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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해당 메뉴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시 기계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메뉴얼은 활용 용도에 따라 소유주, 사용자, 운영자, 기계에 대한 임대를 제공하는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본사에

경고

즉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와 임대를 받는 대상자에게 기계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 예방 조

해당 제품 사용 시 기술회보에 기술된 모든

치 및 운영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고에 대한 신고

안전 절차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당사,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

현재 사용중인 BRAVIISOL DIVISIONE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발표

해 해당 기계 설명서를 별도의 예고없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MECCANICA S.R.L. 제품에 대한 가장 최신

추가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S.S. 16 Adriatica km. 314,600
60022 Castelfidardo (AN) Italy
전화 : 0039071.7819090 팩스 0039071.7819355
.

의 안전 수칙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본사 또는 해당 지역의 담당자에게 연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은 현재 고객이 사용중인 상품에 대한

해당 위험 기호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의를 하는 데

안전수칙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에 필요합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치명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해당 상품에 대한 안전수칙이 업데이트 되었

기호 뒤에 나오는 모든 안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는지 또는 명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본사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있는 즉각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붉은색 배경의 기호입니
다.

주의

해당 기호는 방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절차 진행에
대한 주의 신호로도 사용됩니다. 이는 노란색 배경의 기호입니다.

해당 기호는 방지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 또는 중상에 이를 수

경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파란색, 하얀색 그리고
오랜지색 배경의 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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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
변
•기준 및 규정 준수 여부 파악

위험 및 용어 기호

해당 기호는 방지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 또는 중상에 이를 수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

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
중요

위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중요

•제품의 특수 용도에 대한 질문
제품의 특수 용도에 대한 질문
연락처 :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S.S. 16 Adriatica km. 314,600
60022 Castelfidardo (AN)
전화 +39 071.7819090

팩스 +39 071.7819355
참조 규정:
2006/42/EC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의 제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동적 및 정적 시험 진행자:

개인의 사고 부상 및 사망 또는 개인 소유물

TÜV SUD ITALY 0948

및 다른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제품의 훼손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진행하기 위해 .

문서: TUV IT 0948 20 MAC 0169 B
일자: 07.01.2020
문서: 722228860_DC_LUIMINIPA_00_IT
일자: 26.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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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안전수칙
제품 검사

1.1 일반 정보
해당 장에서는 제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 및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안전수칙을 제공

•

해당 제품에 대한 기능 점검 및 검증을 이행 한 후에 사용하

합니다. 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메뉴얼에 제공된 절차에 반드시 따라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이 매뉴얼의 2장을 참조하시기 바랍

합니다.

니다.

또한, 제품을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해당 메뉴얼 및 유지 보수에 반

•

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프
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및 유지 보수 설명서에 기입된 필요 서비스 및 유지 보
수 절차를 수행한 후에 해당 제품을 가동시키시기 바랍니다.

•

모든 안전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해당 제품에 대한 임대를 제공하는 소유자, 사용자, 운영자, 회사 및 임대를 받는 주체는 공인

제품을 기입된 사항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

된 전문 운영자의 감독하에 해당 메뉴얼을 검토하고 운영 절차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기 전까

로 여겨질 것입니다 .

지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어떤 권한도 부여되어서는 안됩니다.

경고

안전, 교육, 검사, 유지 보수, 적용 및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해당 매뉴얼에 나열된 안전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손상, 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 제조사의 서면 승인에 따라 최종 수정 및 변
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상태이거나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인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메뉴얼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가 교육을 마친 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록 주의하십시오 .
작업장 점검

•

야 합니다.

해한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BRAVIISOL D.M. SRL에 명시되지 않은 트럭, 세미 트레일러 트럭 침

시기 바랍니다.

대, 철도 차량, 수중 보트, 발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및 차량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메뉴얼에 기입된 명령, 제어 및 비상 기능들에 익숙
해 져야합니다.
해당 제품을 작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의 규칙, 지역 및 정부 규정들을 주의 깊게 읽고 준수해 주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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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

•해당 제품은 설명서에 기입된 위험, 경고 및 주의 사항들, 그리고 작동 지침을 명화하게 이
•해당 제품을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에서 제공하는 기기들과 사용하

플랫폼 바닥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흙, 기름,
그리스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이 신발이나 플랫폼 바닥에 묻지 않도

1.2 예배 절차
운영자 교육 및 이해

안전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표시 또는 스티커가 읽을 수 없는

에 해당 플랫폼을 작동시키기 마십시오.

•

-20 e 40° C (0 e 104° F 사이)의 온도에서 작동 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온도에서의 제품 작동
값은 BRAVIISOL D.M SRL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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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안전수칙
1.3 작동

1.4 낙하할 위험

일반 정보

•

재고 품목을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도구와 장비를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장 난 제품을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안전 난간과 게이트가 올
바르게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을 끄시기 바랍니다.

양 발을 플랫폼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

•

플랫폼의 바닥에 사다리, 상자, 계단, 보드 또는 기타 물건들
을 위치하여 행동 반경을 넓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
.

•

플랫폼에 사람이 서있는 경우,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상 장
비를 풀거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
•

해당 제품 사용을 마무리 하기 전에 바스켓을 완전히 내리고 제품의
전원을 끄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키를
꽂아두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제품의 배터리 액은 쉽게 부식됩니다. 피부나 옷에 닿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플랫폼에 올라 타거나 내릴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프팅
그룹이 완전히 내려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플랫폼에 오르거나 내릴
때 해당 제품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LUI PK.의 명령, 제어 및 안전 센서 작동은 사용자가 해당 제
품과 항시 “4개의 손과 발”이 접촉하고 있을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작동 중인 경우, 양손과 양발은 항시
제품과 접촉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품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의 작업 영역에서 전원 코드가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전기 공
구를 올바르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데에 리프팅 그룹을 사용

• 항시 손과 발 중 3개는 제품과 접촉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품을 타거나 내릴 때, 양손과 한 발 또는 양 발과 한 손이 해당 제
품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 당국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랜야드 부착 앵커리지가 요구되는

경우이 기계의 앵커리지 포인트를 안전 벨트의 부착 포인트로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점을 사용하여 플랫폼 또는 기타 장치 또
는 재료를 들어 올리거나 고정하거나 고정하거나지지하지 마십시
오. 랜야드 부착 앵커리지는 플랫폼의 한계 내에서만 여행을 제한하
는 데 사용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사
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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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안전수칙
1.6 토플링 위험

1.5 감전 위험
해당 제품은 절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장비와 탑승자간의 거리를 최소한 3 미터 (10 피트)로 유지하고 전력량이 50,000V 이
상인 전력선 또는 장비를 유지하십시오.
30,000 볼트 또는 그 이하의 량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 0.3 미터 (1 피트)의 거리를 넓히시기

•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운전하기 전에 작동자는 작업장 표면에 익숙해

이러한 배리어가 보호하도록 설정된 전선의 전압으로 조정 된 경우에는 접점 방지를 위해

져야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경사면이나 횡단 경사면을 넘어서지 마

절연 배리어가 존재한다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안전 작동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십시오.

배리어는 기계의 일부가 아니며 연결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

절연 장벽으로 표시된 작동 치수 내에서 최소 작동 안전 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설정된 거
리는 고전압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 지역 및 정부 규정에
따라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불규칙하거나 부드러운 표면 또는 경사면에서 플랫폼을 올
린 상태로 기기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

바닥, 교량, 트럭 또는 기타 표면으로 주행하기 전에 최대 하
중 값을 확인하십시오.

•

높여진 플랫폼의 최대 하중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화물칸과
플랫폼에 화물을 균일하게 배분하십시오.

•

해당 제품의 섀시를 구멍, 거친 지역, 하강, 장애물, 부스러기,
숨겨진 구멍 및 지면에서 발견 될 수 있는 기타 잠재적 위험

전압 범위

최소 작동 안전 거리 m(ft)

으로부터 최소 0.6 미터 (2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단계별 상간)

참고:

해당 제품을 크레인 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계를 다른
인접한 구조물에 달아 두거나 묶지 마십시오.

•

착륙 연장 또는 무단 추가로 플랫폼의 크기를 늘리지 마십시

0 ~ 50 kV

3 (10)

50kV 이상 ~ 200kV

5 (15)

200 kV 이상 ~ 350 kV

6 (20)

빠지는 상황에 처한 경우 장비를 해제하기 전에 작업자가 플

350 kV 이상 ~ 500 kV

8 (25)

랫폼에서 내려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안정시키고 작업자를 플랫

500 kV 이상 ~ 750 kV

11 (35)

폼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지게차 또는 기타 적절한 장

750 kV 이상 ~ 1000 kV

14 (45)

회사, 지역 또는 정부 규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

오. 바람에 노출 된 기계의 면적이 증가하면 안정성이 감소합니다.
•

리프팅 그룹 또는 플랫폼에서 한 개 이상의 휠이 지면에서

비를 사용하십시오.

