에 기어를 변환하는 것을 피하십
시오.
기어변환
기어를 “FORWARD(전진)”으로 바꾸기위해
스로틀 컨트롤 손잡이를 아이들 위치에 놓
고 시프트레버를 앞으로 당기십시오.

중
Neutral

Forward

속도 조절
기어변환 후,스로틀 컨트롤 손잡이를 돌려
엔진 스피드를 조절하십시오.

가속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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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작동

엔진 정지

후진 방향 작동 방법:

참고:

1. 스로틀 컨트롤 손잡이를 아이들 위치에
놓으십시오.
2. 엔진을 스티어링 핸들로 돌리고 핸들을
운항자 쪽으로 돌리십시오.

비상상황시 엔진을 정지하려면, 비상정지 스
위치 락 플랫을 비상정지 스위치로부터 뽑으
십시오.

180˚

엔진 정지 방법:
1. 스로틀 컨트롤 손잡이를 아이들 위치에 놓
으십시오.
2. "중립"으로 변환하십시오.
3. 풀 스로틀로 운항하였다면, 아이들이나 저
속에서 몇분간 엔진을 식히십시오.
4. 정지 버튼A을 눌러 엔진 시동을 정지시키
십시오.

3. 엔진을 저속으로 운항하십시오.

공지
만약 선외기 가 바닥을 칠 경우, 선외기와 보
트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엔진이 후진
으로 운항중 바닥을 칠 경우, 진동으로인해 보
트 트랜섬과 엔진, 보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 다.
5. 엔진정지 후 연료코크 레버를 잠그십시오.

후진으로 운항 할때는 특히 더 엔진이 바닥을
치지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경고
엔진이 정지하고 연료코크레버를 열어 둘 경우
연료가 누유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정지하고 보관할 경우, 연료코크레버를
항상 잠그십시오.

6. 연료탱크 캡 위에 있는 에어 벤트 나사를
잠그십시오.

참고:
비상정지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
인하려면 아이들 속도에서 락 플랫을 뽑아 엔
진이 정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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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

해수에서 작동

얕은 물에 보트를 정박하거나, 엔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수에 의한 부식이나
물 밑의 장애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 에서 엔진을 돌어올리 십시오.
"틸트 업 락 암" 부분을 참고하여 엔진을 올
리십시오.

해수에서 엔진을 작동하였다면, "물 통로 플
러싱" 부분의 설명을 참고하여 깨끗한 물로
물 통로를 세척하십시오. 물 통로를 세척하지
않는다면, 염분부식으로 인해 엔진수명이 단축
될수 있습니다.

공지
부적절한 정박은 엔진이나 보트등에 손상을 야
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부두 벽, 교각, 다른 선박에 묶어 보관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추운 날씨에서 작동
추운 날씨에서 엔진을 사용할 경우 항상 하부
가 물에 잠기게 사용하십시오. 물에서 엔진을
뺄 경우 냉각수가 완전히 빠지도록 엔진을 수
직으로 세우십시오.

공지
추운 날씨에 냉각수가 물 통로에 남아있는 상태
로 보관한다면, 냉각수가 얼어 팽창하여 선외기
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 운항
얕은 물에서 엔진을 사용할 경우, 항상 저속
에서 운항하십시오.

공지
얕은 물에서 운항 중 적절한 예방이 안됐다면
선외기나 보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엔진이 물에 있다면, 항상 하부가
물에 잠기게 하십시오. 추운 날씨에서 엔진을
보관하려면 엔진에 남아있는 냉각수가 완전히
빠지도록 수직으로 엔진을 세우십시오.

만약 모터가 바닥을 칠 경우, 선외기나 보트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엔진이 후진으로
바닥을 칠 경우, 진동으로인해 보트 트랜섬과
엔진, 보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
진으로 운항 할 때는 특히 더 엔진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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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탈거 및 운반
엔진 탈거
1. 엔진이 완전히 정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2. 연료 코크레버를 잠그십시오.
3. 내장형 탱크 캡과 에어밴트 나사를 잠그십
시오.
4. 카뷰레터에 있는 연료를 다음의 절차대로
빼십시오:
(1)엔진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2)카뷰레터 드래인 나사A를 풀러 연료를
적당한 용기에 담으십시오.

