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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3651LC 
3.6V 鋰電起子機
技術資料
 CS3651LC (P/B)

電壓 VDC 3.6
空載轉速 min-1 180
最大扭矩 Nm 5.0
夾頭尺寸 mm 6.35 (1/4”)
重量 kg 0.32

電池  
電壓 V 3.6
電池類型  鋰離子電池

AHr 額定 Ah 1.5

充電器  
輸入電壓 VAC 110-240*
輸出電壓 VDC 9
電流 mA 200
大約充電時間 h 8
重量 kg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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螺釘大小
引導孔 Ø
（軟木）

引導孔 Ø
（硬木）

間隔孔

6 號（3.5 公釐） 2.0 公釐 2.5 公釐 3.6 公釐

8 號（4 公釐） 2.5 公釐 3.0 公釐 4.5 公釐

10 號（5 公釐） 3.0 公釐 3.5 公釐 5.0 公釐

維護
您的 BLACK+DECKER 工具採用卓越的設計，
能夠長時間使用，並且只需最少的維護。若要
持續獲得滿意的操作效果，需進行正確的工具
維護和定期的清潔。

您的充電器除了定期清潔之外，並不需要執行
任何維護操作。

警告！在對工具執行任何維護以及清潔之前，請
拔下充電器的插頭。

♦ 請定期使用軟刷或乾布清潔工具和充電器內
的通風槽。

♦ 請定期使用濕布清潔電動機外殼。請勿使用
任何研磨性或基於溶劑的清潔劑。

♦ 請定期打開夾頭並輕敲以去除內部的任何塵
埃。

保護環境
  分類回收。本產品必須與一般家庭廢

物分開處置。

若您發現您的 BLACK+DECKER 產品需要進行
替換，或您已經不再需要使用這些產品，請不要
將它們與家庭廢物一起處置。務必將本產品送往
分類收集處。

  分類收集用過的產品和包裝允許材料
循環再生利用。

  重新使用回收的材料有助於防止環境
污染，並降低對原材料的需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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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3651LC 
드라이버
기술 데이터
 CS3651LC (P/B)

전압 VDC 3.6
무부하 속도 분-1 180
최대 토크 Nm 5.0
비트 홀더 mm 6.35 (1/4”)
무게 kg 0.32

배터리  
전압 V 3.6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AHr 정격 1.5

충전기  
입력 전압 VAC 110-240*
출력 전압 VDC 9
전류 mA 200
예상 충전 시간 h 8
무게 kg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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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를 조이기 어려우면 소량의 액체 세제 또는 
비누를 윤활유로 사용해 보십시오 .

♦ 스핀들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아주 뻑뻑한 나사
를 풀거나 나사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

♦ 항상 공구와 드라이버 비트가 나사와 일직선이 
되게 잡으십시오 .

♦ 나무에서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 길이만큼의 깊
이로 예비 구멍을 뚫는 것이 좋습니다 . 예비 구
멍이 나사를 안내하여 나무의 뒤틀림과 쪼개짐
을 방지합니다 . 최적의 예비 구멍 크기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

♦ 견목에서 나사를 조일 때도 나사 길이의 절반과 
같은 깊이로 클리어런스 홀을 드릴합니다 . 최적
의 클리어런스 홀 크기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
시오 .

나사 크기
예비 구멍 Ø
( 연목 )

예비 구멍 Ø
( 견목 )

클리어런
스홀

6 번 (3.5 mm) 2.0 mm 2.5 mm 3.6 mm

8 번 (4 mm) 2.5 mm 3.0 mm 4.5 mm

10 번 (5 mm) 3.0 mm 3.5 mm 5.0 mm

유지 보수
BLACK+DECKER 공구는 최소한의 유지 보수
로 장기간에 걸쳐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
습니다 . 만족스러운 연속 작동은 적절한 공구 관
리와 정기적인 청소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충전기는 정기적인 청소 이외에 유지 보수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
경고 ! 공구에 유지보수 및 청소를 수행하기 전에 충
전기의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 부드러운 브러시와 마른 헝겊으로 공구 및 충전

기의 환기 슬롯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
♦ 젖은 헝겊으로 모터 하우징을 주기적으로 청소

하십시오 . 연마재 및 유성 클리너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

♦ 척을 주기적으로 열고 가볍게 두드려 내부의 먼
지를 털어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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