•

플랫폼이 올려지는 도중에는 출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
다

고 위와 같은 최소 작동 안전 거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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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1.7 충돌 및 충격의 위험

1.8 리프팅 및 운송

•

일반 정보

운영자 또는 작업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규정대로 작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에 대하여 필요한 개인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플랫폼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플랫폼 자체의 위, 아래 및 양쪽 거
리를 꼭 확인하십시오 .

•

운반 및 운반 중에 작업자는 플랫폼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

LUI PK의 경우,이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모터 브레이크를 잠
금 해제 한 후 비상 사태, 오작동, 전원 중단 또는 기계를 로드 또는
언로드 할 때만 기계를 밀거나 견인하십시오.

•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기 전에 플랫폼이 완전히 내려져 있고 비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게차를 통해 해당 제품을 들어 올릴 때, 지게차를 올바른 장소에

•

기계가 작동 중일 때 플랫폼 난간에 기대지 마십시오.

•

제한적인 시야에서 해당 제품 운전 시, 사람을 먼저 보내어 위험을 미리 예상

위치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를 통해 적절한 적재 용량을 리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트하십시오. 기계의 무게는 ‘5 장-기계의 기술 사양’에 있는 기술 사양 표를

해당 제품을 운전할 때는 항상 대기 인원을 최소 1.8 미터 (6 피트) 거리에 배치

참조하십시오.

•

하시기 바랍니다.

•

지면 또는 바닥 표면 상태, 교통 상황, 가시성, 경사, 다른 직원의 위치 및 충돌

•

리프팅 정보는 해당 매뉴얼의 ‘3장-기계 작동’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부상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기타 요인에 따라 주행 속도를 조정하십시오.
•

제품의 속도와 상관 없이 제동 거리를 엄두에 두십시오.

•

금지 구역, 좁거나 빽빽한 지역, 또는 후진 기어로 두고 고속으로 주행하지 마
십시오.

•

장애물, 작동 명령, 플랫폼의 사람과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충돌되지 않도록 항
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다른 기계를 다루는 올라가 있거나 지상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고과작업플랫폼
의 현황을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동되어 높여진 크레인의 전원을 차단하십시
오.

•

높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작업하거나 일어서거나 운반하지 말라고 권고하십시오. 필요
에 따라 적절한 장벽으로 바닥이나 지면을 구성하십시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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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검사
2.1 개인 훈련

2.2 준비 검사 및 유지 관리

고가작업플랫폼은 개인 운송 장치입니다.

BRAVIISOL은 다음 표 2.3에 표시된 기계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서만 사용하되고 유지 보수되야합
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하거나 간질, 현기증 또는 신체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사
람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플랫폼, 지상, 비상 명령, 안전 시스템의 명령 사용 및 제한.

2.

기계에 부착 된 명령 및 제어 표시, 지침 및 경고.

3.

고용주 및 정부 규정에 의해 정의 된 규정.

4.

필요한 경우 공인된 전도 방지 장치의 사용.

5.

실제 또는 잠재적인 오작동과 고장을 인식하기 위한 해당 제품의 기계
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지식.

6.

높은 위치, 기타 장비 또는 이동, 구덩이, 액슬 및 경사에서 장애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사용법.

7.

보호 장치가 없는 전기 전도체로 인한 위험 방지 방법.

8.

기계의 특정 작업 또는 특정 용도에 대한 요구 사항.

훈련 감독

고가작업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기계를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빈도가 높거나 까다 롭거나 특히 까다로운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검사 및 유지 보수
절차의 빈도는 필요에 따라 증가해야 합니다.
2.3 시동 전 예비 검사
사용 전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포함합니다.
1. 청소 – 새는 곳(오일, 작동유 또는 배터리 산)이 없는지 또는 표면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눈에 띄는 누수가 없는지 유지 보수 담당자에게 점검을 촉구하십시오.
2. 표지 및 접착 스티커 – 모두 깨끗하고 읽기 쉬운지 확인하십시오.
사라진 표지 또는 접착 스티커는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알아볼 수 없는 표지 또는 접착 성 스티커는 닦거나 대체해야합니다. (3장의 "접착식 스티커 적
용"참조).
3. 사용 및 안전 설명서 – 내후성 격실 (PIC.2.A)에 다음 설명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및 안전 매뉴얼, EMI 안전 매뉴얼 (ANSI / CSA 사양에만 해당) 및 ANSI 책임 매뉴얼
(ANSI / CSA 사양에만 해당).
4. 전반적 일일 검사 개요 – (2.4장 참조).
5. 배터리 – 필요에 따라 충전하십시오 (3.5장 참조).

공인된 전문가의 감독하에 장애물이 없는 열린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6. 유압유 – 저장통의 유압유 레벨은 오일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제품의 온도

해당 훈련은 훈련생이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가 낮을 경우, 오일 레벨이 계량 봉의 FULL 표시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량 봉의 레벨을 보다 정확하게 판독하려면 해당 기기의 올리고 내리는 기능을 여러번 사용하십

운영자 책임

시오.

작동자에게 해당 제품이 고장났을 때 또는 다른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여겨

유압유가 가열되었을 때 계량 봉의 판독 값을 확인하십시오. 이는 FULL 표시에 정확히 또는 근처

지는 경우, 해당 기기의 전원을 꺼야 할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합니

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다.

•

계량값의 최대치를 넘지 마십시오.

•

레벨이 추가 표시 아래에있는 경우 항상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

12

13

2.A

2장
준비 및 검사
참조:

2.4 일일 검사를 완료 하십시오

커버 아래에 있는 사이트 글래스에서 바스켓을 내린 상태로 해당
제품의 유압유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점도 지수가 22

경고

인 미네랄 오일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차가운 온도, 즉 20 °C 미만의 기후 조건의 경우 약 -45 °C의 더 낮은 온도의 미네

가능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 중에 제품의 전원 공급 장치가 꺼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랄 오일 사용을 추천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 모두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주요 오염 위험

오일을 별도 관리 없이 외부에 폐기하지 마십시오 .

경고

표 2.3

기본 프레임 아래쪽 부분에 대한 육안 검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체가 없는지 거듭 확인하십시오.

유형

회수

주요 책임

서비스 작업

참고

시동을 위한 예

매일 작업하기 전 또

사용자 또는 운

사용자 또는 운영자

안전과 사용 설명

비 검사

는 작업자가 변경 될

영자

서 및 관련 검사

때마다.

이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고 공인된 전문 운전자의 감독하에 첫 시운전을 수행하기 전까지
운전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권한도 부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인된 기술자와 자격을 갖춘 작업자만이 해당 제품을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과
첨부 파일은이 기계의 필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항상 기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양식

경고
수시

상황에 따라 3 개월

소유자, 양도 또

검사

또는 150 시간 간격

는 사용자.

BRAVI 인증 정비공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설명서 및

으로 또는 3 개월 이

관련 검사 양식

제조업체 BRAVIISOL D.M. SRL은 해당 제품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상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않습니다.

방식으로 구입 한 경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하는 권한은 안전 규정에 따라 최종 사용

우.
연간의

마지막 검사 후 13

소유자, 양도 또

검사

개월 이내의 연간 검

는 사용자.

사

BRAVI 인증 정비공

서비스 및 유지

자에게 있습니다.

보수 설명서 및

사용하기 전에 기계를 철저히 검사하는 것은 작업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검사 양식

전반적 일일 점검의 목적은 기계가 정상 상태인지 점검하여 이상, 결함 또는 고장이 없는

지 확인하고 일상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송 방
법과 관련하여 기기에 손상 또는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태그를 부착하고 사용하지 마십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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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EFORE EVERY USE
항시 사용하기 전

•
•

2.6 기능 검증
"모든 검사"가 온전하게 완료 되었을 경우 높은 면 또는 지면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모든 설명서가 기기의 내후성 설명서 상자에 있는지 확인하십시

해당 제품의 전반적인 기능을 검사하십시오.

오.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매뉴얼의 3장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접착 안전 스티커와 함께 플랫폼의 일련 번호가 적힌 태그
가 제자리에 있고 상태가 온전한지 확인하십시오.

•

•
•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방식과 관련하여 이상, 용접 균열, 결함, 오
작동 또는 기계 손상, 무단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를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즉시 전원을 끄십시오. 문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해당 관

검사하십시오.

리자에게 알립니다. 안전한 작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계를 사용하지 마십시

바스켓, 플랫폼 난간을 점검하십시오. 입구 게이트가 제대로 작동

오.

하고 완전히 자동으로 닫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능 검증 요소

배터리의 수위를 확인하고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케이블이 단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부식된

•

경고

1. 지상 명령 패널에서 플랫폼에 하중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곳이 없어야 합니다.

a.

지상 명령 : 플랫폼의 상승 및 하강을 실행하십시오.

모든 안전 및 개인 보호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

b.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기계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

c.