5. 클램프 나사를 푸십시오.
6. 트랜섬에서 엔진을 올리십시오.
7. 엔진을 수직으로 세워 냉각수를 배출하십
시오.
8. 로워 커버 핸들을 잡고 운반하십시오.

엔진 운반
엔진을 수평이나 수직방향으로 운반하십시
오.

수직 운반:

 경고
휘발유는 가연성이 강한 액체입니다. 이로인해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출된 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휘발유
를 화기에서 멀리하십시오.

(3)연료를 빼고 드래인 나사를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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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 핸들을 올린 후 캐리어의 클램프 브라켓
에 두개의 클램프 나사로 엔진을 고정하십시
오.

수평 운반:

공지

그림과 같이 틸러 핸들을 올린 후 포트면이
아래로하여 케이스 보호판에 엔진을 눕히십
시오.

부적절한 운반은 엔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 외부케이스의 손상이나 배기포트를 통해 오일
이나 물이 실린더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림
과 같이 엔진을 눕히지마십시오.
• 냉각수가 배기포트를 통해 실린더로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냉각수
를 완전히 배출 후 엔진을 눕히십시오.

부적절

공지

 경고
누출된 연료나 연료의 증기는 화재나 건강상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십시오:
• 보트에서 엔진을 탈거하거나 선외기와 보트를
운반하기전에 카뷰레터와 연료라인에 남아있
는 연료를 빼십시오.
• 절대로 연료를 배출하지 않고 엔진을 측면으
로 눕히지 마십시오.
• 엔진을 화기에서 멀리하십시오.
• 누출된 연료는 즉시 닦으십시오.

엔진 하부가 파워헤드보다 높은 상태에서 엔진
을 보관하거나 운반할 경우 냉각수가 파워헤드
에 들어가 엔진 고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엔진하부를 파워
헤드보다 높은 상태로 눕히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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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유지보수
유지보수 스케쥴
정기적으로 선외기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엔진 수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스케쥴 표를 따르십시오. 유지보수 간격은
숫자, 시간, 개월 수 중 먼저 도래하는 것으
로 하십시오.

 경고
배기가스는 검출하기 힘든 무색, 무취의 유해
물질인 일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산
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실내나 밀폐된 장소에서 절대 시동하지
마십시오.

간격
목록

첫 20 시간
또는 1 개월

매 100 시간
또는 12 개월

매 200 시간
또는 12 개월

매 300 시간
또는 36 개월

스파크 플러그

-

I

-

-

배출구/연료라인

I

I

엔진오일

–
–

기어오일

R
R

–
–

R

–

–

윤활

I

I

–

–

아노드 (외부)

I

I

–

–

* 아노드 (실린더 블럭/
실린더 헤드 내부)

–

I

–

–

* 연료필터

–

I

–

–

* 점화 타이밍

–
I

I
–

–

*카뷰레터

–
I

* 아이들속도

I

–
–

I

–

I

–

–

I

–

* 밸브 간극

R

–

* 워터 펌프

I
–

* 워터 펌프 임펠러

–

–

I

R

* 프로펠러핀/너트

I

I

–

–

* 볼트/너트

T

T

* 써머스탯

–

I

–
–

–

I: 점검 및 세척, 조절, 윤활, 또는 교체 T: 조임 R: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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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부적절한 유지보수나 명시된 유지보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엔진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유
지보수 스케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
험이나 장치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있는 표를 참고하여 엔진을 관리하십시오.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목록은 반드시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서 점검받으십시오. 나머지 목록
은 정비경험이 있다면 다음 부분에 나오는 그림
을 참고하여 엔진을 유지보수하십시오. 만약 유
지보수를 하는 중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면 스
즈끼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여 조치받으십시오.