수동 하강 비상 레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오.
•

타이어에 손상, 마모 또는 깊은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하
십시오. 휠, 타이어 또는 그 주변에 부스러기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유압, 전기 및 기계 부품을 육안으로 직접 검사하십시오. 각 구성
품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각각의 위치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제차 확인

•

2. 플랫폼 명령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플랫폼을 0.61에서 0.92 미터로 여러 번 올리고 내립니다. 플랫폼의 상승 및

해야 하며 눈에 띄는 정도의 누수, 과도한 마모 또는 손상된 부분이 없어

하강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바스켓을 들어 올렸을 경우,

야 합니다.

주행 속도가 자동 저속 안전 속도 (LUI PK 만 해당)로 활성화되거나 브레이
크 해제가 비활성화 되었는지 (LUI MINI P.A. 만 해당) 확인하십시오.

느슨해져 차량 밑면에 걸려있는 전선이나 케이블이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

바스켓에서 키 스위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비상 정지 버튼 (바스켓의 명령 패널과 섀시 제어판의 버튼)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십시오.

b.

모든 기능을 작동시키고 모든 리미트 스위치, 일반 비상 스위치 및 작동 스
위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c.

차량 브레이크-(LUI PK 만 해당). 브레이크가 기울어 지도록 차량을 경사면
에서 운전하십시오 (경사 정도에 대한 가능한 작동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수동 하강 비상 레버의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16

17

2장

3장

준비 및 검사

기계 작동

3.

경사 경보 한계 : 플랫폼이 완전히 내려간 상태에서 차량을 어느 방향 으
로든 1.5 °보다 큰 경사로 주행하십시오 (경사 정도에 대한 가능한 작동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경사가 진 상황에서 플랫폼을 올리려고 할
때 차량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

4.

전송 속도 감소 한계 : 플랫폼이 0.4 m (1.5-2 ft) 이상 상승하면 플랫폼
속도를 낮추기 위한 전송 속도에 비해 속도가 1/4 감소합니다 (LUI PK
만 해당)

5.
6.

3.1
제조업체는 기계의 적용 또는 작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운영자는 올바른 안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장에서는 작동 명령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3.2 기계 설명

플랫폼 게이트 개방 한계 : 입구 게이트에는 양쪽 날개에 스프링이 장착

오더 피커는 사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선반에서 제품을 수동으로 들어 올리거나 및

되어있어 입구 게이트가 풀리 자마자 자동으로 닫힙니다 .

보관)이 가능한 트럭입니다.

왼쪽 / 오른쪽 핸들 및 풋 스위치 센서 - 작업자가 손을 왼쪽 및 오른쪽

기본 명령 패널은 플랫폼에 있습니다.

핸들 (그림 A)에 놓고 양 발 뒤꿈치로 플랫폼에 위치한 풋 스위치를 누르
면 해당 기기가 작동 (이동 및 상승)합니다. (pic.B). 해당 포즈는 모든 작
업에 걸쳐 유지되어야 합니다 (LUI PK 만 해당)

이 리프팅 장치는 전기식, 자체 추진식 또는 푸시 어라운드식 (LUI PK) 차량이며 고
소 작업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트럿 상승 메커니즘에 장착되어 있으며
동기화 된 특수 유압 실린더로 작동됩니다.
플랫폼 명령 패널에서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고 (LUI PK 전용) 플랫폼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LUI Pk는 측면에 위치한 2개의 버튼으로 간편하게 제어되는 전기
작동식 화물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어 해당 화물 플랫폼을 쉽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

습니다. 이는 물론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품들을 들어올릴 경우입니다.
LUI MINI P.A.는 화물 선반 아래의 레버로 간편하게 제어되는 수동 작동식 화물 리프
트가 장착되어 있어 작업자가 화물 플랫폼을 손쉽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LUI PK의 후면에는 2 개의 구동 휠이 있고 전면에는 2 개의 캐스터 휠이 있습니다.

사진 .A

플랫폼의 작동자가 장비를 내릴 수 없는 경우, 특히 기계를 수리하거나 기능 검증을

사진 .B

수행 할 때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프로그램화 가능한 지상 지휘소 패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LUI MINI P.A. 후면에 2개의 프리 캐스터 휠과 2개의 자체 제동 휠이 있습니다. 플랫

7.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기계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

폼의 작동자가 장비를 내릴 수 없는 경우, 특히 해당 기기를 수리하거나 기능 검증을

인하십시오.

수행 할 때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상 지휘소를 활용해야합니다.
바스켓 안에 작업자가 있는 도중에는 LUI MINI를 절대 임의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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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계의 기능

LUI PK

예비 작업

6

7

지상국 패널의 명령 또는 플랫폼의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기기를 활성화하
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

1-2-3
6

배터리 전압이 충분히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방전
경보가 지상 명령 패널 또는 차량 측면에있는 배터리 상태 표시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LUI PK 경우에만 해당 ).

•

LUI MINI P.A.

7

5

바스켓 지휘소 패널의 키 스위치는 지상 명령 모드 또는 플랫
폼 명령 모드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

•

플랫폼의 명령 패널 및 지상 명령 패널의 비상 정지 버튼은

4

RESET 위치 (외부 확장)에 있어야 합니다 .

•

1-2-3

5

LUI PK의 경우 : 지상 명령 패널에서 장비 상태를 시각화 할
수 있는 LCD 화면으로 장비를 켤 때 정상적인 작동 조건이 표
시 되어야 합니다 .

•

LUI PK의 경우 : 작업자가 왼쪽 및 오른쪽 센서 핸들에 손을 대고 두
발 뒤꿈치가 플랫폼의 풋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경우에만 기계가
작동합니다 (해당 기기는 이동 또는 들어 올리는 기능을 함). 해당
동작은 작동 중에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산 정보 관리 시스템
A와 B 2.6장 )

20

1.
2.
3.
4.
5.
6.

지상 명령 패널 (3.7장 )

7.

자재 취급 실

비상 하강 수동 레버 (3.8장 )
배터리 충전기 용 AC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 상태 LED (3.6장 )
플랫폼 풋 스위치 (각 풋마다 하나씩 2개의 스위치)-(3.6장 )
플랫폼 입장 게이트
플랫폼 명령 패널 (3.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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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트 - (운송 플랫폼 )

3.5 배터리 충전

제거

배터리 저 전압 경보 경고 등

1. 베이스 프레임의 범퍼를 풀 수 있도록 후면 부분 (열)에 맞게 부트를 들어 올리
십시오. 따라서 시동을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하려면 시동 슬라이드를 들어 올리

플랫폼과 지상통제소의 LUI PK 명령 패널에는 배터리 전압이 낮을 경우 나타나는 표시가 있습니
다.
LUI MINI P.A. 프레임 섹션에는 배터리 전압이 낮은 경우 나타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

십시오 .

배터리 충전 절차

설치

이 기기에는 AC 전원 입력/DC 전원 출력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충전기가 장착

1. 부트를 프레임 상단의 상대 범퍼에 놓고 뒤로 미십시오 .

되어 있습니다. 해당 충전기가 완충되면 배터리 충전을 자동으로 중지합니다.

참고: 배터리 충전기가 AC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면 플랫폼 차량 전송이 비활성화됩니
다.

오른쪽을
부트하기 - 카고 리프트 플랫폼

산성 납 배터리는 정상 작동 중에 폭발 성 수소 가스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스파크를 유지하거나 불꽃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십시오. 배터리 충전 중 해당 장소에 환기를 강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냉동된 배터리는 충전하지 마십시오. 권장되는 충전 속도와 관련된 배터리

주의

제조업체가 지정한 권장 충전 속도와 충전 중 셀 캡 제거 가능성 대
한 예방 조치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

BOOT (운송 플랫폼)는 화물 소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송 플랫폼 BOOT에서 사람 운송은 금지합니다 .

1.

AC 콘센트 근처의 통풍이 잘되는 곳에 해당 기기를 두십시오 .

2.

항상 접지된 AC 소켓을 사용하십시오. 현존하는 규정에 맞게 접지로 연결된 충

전기를 AC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감전의 위험을 줄이려면 접지된 소켓이 필요
합니다. 접지된 어댑터를 사용하거나 플러그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연장선을
사용하는 경우 3선 12AWG 유형을 사용하여 과도한 전압 강하를 피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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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C. 전원 입력
B - 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상태

3.6 플랫폼 명령 콘솔 운영
3.6.1 LUI PK

7

6

경고등

8

9

10
4

A

B

3

5

LUI PK

2
11

A

12

1

B
LUI MINI P.A.
배터리 충전 상태 경고 표시등은 섀시에 위치한 배터리 충전기의 AC 전원을
입력하는 근처에 있습니다 .

1. 비상 정지 버튼

1.연결 초기 당시에는 배터리 충전기의 LED가 몇 초 동안 자동으로 깜박이기

2. 스로틀 핸들

시작할 것입니다. 이후 간단한 LED 테스트를 수행 한 다음 충전이 시작됩니

3. 배터리 게이지

다.