공지
표에 있는 유지보수기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엔진을 사용할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엔진을
해수나 얕은 물 또는 풀 스로틀 상태로 자주
사용할 경우 표에있는 스케쥴보다 더 자주 엔
진을 유지보수 하십시오. 만약 명시된 유지보
수 스케쥴보다 자주 엔진을 점검받지 않으면
엔진 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 작업환경에 따른 유지보
수 기간을 상담받으십시오. 만약 부품을 교환
할 경우 스즈끼 공식 대리점은 순정부품을 추천
할 것입니다.

 경고
유지보수 스케쥴을 지킬 경우 운항자 및 동승
자가 사고에 빠질 위험을 줄여 줍니다.
모든 점검 및 유지보수 사항을 주의깊게 읽고
따르십시오. 정비경험이 없다면 엔진의 유지보
수를 직접 하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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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플러그

공지

엔진에는 "표준" 스파크 플러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표준

NGK CR6HSA

공지
비저항 타입의 스파크 플러그는 보트에 있는 전
기적 장비나 악세사리에의해 점화불량등의 문제
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항 타입의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십
시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스파크 플러그는 밝은
갈색입니다. 만약 표준 스파크 플러그가 작
동에 적합히지 않다면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부적절한 스파크 플러그 사용이나 과도하게 스
파크 플러그를 조이면 엔진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잇습니다.
• 지정된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엔
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
정된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십시오. 만약
지정된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스파크 플러그 설치방법;
최대한 손으로 조인 후 지정된 토크값이나
각도로 스파크 플러그를 조이십시오.
토크 값
1.0 – 1.2 kg-m (7.2 – 8.7 lb-ft)
각도
새 플러그

1/2 – 3/4

재사용 플러그

1/12 – 1/8

• 실린더 헤드의 알류미늄 나사산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지정된 토크나 각도 이상으로 조이
지 마십시오.

스파크 플러그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유지보수
스케쥴표에 따라 스파크 플러그를 청소하거나
간극을 조절하십시오. 브러쉬나 스파크 플러
그를 사용하여 스파크 플러그의 카본을 제거
한 후 다음의 표에 나와있는 수치로 간극을
조절 하십시오:
스파크플러그 간극

30

0.6 – 0.7 mm
(0.024 – 0.028 in.)

 경고
연료누유는 화재 및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를 야
기할 수 있습니다.
연료라인에 팽창, 누수, 균혈이 의심된다면, 스
즈끼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엔진오일

 경고
엔진이 시동중일때 엔진오일을 교체할 경우 심
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을 교체할 경우 엔진 시동을 끄십시오.
1. 과도한 마모
4. 부식

2. 파손
5. 침착

3. 녹슴
6. 산화

참고:
위의 그림처럼 스파크 플러그가 변형되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하십시오. 교체하지 않으면 연
비저하, 시동불량 등 엔진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지
과도한 적재는 엔진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
다. 적재물을 과도하게 적재할 경우 엔진오일
을 자주 교체하지 않는다면 엔진의 손상을 야
기 할수 잇습니다.
과도하게 적재하는 환경에서는 엔진오일을 자주
교체하십시오.

브리더 호스와 연료라인

엔진오일 교환

브리더 호스와 연료라인에 팽창, 누수, 균
혈이 있 는지 점검하십시오. 손상이 있다면
교체하십 시오. 만약 교체를 해야한다면 스
즈끼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할 경
우 엔진오일을 엔진에서 완전히 빼는데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엔진오일 교환방법:
1. 엔진을 수직으로 세우고 엔진 커버를 분해
하십시오.
2. 오일필러 캡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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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7. 운항전 점검 부분을 참고하여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엔진오일 온도가 높으면 드래인 플러그를 풀
때 손에 화상을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상한선
하한선

드래인 플러그를 제거하기 전 드래인 플러그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제거하십시오.
3. 드래인팬을 드래인 플러그 밑에 위치시키
십시오.
4. 드래인 플러그와 가스켓을 분해한 후 엔진
오일이 완전히 배출될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참고:
정확한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 엔진
이 완전히 식은 후 오일레벨을 확인하십시오.
8. 오일필러 캡을 재설치하십시오.

 경고

5. 엔진오일을 완전히 배출한 후, 가스켓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플러그를 잠그십시오.

공지
가스켓을 재사용할 경우 누유로 인해 엔진손상
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스켓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가스켓을
새것으로 교체하십시오.
6. 규정된 엔진오일을 상한선까지 채우십시오.
오일 용량: 0.3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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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
우 피부암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짧은 노출에도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엔진오일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곳에 보
관하십시오.
• 긴 소매의 옷과 방수장갑을 착용하고 오일을
취급하십시오.
• 피부에 노출되었다면 비누로 씻으십시오.
• 엔진오일에 노출된 옷이나 헝겊은 항상 세탁
하십시오.

참고:
엔진오일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땅이나 물 또는 일반쓰레기에 엔진오일을 버리
지 마십시오.

기어오일
기어오일 레벨을 체크하기위해, 상부 오일 레
벨 플러그를 제거한 후 구멍을 통해 기어오일
양을 체크하십시오. 오일레벨은 구멍의 아래
쪽 가장자리까지 있어야합니다. 만약 오일레
벨이 낮다면 구멍의 아래쪽 가장자리까지 오
도록 보충한 후 플러그를 재설치하십시오.

기어오일 교환방법:
1. 엔진을 수직으로 세우십시오. 하부밑에 드
래인팬을 위치시키십시오.
2. 기어오일 드래인 플러그 1를 제거한 후,
기어오일 레벨 플러그2를 제거하십시오.

 경고
기어오일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 될 경
우 피부암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짧은 노출에도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기어오일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긴 소매의 옷과 방수 장갑을 착용하고 오일
을 취급하십시오.
• 피부에 노출되었다면 비누로 씻으십시오.
• 기어오일에 노출된 옷이나 헝겊은 항상 세탁
하십시오.

참고:
엔진오일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땅이나 물 또는 일반쓰레기에 엔진오일을 버리
지 마십시오.

공지

3. 오일이 완전히 배출된 후, 상부 구멍에서
오일이 비출때까지 규정된 기어오일을 주
입하십시오. 약 70ml의 기어오일이 필요
합니다.
4. 기어오일 레벨 플러그(2)를 조이십시오.
기어오일이 흐르지않도록 기어오일 드래인
플러그(1)를 빠르게 조이십시오.

만약 프로텔러 샤프트가 회전하고 있을때 줄이
감긴다면 프로펠러 샤프트 오일씰 손상으로 물
이 유입되어 기어케이스의 심각한 손상을 일으
킬수 있습니다.
기어오일이 우유빛깔을 보인다면 물이 유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시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여 조치받으십시오. 유입의 원인이 해결
되어 오일을 교체하기전까지 절대 선외기를 작
동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어오일 보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4.단
계를 실행하여 기어오일을 보충한 후 10분 후
오일레벨을 체크하십시오. 오일레벨이 낮다면
기어오일을 적당한 레벨까지 보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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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

아노드

적절하게 윤활을 하면 엔진의 부드러운 작동
뿐만아니라 부품의 사용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다음의 표는 윤활이 필요한 부위와 적잘한 윤
활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즈끼엔진은 아노드에의해 외부부식을 방지
합니다. 아노드는 전해를 제어하고 부식을 방
지합니다. 아노드는 부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부식됩니다. 아노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2/3 이상 부식되었다면 교체하십시오

위치

클램프 나사

윤활제

마린 방수
그리스

공지
만약 아노드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지않는다면,
물에 잠겨있는 알류미늄 표면(기어케이스등)
이 전기적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

마린 방수
그리스
(그리스 건)

스위벨 브라켓

참고:
스위벨 브라켓 니플에 그리스를 주입하기 전
엔진을 최대한 올리십시오.

• 아노드가 부식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십
시오.
• 페인트는 부식방지효과를 저하시키므로 아노
드에 칠하지마십시오.
• 부식방지 역할을 유지하기위해 주기적으로
아노드에 붙은 이물질을 와이어 브러시를 사
용하여 제거하십시오.