13

4. 플랫폼 올리기 버튼
5. 하단 플랫폼 버튼

2. 녹색 LED가 켜지면 배터리가 충전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배터리 충
전기를 AC의 주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잡고
벽면 콘센트에서 빼십시오. 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당기지 마십시오 )

6. 경적 버튼
7. 화물 플랫폼 내리기 버튼
8. 화물 플랫폼 올리기 버튼

9.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오른쪽 센서
10. 기능 활성화를위한 왼쪽 센서
11. 오른쪽/왼쪽 스티어링 로커 스위치

참고: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배터리 충전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24

12. 키 스위치 선택기
13. 발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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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스로틀 핸들

지상 또는 플랫폼의 명령을 통해 기계를 활성화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 조건을 충

전진 핸을 활성화 하려면

족해야 합니다.
•
•

플랫폼 명령 패널 : 키 스위치는 플랫폼 명령 모드 "1"또는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핸들 앞쪽으로

지상 명령 모드 "2"로 설om정해야합니다.

(작업자 반대 방향으로)

지상 지휘소 - 플랫폼 지휘소 : 비상 정지 버튼이 재설정 위치에 있어야합니다

돌리십시오. 핸들을 해제하면

(전원 공급 장치 연결됨).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

키 스위치 플랫폼 / 스위치 끄기 / 접지
•

전진

중앙 위치 "0":
사용 후 기기를 끄려면 해당 위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

위치“1”:
(플랫폼 배터리 게이지는 LUI PK 에서만 켜집니다).
해당 위치에서는 플랫폼 지휘소에서 작동 될 수 있습니다.

•

후진 기어를 활성화 시키려면 핸들을

위치“2”:

뒤로 (손의 뒷면을 운전자 방향) 회전

(플랫폼 배터리 게이지는 LUI PK에 대해서만 GRD를 표시합니다). 해당 위치에

후진

시키십시오.

서는 지상 지휘소에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해제하면 기계가 자동으

플랫폼 비상 정지 버튼

로 정지됩니다 .

기계의 모든 작동 단계를 즉시 중지합니다.

.

재설정은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지만 명령 장치를 활성화 합니다
참고:
해당 기기를 조작하려면 지상 지휘소와 플랫폼에 위치한 비상 정지 버튼을 RESET 위

주의

치로 돌려야 합니다.
기능 활성화를위한 좌우 센서

플랫폼을 작동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전에 교육을 받고 공인을 받았으며 해당 매뉴얼의 안전
표시를 철저히 읽고 이해한 사람으로만 제한 됩니다.

기계의 주행 / 상승 / 하강 기능을 활성화 하려면 왼손과 오른손을 손잡이에 위치한 센서

기계의 무게와 운반 할 물품의 무게를 동시에 지탱할 수 있는 동시에 구멍과 같은 장애물이

앞에 놓아야 합니다.

없는 부드럽고 단단한 수평으로 쭉 뻗은 표면에서만 운전하십시오. (5장에서 기계 기술 사

참고: 왼쪽과 오른쪽 센서뿐만 아니라 두 발 스위치를 모두 활성화하여 모든 기능 (운

양을 참조 하십시오 )

전 / 상승 / 하강)을 활성화 하십시오 .

26

27

3장
기계 작동
화물 플랫폼 상승 / 하강 버튼

바스켓 전기 상승 플랫폼을 활성화 하려면 리프트 버튼 (버튼 4 3.6장)

화물실은 최대 90kg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절한 버튼을 사용

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이동이 중

함으로써 승강기 앞 부분에서 수직으로 빠르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지됩니다.

화물의 전기 리프팅 플랫폼을 활성화하려면 상단 버튼 (버튼 8 3.6장)을 누른 상태로

바스켓 하강 플렛폼을 활성화 하려면 하강 버튼 (버튼 5 3.6장)을 누른

유지하십시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이동이 중지됩니다.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이동이 중지됩니

화물의 하강 플랫폼을 활성화하려면 하단 버튼 (버튼 7 섹션 3.6)을 누르고 계십시오.

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이동이 중지됩니다 .

스티어링 로커 스위치

음향 신호 장치 버튼
기기를 켤 때, 버튼을 누르는 압력의 강약에 따라 음향 신호 장치가 활성
화 됩니다.

플랫폼 상승 및 하강 버튼

스티어링은 왼손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택한 방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조향 스위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

주의

로 밀어 누른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작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바스켓 난간 위에 올라가거나 사다리 또는 기타 물건을 올려

상승 / 하강 / 운전 기능을 작동 시키려면 발 스위치와 왼손 및 오른손

서는 안됩니다. 또한, 플랫폼 바스켓의 난간 밖으로 몸을 구부리거나 기대서는 안됩니

센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합니다 .

다.
기계를 활성화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

구멍이 없는 깨끗하고 평평한 쭉 뻗은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지 ,

•

또는 작업이 수행 될 구역에 공중 장애물이 없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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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기를 오른쪽으로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 방향이 활성화됩니다. 앞

발 스위치

뒤로 만 움직이려면 선택기를 놓으십시오.
키 선택기를 "0"에서 "1"또는 "2"로 돌리기 전에 발 스위치에 발을 놓지 마십시오.

a.

전진 기어에서 스로틀 핸들을 활성화하면 기기가 전진하며

키 스위치에서 다른 작동을 이행하거나 시동을 끄거나 차량 시동 중 비상 정지 스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오른쪽을 향

위치를 재설정하면 오류 표시가 뜰 것입니다.

함)

b.

후진 기어에서 스로틀 핸들을 활성화하면 해당 기기가 후진
하며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오른쪽

을 향함)

2.

선택기를 왼쪽으로 누르고 있으면 왼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앞 뒤
로 만 움직이려면 선택기를 놓으십시오.

a.

전진 기어에서 스로틀 핸들을 활성화하면 기기가 전진하며
왼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왼쪽을 향함)

b.

후진 기어에서 스로틀 핸들을 활성화하면 해당 기기가 후진
하며 왼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왼쪽을 향

함)

케이지에는 발 뒤꿈치로 작동되는 두 개의 발 스위치가 있어 운전자에게

편안함과 안정감 줍니다.
두 스위치 중 하나에서라도 한쪽 발을 떼면 기계의 모든 기능, 상승, 하강

참고: 지정한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 로커 스

및 작동이 즉시 정지됩니다.

위치와 스로틀 핸들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직선으로만 이동

참고: 발 스위치뿐만 아니라 왼쪽 및 오른쪽 센서 (3.6장)를 활성화하여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해당 기기를 위치하

모든 기계 기능 : 주행 / 상승 / 하강을 활성화하십시오.

여 스로틀 핸들만 사용하여 전진/후진하시기 바랍니다 .
경사 경보
LUI PK는 슬로프 경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경보가 켜질 경우, 음향 신호가 방출되는 동시에 플랫폼을 상승 시
키거나 구동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플랫폼이 완전히 하강하거나 슬
로프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사로 인해 생긴 상태는 유지됩니다 .

30

31

3장
기계 작동
3.6.2 LUI MINI P.A.

플랫폼 비상 정지 버튼
누르면 해당 기기의 모든 상태가 즉시 중지됩니다.

1
2

재설정은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으며 명령 장치를 활성화합니다

3

참고:

4

해당 기기를 가동하려면 지상 지휘소와 플랫폼의 비상 정지 버튼을 동시에 RESET
위치로 돌려야합니다 .

주의
5
6

플랫폼 상승 및 하강 버튼
작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바스켓 난간 위에 올라가거나 사다리 또는 기타 물건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플랫폼 바스켓의 난간 밖으로 몸을 구부리거나 기대서는
안됩니다.
기계를 활성화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5

•

구멍이 없는 깨끗하고 평평한 쭉 뻗은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지 ,

•

또는 작업이 수행 될 구역에 공중 장애물이 없는 지

케이지 전기 상승 플랫폼을 작동하려면 리프트 버튼 2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십시
7

1. 비상 정지 버튼
2. 플랫폼 올리기 버튼

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이동이 중지됩니다.
케이지 하강 플랫폼을 작동하려면 하강 버튼 3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버튼
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이동이 중지됩니다 .

3. 하단 플랫폼 버튼

4. 키 스위치
5. 고정식 캐스터 분리 버튼의 자동 제동
6. 화물 플랫폼 레버 상승 및 하강
7. 페달 레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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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캐스터 해제 버튼의 자동 제동

페달 렐버

LUI MINI P.A.의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경우, 버튼 5를 누르고 있으면 고정

기계를 직선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레버를 사용하십시오

캐스터에서 자동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고정형 캐스터 시스템에서 버튼을 놓으면 자동 브레이크가 즉시 작동합니
다.
참고:
고정식 캐스터 해제 버튼의 자동 제동 기능은 키 선택기의 플랫폼 명령 모드
"1"이며 바스켓이 완전

히 내려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화물 플랫폼 레버 상승/하강
화물실은 최대 90kg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물 선반
아래의 레버를 사용하여 승강기 앞 부분에서 수직으로 빠르게 올리거나 내
릴 수 있습니다.

경사 경보
LUI MINI P.A 슬로프 경보를 포함합니다.
해당 경보가 켜질 경우, 음향 신호가 방출되는 동시에 플랫폼을 상승 시킬

화물 플랫폼을 올리려면 레버 6을 누른 상태에서 양손으로 화물 선반을 들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플랫폼이 완전히 하강하거나 슬로프 상태가 해결

올리십시오. 레버를 놓으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될 때까지 경사로 인해 생긴 상태는 유지됩니다 .

화물 플랫폼을 내리려면 레버 6을 누른 상태에서양손으로 화물 선반을 내리
십시오.
레버를 놓으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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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상 명령 패널

비상 정지 버튼

4
6a

6a

5-7

1
6b

6b

3

누르면 기계의 모든 작동이 즉시 중지됩니다.
재설정은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으며 명령 장치를 활성화합니다.

디스플레이 (LUI Pk의 경우)
다음은 LUI PK의 기본 제어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

1

LUI PK

2

LUI MINI P.A.

•

시스템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시각화합니다

•

시스템의 최종적인 이상 또는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기능 버튼 그룹 :
모든 화살표 버튼은 키 선택 스위치가 지상 명령 모드로 전환 된 경우에만 활성화됩
니다 .

LUI PK의 경우 패널은 덮개 아래의 접근이 용이한 접이식 서랍에 있으며 다
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LUI MINI P.A의 경우 패널이 상대 기능과 함께 섀시의 전면에 있습니다 ;
1. 비상 정지 버튼
2. 배터리 충전기 표시기
3. 다기능 버튼 그룹
4. 배터리 충전기 소켓
5. LCD 디스플레이

•

VI 기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위 (6a) 및 아래 (6b) 리프팅 버튼 바스켓
7. 베터리 게이지

ESC 버튼은 전자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며 반드시 전문 BRA-

•

위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바스켓 상승 기능이 작동됩니다 .
버튼을 놓으면 바스켓의 상승이 멈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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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지휘소 (LUI PK) :

•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바스켓 하강 기능이 작동됩니
다.
버튼을 놓으면 바스켓의 하강이 멈출 것입니다 .

•

동시에 두 버튼,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브레이크가 해제됩
니다 .

수동으로 움직여야 할 경우, 플랫폼을 밀면 브레이크가 풀릴 것입니다 .

지상 제어 모듈의 LCD 디스플레이는 전원을 켤 때와 작동 중에 해당 기계 작
동의 현 상태를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1) 표시된 시간은 기기의 작동 시간을 나타냅니다
2) BCI는 배터리 충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작은 설명이 해당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해제하려면, 기계가 지상 명령 모드 “2”로 켜지고 바스켓이 완
전히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
참고 : 배터리 충전량이 기계에서 완전히 소모되면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해제 할 수
없습니다 .

주의

해당 기기가 수평 표면에서 완전히 잠금 상태가된 경우에만 수동으로 브
레이크를 해제하십시오.
작업자는 위험 구역에 노출 된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

38

39

3장
기계 작동
바스켓 제어 스테이션 (LUI PK) :

디스플레이 ( LUI MINI P.A.)

배터리 게이지 디스플레이는 전원을 켤 때와 작동 중에 기계 작동의 현 상태가 표
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6a

1) BCI는 배터리 충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2) 플랫폼이 상승할 때 빨간색 점이 나타납니다.

6b

오류가 발생하면 작은 설명이 해당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6a 상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스켓 상승 기능이 작동됩니다.
버튼을 놓으면 바스켓의 상승이 멈춥니다.
6b 상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스켓 하강 기능이 작동됩니다.
버튼을 놓으면 바스켓의 하강이 멈출 것입니다 .

7

배터리 게이지 (LUI MINI P.A.용)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빨간색 LED가 켜져 있으면 바스켓을 상승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배터리
를 충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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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작동
3.8 비상 사태에 대한 수동 설명

충돌 위험

3.9 플랫폼 구성
주의

플랫폼 최대 적재 용량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 도중 또는 비상 하강에 대한 모든 절차를 수행
한 이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을 떠나야한다. 더하여 다른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이 최소 2미터 (6.56ft) 범위 내에 있거나 이동 범위 내에 있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덮개 위와 바스켓 내부에 다른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B

A

C

수동 하강 비상 레버를 사용하면 승강한 작업자가 이후 작업을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지상 작업자를 통해 해당 플랫폼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상 레버는 접착이 가능한 스티커로 표시됩니다 .

LUI PK

LUI MINI P.A.

A - 부하 운영자 베이 용량

130 kg

B - 운송 후드 트레이 용량

90 kg

C - 재료 트레이 용량
LUI PK의 경우 :

113 kg

LUI MINI P.A.의 경우 :

90 kg

해당 기기는 부피가 큰 상품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플랫폼에서 운송 할 수 있는
상품의 최대 크기는 60x45x50cm이고 후드의 경우 60x55x25cm입니다 .
3.10 기계 주차

플랫폼을 수동으로 내리려면 레버를 당기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바스켓은 매우 천천히 내려갈 것입니다.
플랫폼 하강을 멈추려면 레버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

a.

차량을 통풍이 잘되고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b.

플랫폼이 완전히 하강 했는지 확인하고 키 스위치를 "0"으로 돌립니다.

c.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키를 꽂아두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필요한 경우 이후 업무 일을 대비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3.5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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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기계 작동
3.11 운송 절차
들어올리고 고정하기

3.12 ADHESIVE STICKER POSITIONS
생산 능력

일반 정보
LUI PK와 LUI MINI P.A.는 아래 설명 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작업장으로 운
송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모든 유동 부품들을

경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운영자 실에 재료 없음

유동 부품들은

운영자 한 명 과 승객 없음
실내에서 만 사용

손, 발,
팔 또는 다리를
자르거나 부술 수 있습니다

경고

적재 공간에

플랫폼 입구를 올바르게 닫아야 하며

서 있거나 타 면
떨어질 위험 이 있습 니다 .

플랫폼에서 작동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 에 적재 공 간을

모든 난간이

멀리하시 기 바랍니 다

올바르게 배치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

차량을 베이스 휠로 운전하여 주행을 완료하면 주행이 허용됩니

입을 수 있습니다

다.
•

지게차로 옮기는 도중에 프레임의 바닥에 표시된 위치에 자게를
경고

배치하십시오.

베터리 는 폭발 성 가스 를
생산합 니다 .
베터리 를 환기 가 잘 되는
공간에 서 충전 하시 기 바랍 니다 .
스파크 또 는 불꽃 에
노출하 지 마십 시오

제조업체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게나 사양이 다른 품목으로
기계의 중요 부위를 교체하지 마십시오.
총 배터리 무게: 120Kg (배터리 당 30kg)

지게차로 운송
하강하는 플 랫폼에 부딪히 거나 다칠 수 있습니 다 .
몸을 플랫폼 아래에 두 지 마십시 오

지게차의 지게를 차량에 표시된 지점에 배치하십시오. 이는 해당 기기를 작업 현
장 또는 지게차 높이에 맞게 운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생산 능력

참고:
지게차는 장비의 총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장의 초기 부분에 기입
되어 있는 기계의 작동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경고

운영자 실에 재료 없음
운영자 한 명 과 승객 없음
실내에서 만 사용

모든 유동 부품들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경고

유동 부품들은
손, 발,

플랫폼 입구를 올바르게 닫아야 하며

팔 또는 다리를

플랫폼에서 작동하기 전에

운송 차량 - 고정 끈

자르거나 부술 수 있습니다

모든 난간이
올바르게 배치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재 공간에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서 있거나 타 면
떨어질 위험 이 있습 니다 .

개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그렇기 때문 에 적재 공 간을
멀리하시 기 바랍니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운송 차량의 해당 기기의 전원을 끄고 고정 될 준비가 상태에서 (제동 세트) 끈으
로 고정시킬 방법에 대한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고정 도중에 뒷 바퀴 또는 앞 바퀴에 과도한 중량이 발생하면 (바퀴에 부가된 중
량) 해당 장치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
베터리 는 폭발 성 가스 를
생산합 니다 .
베터리 를 환기 가 잘 되는

해당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스트래핑할 끈을 바스켓의 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간에 서 충전 하시 기 바랍 니다 .
스파크 또 는 불꽃 에
노출하 지 마십 시오

제조업체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게나 사양이 다른 품목으로
기계의 중요 부위를 교체하지 마십시오.
총 배터리 무게: 120Kg (배터리 당 30kg)

하고 입구 게이트 도어를 피하여 묶으십시오 .
하강하는 플 랫폼에 부딪히 거나 다칠 수 있습니 다 .
몸을 플랫폼 아래에 두 지 마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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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일반적인 기술 사양 및 운영자 유지 관리

4.1 비상시 기능

5.1 소개

작업자가 해당 기기를 제어 할 수 없는 경우

매뉴얼의 해당 장은 작업자가 기계를 올바르게 작동하고 적절한 유지 보수
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플랫폼의 운영자가 기계에 갇히거나 기계를 작동 또는 제어 할 수 없는

유지 보수 작업 및 그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작업자가 수행해야합니다.