참고:
실린더 블럭/실린더 헤드에 부착되있는 아노
드를 점검하거나 교체하려면 스즈끼 공식 대l
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연료필터
연료필터를 주기적으로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
서 점검 받으십시오. 연료필터 점검주기는
매 100시간(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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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립”을 확인하십시오.
2. 프로펠러 선택 및 설치 부분을 참고하여
프로펠러를 엔진에서 분해하십시오.

물 통로 세척
진흙이 많은 곳이나 해수에서 운항하였다면,
운항 후 물 통로와 엔진외부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합니다. 만약 물 통로를 세척하지않
는다면 염분에 의해 엔진이 부식되어 엔진수
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물 통로를 다음의
지시대로 세척하십시오.

3. 200 리터 이상의 드럼통에 엔진을 설치하
십시오.

엔진 시동 - 수직 위치
다음 방법을 참고해 물 통로를 세척하십시오.

 경고
배기가스는 검출하기 힘든 무색, 무취의 유해
물질인 일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산
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실내나 밀폐된 장소에서 절대 시동하지
마십시오.

 경고
물 통로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다면 부식으로
인해 엔진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그림의 수위만큼 드럼통에 깨끗한 물을
채우십시오.
5. 5분동안 아이들 상태로 엔진을 시동하십
시오. 시동하는 동안 몰 통로에 남아있는
염분이 배출 될 것입니다.
6. 엔진 시동을 정지시키십시오. 드럼통에서
엔진을 빼고 냉각수가 완전히 배출될때까
지 엔진을 수직으로 위치시키십시오. 프로
펠러 선택 및 설치 부분을 참고하여 프로
펠러를 재설치하십시오.
7. 엔진의 외부를 세척한 후, 자동차 왁스로 엔
진외부 마감부위를 바르십시오.

물 통로를 세척할 때 다음의 예방조치를 취하
십시오:
• 엔진이 "중립"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기어가 변속되있다면, 프로펠러 샤프트
가 회전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척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엔진이 선체나
기타 거치대에서 풀리지 않도록 클램프 나
사를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 엔진 시동 중 어린이가 주위에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공지
엔진이 시동 후 15초동안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냉각시스템의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엔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 엔진시
동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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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엔진

공지

엔진이 사고로 물에 침수되었다면 부식방지를
위해 가능한 빠르게 조치받으십시오. 엔진이
침수 되었다면 다음의 절차대로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1. 가능한 빠르게 엔진을 물에서 올리십시오.
2. 깨끗한 물로 염분, 진흙, 해초등을 제거하
십시오.
3. 스파크 플러그를 제거 하십시오. 플라이
어 휠을 손으로 돌려 스파크 플러그 구멍
에서 실린더 내부의 물을 배출시키십시오
4. 엔진오일에 물이 유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만약 물이 유입되었다면 오일 드래인
플러그를 풀어 오일을 빼십시오. 오일을
배출 후 오일 드래인 플러그를 조이십시오.
5. 카뷰레터와 연료라인에서 연료를 빼십시오.

 경고
휘발유는 가연성이 강한 액체입니다. 만약 화
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
니다.
휘발유를 가연성 물체로부터 떨어트려 보관하
십시오. 불필요한 연료를 적절하게 폐기하십시오.
6. 카뷰레터와 스파크 플러그 구멍안에 엔진
오일을 부으십시오. 비상 시동 로프나 리
코일 스타터를 당겨 엔진 내부 부품을 오
일로 코팅 하십시오.

공지
엔진의 시동을 시도할때 마찰이나 저항이 걸릴
경우 반복적인 시동 시도는 엔진에 심각한 손
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시동을 시도하는 중 마찰이나 저항이 걸
릴 경우, 시도를 중지하고 원인을 찾을때까지
엔진 시동을 하지마십시오.