상황.

- 해당 설명서 앞면에 적힌 안전 지침을 읽고 완벽하게 이해 한 사람 (2부 참
조)

1.

다른 작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지상 명령 패널에서 기계를 작

- 개인 안전 장비를 소유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계가 제로 에너지 상태 (키 스위치를 제로로 돌리고 전면 덮개 아래의 적
색 커넥터가 분리됨)에서도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2.

플랫폼 조작 명령은 플랫폼에 현존하는 전문성을 갖춘 작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제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3.

복구 장비는 플랫폼 탑승자가 플랫폼에서 내려 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기계의 움직임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절차 사항들은 특별 유지 보수로 간주됩니다.

경우에 따라 자체 서비스 기술자 중 한 명이 참여하도록 제안하거나
플랫폼이 상승된 상태로 고정된 경우

서면으로 승인하는 제조 업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는 수리, 수정 및

플랫폼이 높은 구조물이나 장비에 갇힌 경우 장비를 옮기기 전에 탑승

특별 유지 보수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은 잘못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

절차로 인해 비정상적인 작동, 플랫폼 손상 및 인명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계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시동 절차에 따라 전체 시스
템을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해당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
람이 다치거나 기계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에는 장비 작동자를 돕기위해 일일 유지 보수 절차를 이행할
경우 필요한 부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지 보
수 설명서에 포함 된 전문 기술자 전용의 심층적인 유지 보수 및 검
사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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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일반적인 기술 사양 및 운영자 유지 관리
기술 사양 LUI PK

바스켓 하강시 최대 이동 속도

84 mt/min

바스켓 상승시 최소 이동 속도

20 mt/min
0

회전 반경

작동 높이

535 cm

플랫폼 높이 (승강기 최대 상승)
335cm

플랫폼 높이 (플랫폼 최대 하강)
144cm

(내부)
2°

최대 경사 (플랫폼이 완전히 하강된 경우)

기계 길이 (합계)
150cm

기계 폭

플랫폼 사이클 성능

18초 상승

운전 시스템
타이어

15초 하강

탑승자:

양손 사용

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

미끄럼 방지 고체 고무

전자 슬로프 제어

80.8 cm

(플랫폼 내
1

플랫폼 진입 높이

36 cm

표준

수평 측면 최대 힘

200 N

바퀴에 부가된 중량

327 kg
< 1000m s.l.m.

최대 사용 고도

기계 총 중량 (공차)

690 kg

실내 사용 전용

적재 가능량
작업자 공간의 적재 가능량

130Kg

BOOT 플랫폼 적재 가능량

113 kg
90 kg

화물 승강 적재 가능량

1.65 ft/50 cm

전원 공급 장치
N 04, 6V 245Ah@20hr

배터리

24 V c.c.

전원 공급 장치

110 V AC 60Hz/220 V AC 50 Hz.

전원 공급 충전선

와트 500; 볼트 24; Nm 1.33; F.F. 1;

운동 모터

RPM 3600; Ah26; IP 54; 듀티 S2; 프
레노 24V + 6 / -10 % 안정화

펌프

2000W; 24V; 150 아; 2250 RPM; Nm 8;
IP 54

소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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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높이

기술 사양 LUI MINI P.A.
0

회전 반경 (내부)

416 cm

플랫폼 높이 (승강기 최대 상승)
216cm

플랫폼 사이클 성능

18초 상승
15초 하강

타이어

미끄럼 방지 폴리 우레탄

전자 슬로프 제어

표준

플랫폼 높이 (플랫폼 최대 하강)
148cm

기계 길이 (합계)
115cm

기계 폭
73 cm

바퀴에 부가된 중량

165Kg

탑승자:

수평 측면 최대 힘

200 N

서 자격이 되는 사람; 내부에서만 사용)

(플랫폼에
1

플랫폼 진입 높이

적재 가능량
작업자 공간의 적재 가능량

130Kg

BOOT 플랫폼 적재 가능량

90 kg

화물 승강 적재 가능량

90 kg

36 cm

기계 총 중량 (공차)
280 kg

실내 사용 전용

전원 공급 장치
N 01, 12V 85Ah@20hr

배터리

12 V c.c.

전원 공급 장치

110 V AC 60Hz/220 V AC 50 Hz.

전원 공급 충전선
소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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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운영자가 수행 할 유지 보수

5.2 기계 구성품의 중량

5.3.1 유압 오일 보충
구성 요소

중량

유압 오일의 수위는 바스켓을 내린 상태에서 커버 아래에 있는 사이트 글래스를

배터리 (LUI PK)

한 개 당 30 kg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총 120kg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LUI MINI P.A.)

21 kg

분리 가능한 Boot (LUI PK)

12,70 kg

분리 가능한 Boot (LUI MINI P.A)

한 개 당 1,7 kg

•

유압 오일 보충 캡을 풉니 다.

•

점도 지수가 22인 미네랄 오일을 보충합니다 (얼음
온도가 -20 °C 이하인 매우 추운 온도의 조건에서는
어는 점이 낮은 –45 ° C 정도의 미네랄 오일을 사용
하십시오).

기술 추가 정보 (CE 기계에만 해당):

•

다음과 같은 정보는 유럽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충족 사항에 따라 제공되며 CE 기계에만 적용됩

•

제공된 사이트 글래스에서 오일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필요시 보충하시기 바
랍니다.

니다.

필러 캡을 잘 조입니다 .

주의-오염 위험

핸드-암 시스템이 받는 진동 총계 값은 2.5m/s2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 가해지는 가중 가속의

외부에 기름을 버리지 마십시오 .

최대 제곱 평균 제곱 값은 0.5m/s2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위 차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작업 플랫폼에서 동등한 연속 A- 가중 음압 레벨은 70dB (A) 미만입니다.

5.3.2 배터리 점검 및 유지 보수 절차
배터리에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전면 덮개 아래의 빨간색 기

일련 번호의 위치

본 커넥터를 분리하십시오 .

이를 식별하기 위해 해당 기계에는 일련 번호가 새겨진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는 기계의 표면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습니다 .

배터리 검사 단자
기계의 배터리 단자 커넥터를 검사하는 동안 산화 또는 찌꺼기

가 쌓이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

• 단자 커넥터를 분리하고 물에 적신 헝겊으로 청소하십시오. 산화 층이 특히 두
꺼우면 상단 층을 털어 내고 물에 적신 헝겊으로 청소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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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일반적인 기술 사양 및 운영자 유지 관리

6장
검사 및 수리 로그

•

단자 커넥터를 잘 말리십시오

•

올바른 양극/음극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 커
넥터를 제자리에 다시 끼운 다음 단단히 조
입니다.

•

전기 커넥터 용 보호 윤활제 (예를 들어, 제
약 바셀린 오일베이스가 있는 윤활제)로 터

시작하기 전에 예비 검사
체크리스트
모델 ______________________
일련 번호 ______________
제조 연도 _________

미널 커넥터를 코팅하십시오.

청소 – 새는 곳(오일, 작동유 또는 배터리 산)이 없는지 또

배터리 액체 검사

는 표면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배터리 액체는 영업일 기준 4일마다 또는 배터리 충전 후마다 수행해야 합니다.
덮개를 들어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지 및 접착성 스티커

수위는 항상 내부 요소 플레이트보다 5mm 이상 높아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탈염수로 레벨을

해당 표지 및 접착성 스티커가 깨끗하고 읽기 쉬운지 확

보충하십시오.

인하십시오.
없어진 표지 또는 스티커는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충전하는 동안 물의 일부가 증발되는 것을 고려하면 30분 동안 작업 한 후에 레벨을 다시 점

표지 또는 스티커가 보이지 않는 경우 청소 또는 대체할

검해야합니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30분 동안 작업을 수행 한 다음 적절한 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 배터리 점검 및 충전 절차를 반복

사용 및 안전 설명서 – 내후성 구획에 다음 설명서가 모두

하십시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위를 확인하기 전에 기기에서 A.C.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사용 및 안전 설명서
EMI 안전 매뉴얼 (ANSI/CSA 사양에만 해당)

기계 청소

및 ANSI 책임 매뉴얼 (ANSI/CSA 사양에만 해당).

기계가 먼지가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므로 매일 또는 필요할 때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은 매뉴얼의 안전 처방을 읽고 온전히 이해해야합니다.

배터리 – 필요에 따라 충전

천을 약간 적신 상태로 다음 하단에 명시된 곳을 청소하시지 바랍니다:
- 제어판
-기계의 보행면
- 작업자 상승 및 하강 구역 .
각 청소 작업 전에 키 스위치를 끄십시오 .

일자

검사 수행자

_____________

----------------------------

물을 약간 적신 천을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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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검사
체크리스트
모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연례 검사
체크리스트

일련 번호 ______________

일자:

일련 번호 :
모델:

제조 연도 _________

마지막 점검 일:

모든 설명서가 기기의 내후성 용기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날짜

고객:
주소:

플랫폼의 일련 번호와 모든 접착 안전 스티커가 부착된 태그가 제자리에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읽기
쉬운 지 확인하십시오.

시/주/우편 번호:
전화:

이상, 결함, 용접 균열 또는 오작동 또는 기계 손상 또는 무단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를 점

담당자 이름 :

검하십시오.

전사
바스켓, 플랫폼 난간을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입구 게이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완전히 그리고 자동으
로 닫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의 수위를 확인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케이블이 터미널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어
야합니다. 해당 제품에 부식된 곳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안전 및 개인 보호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독성

접지 모듈 기능

정확하게 표시된

커넥터

적재 가능량

전선

올바른 위치

조이스틱 기능

수량
타이어에 손상, 마모 또는 깊은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타이어와 휠에 또는 주변에 이물질이 없

나선형 케이블
플랫폼 레일

는지 확인하십시오.

입장 게이트가 제대로 닫힙니다
유압, 전기 및 기계 부품을 육안으로 검사하십시오. 각 구성품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각각의 위치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제차 확인해야 하며 눈에 띄는 정도의 누수, 과도한 마모 또는 손상된 부분이 없

기계의 메뉴얼에 대한 내후성 용기

어야 합니다.
차량 밑면에 느슨해져 걸려있는 전선이나 케이블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전기 부품

무결성 배터리

배터리의 성능
베터리 충전기의 성능
비상 정지

용기에 담은 메뉴얼
적절한 용접 - 부식이나 손상의 흔적이 없음

모든 회로 차단

대시 보드에서 주요 기본 선택기의

새시

올바른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승강 시스템

비상 정지 버튼의 작동을 확인하고 확인하십시오.
기기 측면의 명령 패널과

새시의 적절한 용접 - 부식이나 손상의

대시 보드 제어판에 있습니다.

기계식 비상 하강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일자

검사 수행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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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조인 볼트
돛대 구조

----------------------------

리프팅 운동과 속도

흔적이 없음

상승/하강 시 소음

구동축 - 부식이나 손상의 흔적이 없음

스틸 튜브를 통과하는 나선형 케이블
앞 바퀴 고정 - 부식이나 손상의 징후가
꽉 조인 볼트

없음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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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오류 코드
7.1 LUI PK
설명

에러 코드

다 괜찮아,

설명

지상 모드 활성화!

결점: 불량 5V 내부

4,2

스타트업

결점: 틸트 센서 불량

4,2

회전

결점: 내부 벽 불량

4,2

운전

기능 잠금 - 과열화

4,2

결점: 너무 낮은 배터리 전압

4,4

결점: 과도한 배터리 전압

4,4

결점: 승강 스위치 점검

6,3

결점: 캔 버스

6,6

결점: 짧은 모터A를 높게

7,2

결점: 짧은 모터A를 낮게

7,3

리프팅
하강
회전

드라이브/리프트 모드 선택
트리거 닫기
기울어진 차량

에러 코드

결점: 잘못된 P/N

1,1

보정되지 않음

1,1

결점: 짧은 모터B를 높게

7,4

높이 교정되지 않음

1,1

결점: 짧은 모터B를 낮게

7,6

가능 잠김 - 교정되지 않음

1,1

결점: 모터 연결 단축

7,5

기능 잠김 - 테스트 모드 선택

2,2

결점: 너무 낮은 캡 뱅크 전압 - 스터드 배선 점검

7,7

기능 잠김 - 구명

2,2

운전 잠금 - 필드 전류 점검

7,7

기능 잠김 - 암가드

2,2

B+ 공급 오류

기능 잠김 - 과부화

9,9

2,2

기능 잠김 - 저부화

수동으로 해제된 브레이크

8,2

2,2

기능 잠김 - 과도하게 높음

2,2

기능 잠김 - 기울임

2,2

기능 잠김 - 외부 차단

2,2

운전 잠김 - 조종 불가
접지 입력 스위치 확인

가장 일반적인 오류

에러 코드

배터리 부족

배터리 부족시 BCI 활용

2,2

배터리 나감

CAN 티스플레이의 플래시 뱃

2,2

배터리 충전

플래시 ‘2-3

운전/리프트 선택 스위치 점검

2,2

조이스틱 확인

2,2

수동으로 해제되는 브레이크

플래시 ‘8-2

트리거 해제

2,2

트리거 결함

플래시 ‘2-4

지상 스위치 출시

2,2

발 스위치 결함

플래시 ‘2-5

회전식 스위치 해제

2,2

조이스틱 스위치 해제

운전 조이스틱 결함

플래시 ‘2-6

2,2

정지 - EMS 스위치 확인

2,1

회전 조이스틱 결함

플래시 ‘2-7

결점: 에너지 밸브 - P9 배선 점검

3,2

초과 적재

플래시 ‘2-8

결점: 내부 안전 미비

3,4

경사

상승시 플래시 ‘2-9

운전 잠금 - 브레이크

3,4

모터 과부화

3,4

승강 스위치

플래시 ‘6-3

결점: 캠 뱅크 전압이 과도하게 높음 - 라인 용기 점검

3,3

결점: 높은 밸브 피드백 - 밸브 배선 점검

3,2

기능 잠금 - 배터리
결점: 불량 12V 내부
결점: 불량 5V 조이스틱 공급 장치 - P15 - 12 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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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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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7.2 유압식 시스템 LUI PK

6

6

1. 오일 탱크
2. 전기 펌프
3. 밸브 잠금 해제 (적재 용량)
4. 솔레노이드 블록
5. 원웨이 밸브
6. 플러그
7. 유량 제어 밸브
8. 단동 텔레스코픽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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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7.2 유압식 시스템 LUI P.A.

1. 오일 탱크
2. 전기 펌프
3. 밸브 잠금 해제 (적재 용량)
4. 솔레노이드 블록
5. 원웨이 밸브

8. 단동 텔레스코픽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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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7.4 LUI PK 배선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선 크기가 0.5MM <2

배터리 충전기

트레이 상승

비상 정지

비상 정지

트레이 하강
조절판
회전

퓨즈 100A

퓨즈 100A

회전을 위한 5V
스로틀/회전 제외

으로

버저

으로

펌프 접촉기

펌프 모터

지상 명령

바스켓 명령 패널

운전 접촉기

으로

키 스위치
1-0-2 위치

바스켓 명령
트랙션 모터

트랙션 모터

으로

B+ 공급
B- 공급

발 스위치

암 가드 스위치
손 센서 스위치

경적

으로

과부하 스위치

으로

트레이 활성화

으로

으로

센서/스위치 용 B+ 공급
바스켓 상승 스위치

조절판

으로

바스켓 하강 스위치
경적 스위치
도어 게이트 센서

회전
으로

바퀴 잠금 스위치

으로

최대 높이 스위치

으로

B+ T100으로

트레이 컨트롤러에서

으로

릴레이 활성화

으로

선반 모터

트레이 모듈

트레이 컨트롤러

zu

B- 에서

트레이 모듈
경적 버튼

으로
발 스위치

으로
손 센서

으로
바스켓 하강 버튼

으로

트레이 하강 릴레이

바스켓 상승 버튼

으로

트레이 활성화 릴레이

으로

으로

트레이 상승 릴레이

트레이 컨트롤러 활성화 릴레이

지상 제어기

선반 모듈
밸브 하강
브레이크

지상 명령 패널

으로

펌프 접촉기

트레이 상승 버튼

운전 접촉기
바퀴 잠금

트레이 하강 버튼

으로
으로

선택/공급
배터리 차단
버저

바스켓

센서/스위치 용 B+ 공급 승강 스위치
승강 스위치

수정

일정

디자이너

리니어 치수

승인

앵글 치수

바스켓 선택/공급
게이트락 솔레노이드
견인 스위치
재료

경적

코드

스프링 결선 다이어그램

라이트
일정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선 크기가 0.5MM <2

파일

디자이너

소유입니다. BRAVISOL D.M.의 동의 없이 부분적
승인

68

해당 그림에 포함 된 정보는
BRAVISOL D.M.의
또는 전체를 도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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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7.4 LUI PK 배선도
TS100 PIN
PCAN-1

설명
CAN1H

입력

PCAN-2

CAN1L

모듈에 CAN 디스플레이

PCAN-3
PRS232-1

모듈에 CAN 디스플레이

보호

CAN 손잡이

설명

입력

P10-1

아웃 1

트레이 위로

P10-2

아웃 2

트레이 아래로

P10-3

Ana 1

가속장치

P10-4

Ana 2

회전

P10-5

Ana 를 위한 5V

P10-6

Ana를 위한 neg

PRS232-2

RS232 B + 공급
RS232 Rx

PRS232-3

RS232 Tx

PRS232-4

RS232 Gnd

P9-1

PWM 고도 출력 (활성화 시 B+)

스피트 원 트레이 컨드롤러

P10-7

B+ 공급

P15-1에서부터

P9-2

PWM 고도 출력 (활성화 시 B+)

밸브 하상

P10-8

B- 공급

B- 에서부터

P9-3

고도 출력 (활성화 시 B+)

브레이크

P10-9

CAN H

P9-4

P3-1의 TS100에서부터

고도 출력 (활성화 시 B+)

펌프 접촉기

P9-5

P10-10

CAN L

고도 출력 (활성화 시 B+)

운전 접촉기

P3-2의 TS100에서부터

P9-6

고도 출력 (활성화 시 B+)

유효한

P12-1

디지털 입력 1

발 스위치

P9-7

고도 출력 (활성화 시 B+)

유효한

P12-2

디지털 입력 2

P12-3

디지털 입력 3

트리거 스위치

P12-4

디지털 입력 4

유효한

P12-5

아웃 3

트레이 활성화

P12-6

Sw. B+ 공급

P9-8
P9-9
P12-1

진단 센터로
진단 센터로

스위치 입력 (B+=활성화)

유효한

고도 출력 (활성화 시 B+)

GND 선택/공급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2-2

스위치 입력/아래 면 sw

P12-3

스위치 입력/로우사이드 sw

P12-7

디지털 입력 5

상승

P12-4

스위치 입력 (B+=활성화)

유효한

P12-8

디지털 입력 6

하강

P12-5

스위치 입력 (B+=활성화)

N/C

P12-9

디지털 입력 7

유효한

P12-6

로우사이드 sw 1.7A min.