7. 가능한 빠르게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 연락
하여 엔진을 조치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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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에 물이 섞여있는 상태로 작동한다면 엔진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 연료탱크가 침수되었다면 물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관 절차
엔진 보관
엔진을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보관전 스
즈끼 공식 대리점에 상담하십시오. 만약 스
스로 보관을 준비중이라면 다음의 절차를 따
르십시오:

8. 연료탱크 위에있는 에어 벤트 나사를 조이
십시오.
9. 윤활 부분을 참고하여 지정된 부위에 윤할
을 하십시오.
10. 자동차 왁스로 엔진외부 마감부위를 바르
십시오. 만약 페인트가 벗겨졌다면 바르기
전 따로 표시해두십시오.
11. 엔진을 수직 위치로하여 환기가 잘되고 건조
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1. 기어오일 부분을 참고하여 기어오일을 교
환하십시오.
2. 엔진오일 부분을 참고하여 엔진오일을 교
환하십시오.
3. 산화방지제 용기에있는 지시사항을 참고하
여 연료탱크에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십시오.
4. 물 통로 세척 부분을 참고하여 물 통로를
세척하십시오.
5. 연료가 엔진에 공급되도록 엔진 시동을 걸
어 중립상태에서 5분동안 2500rpm으로 유지
하십시오.
6. 엔진 시동을 정지시키십시오.
7. 연료 코크 레버를 닫으십시오.

 경고
엔진이 시동 중 움직이는 부품들로 인해 인
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시동 중 일 때 의류, 손, 머리카락등을
엔진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공지
엔진시동 후 15초동안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
는다면 냉각시스템의 손상으로인해 심각한
엔진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로 엔진
을 시동 하지 마십시오.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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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후

문제해결

엔진을 장기간 보관 후 사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다음에 설명된 문제해결 가이드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스파크 플러그를 청소하십시오. 만약 오염
이 심하다면 새것으로 교체하십시오.
2. 기어 오일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부족하거
나 교체해야 한다면 기어오일 부분을 참고
하여 교체나 보충하십시오.
3. 윤활 부분을 참고하여 명시된 부위에 윤활
을 하십시오.
4. 엔진 오일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5. 엔진외부를 청소하십시오.

공 지
부 정확한 문제해결은 엔진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수리나 조절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엔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
니다. 이로인해 발생한 엔진문제는 품질보증 에
서 제외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 할수 없다면 스즈끼 공식
대리점에 문의 하십시오.

엔진 시동 불량:
• 비상정지 스위치 락 플랫이 제위치에 있
는지 확인 하십시요.
• 연료 부족
• 연료호스가 꼬이거나 막힘
• 스파크 플러그 고장

아이들 상태 불안정 및 시동꺼짐:
• 초크가 열려있거나 정확히 닫히지 않음
• 연료호스가 꼬이거나 막힘
• 스파크 플러그 고장

엔진 속도가 올라가지 않음:
• 엔진의 과부하(과도한 적재 등)
• 프로펠러의 손상
• 잘못된 프로펠러 선택

과도한 엔진 떨림:
• 클램프 나사가 풀림
• 이물질(해초,밧줄등)이 프로펠러에 얽힘
• 프로펠러의 손상

엔진 과열:
• 냉각수 흡입구가 막힘
• 엔진의 과부하(과도한 적재 등)
• 잘못된 프로펠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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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제원
목록
엔진 형식
실린더 수
보어와 스트로크
피스톤 배기량
최대 출력
풀 스로틀 작동 범위
점화 시스템
엔진 윤활

DF2.5
4 스트로크
1
48.0 × 38.0 mm (1.89 × 1.50 in.)
68 cm 3 (4.1 cu. in.)
1.8 kW (2.5PS)
5 250 – 5 750 r/min. (min –1)
디지털 CDI
트로코이드 펌프 윤활

엔진오일 용량

0.38 L (0.40/0.33 US/Imp. qt.)

기어오일 용량

70 cm 3 (ml) (2.4/2.5 US/Imp. oz.)

내장형 연료탱크 용량

0.9 L (0.24/0.20 US/Imp. 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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