비컨/버져

P12-10

디지털 입력 8

유효한

P12-7

아날로그 입력

P12-8

P12-11

디지털 입력 9

유효한

B+ 피드

센서/스위치 용 B+ 공급

P12-9

P12-12

스위치 입력 (B+=활성화)

승강 스위치

디지털 입력 10

P12-10

아날로그 입력

P12-11

아날로그 입력

P12-12

아날로그 입력

P15-1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5-2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5-3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5-4

로우사이드 sw 1.7A min.

P15-5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5-6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5-7

로우사이드 sw 1.7A min.

P15-8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5-9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5-10

로우사이드 sw 1.7A min.

P15-11

스위치 입력 (B+=활성화)

P15-12

5V (저압, 센서 용)

P15-13

아날로그 입력

P15-14

아날로그 입력

P15-15

0V (저압, 센서 용)

배터리 차단

플랫폼 모드

유효한

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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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7.5 LUI MINI P.A. 배선도
RHA: 경적 릴레이
BF10: 10A 퓨즈에서 +V
RHB: 경적 B 릴레이
BF1: 100A 퓨즈에서 +V
PR: 릴레이 상승
0VB: 0 볼트 배터리
RL: 리프트 릴레이

S: 베터리 게이지
RB: 브레이크 릴레이
T: 틸트 장치
RV: 베터리 표시기 릴레이
일반 휴무
일반 오픈
RT : 틸트 장치 릴레이
LS : 리미트 스위치
EMSG: 지상 비상 버튼
LSUP: 상승된 바스켓의 일반적 한계
EMSB: 바스켓 비상 버튼
RM: 펌프 릴레이
LSDW: 하강된 바스켓의 일반적 한계
PLB: 하상 버튼 바스켓 위치
PRB: 상승 버튼 바스켓 위치
PLG: 하강 버튼 지상 위치
PRG: 상승 버튼 지상 위치
PG: 브레이크 버튼
KEYB: 바스컷 위치의 키 스위치

KEYG: 지상 위치의 키 스위치
+KD 키 스위치 위치의 +V
+EMS: +V 비상 정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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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CE 적합성 선언

시험 보고서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S.S. ADRIATICA 16 KM 314.600 – 60022 CASTELFIDARDO (AN) ITALY

회사:
DIVISIONE MECCANICA SRL
S.S. 아드레시아 16 KM 314.600

전적인 책임 선언

60022 카스텔피다르도(AN) 이탈리아

순서 정하기

모델:

LUI PK

일련 번호

MPK201XXXX

제조연도

201X

제목:
순서 정하기
모델:

LUI PK

일련 번호:

MPK201XXXX

제조연도

201X

다음 조항,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
테스트가 수행 되었습니까?
지침 2006/42/EC (기계 지침)
지침 2014/30/EU (전자파 지침)

Castelfidardo, dd/mm/yyyy

법률 담당자
BRAVI PIERINO

•오일 유체 시스템 점검:

예

•전기 시스템 점검 :

예

•최대 부하 제한 작동 점검:

예

•정격 용량의 부하 테스트:

예

기계류 지침의 부록 IX에 따른 인증 기관 : TUV 이탈리아 (0948)
CE 인증 Nº : XXXXXXXXX

Braviisol D.M.의 기술 파일 및 법률 담당자를 설립 할 권한이있는 사람의 이름 srl, S.S. ADRIATICA
16 KM 314,600-60022 CASTELFIDARDO (AN) ITA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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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elfidardo, dd/mm/yyyy

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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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보증 — 보증서

판매 계약에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지침이 기계 보증에 적용됩니다.

전기 구성품은 다음 조건에 따라 보증에 의해 보호됩니다.
배터리는 제조업체가 제공 한이 설명서 및 / 또는 전기 도면의 사양에 따라 재충전
을 위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 BRAVIISOL SRL은이 장비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모든 새로운 장비가 회사의 최
신 사양을 준수 함을 보증합니다. 또한 마스트 및 유압 실린더에는 10 년의 특별 보증이 적
용됩니다. 제조업체는 등록 된 판매 일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장치가 출고 된 날로부터 3
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및 서비스 하에서 재료 및 / 또는 기술상의 결함에 대해 장비를 원래
구매자에게 보증합니다. 이러한 보증에서 제외 된 품목은 설명 된 구매 일로부터 1년 보증
이 적용되는 배터리입니다. 이러한 보증 기간 내의 보증 청구는 해당 결함 부품의 수리 또는

보증이 적용되는 작업 절차 :
제조업체는 이상이 발생한 후 48 시간 이내에 서면 또는 팩스로 (구문 적으로 만) 가
능한 한 상세하게 보증 범위에 포함 된 모든 청구에 대해 통지해야합니다.

보증 청구는 가까운 현지 대리점 또는 제조업체에 직접 전달해야합니다.

교체로 제한됩니다. 있는 것으로 인정 된 모든 구성 요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필요한 수
리 또는 교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노동력과 관련된 여행 경비는 제조업체의 당시 고정 요금
을 기준으로 설명 된 구매 일로부터 1 년 동안 보증됩니다.
보증 청구는 문제가있는 결함 부품이 제조업체에 선불 배송 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제조업체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S.S. 16 Adriatica km. 314,600 I-60022 Castelfidardo (AN) Italy
전호 +39.071.7819090 팩스+39.071.7819355 info@bravi-platforms.com

의 검사시 재료 및 / 또는 기술에 결함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구체적으
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 (예 : 일련 번호)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증 청구를 수락 할 수 있습
니다.

제조업체는 고객이 수행 한 해당 작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서면 또는 팩스로 확인하
거나 자신의 기술자에게 지침을 제공 할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의심 할 여지가없는 판단에 따라 교체, 수리, 교체 또는 새로운, 중고 또는 재건 된 구성 요소,
조립품, 하위 조립품 또는 용접물을 제공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증 정책은 다음으로 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교체 한 결함있는 재료 (제조업체가 승인 한)는 120 일 동안 유지해야 제조
업체가 결함있는 재료를 질문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제조업체에 다시 보냅니다.

1.

수송

2.

공장에서 정한 한계, 하중 및 / 또는 사양을 초과하는 작동을 포함한 장치의 오용 .

3.

자연 재해 (홍수, 불, 바람, 번개 등 )

4.

회사 매뉴얼 또는 공장 서비스 게시판에 따라 장치를 올바르게 정비 및 유지 보수하

이 보증서는 배타적이며 명시 적이거나 묵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을 대신합니다. 상

지 않는 경우 .

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이러한 모든 다른 보

BRAVIISOL은 다음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1.
2.
3.
4.

조작된 작업을 요청한 모든 부분 .
제조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고 장치에 대한 무단 변경 또는 개조 .
타이어,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에 대한 노동
간접적 우발적, 결과적 또는 특별 손해 (손실 및 이익, 수익 손실, 자본 비용, 대체 장비
비용, 가동 중지 시간, 검사 수수료, 제 3 자 청구 및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
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보증 위반, 계약 위반, 과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 또는
법적 이론의 주장. .

필요한 경우 결함이있는 부품과 기계가 작동 한 지역의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이는
불쾌한 논쟁을 예방하고 기계의 품질, 보증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위한 것입니다.

증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BRAVIISOL DM SRL을 대리하여 행동하려는 직원, 딜
러, 영업 담당자 또는 기타 사람은 본 보증의 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BRAVIISOL DM SRL의 의무를 초과하는 책임이

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BRAVIISOL Divisione Meccanica S.r.l.
S.S. 16 Adriatica km. 314,600
60022 Castelfidardo (AN)
전화 071.7819090
팩스 71.7819355
이메일: info@bravi-platforms.com
사이트: : www.bravi-platforms.com
예비 부품:
www.bravi-pa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