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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선 당사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본 <조작/정비 매뉴얼>를 

작성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조작/정비 매뉴얼>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정확하고 숙련되게 장비를 

조작하고 유지보수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만 장비를 지속적으로 신뢰성있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파손 및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는 장비의 영구적인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작업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파손되거나 또는 분실될 경우 즉시 당사 또는 

리점에 연락하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양도하거나 또는 매각할 경우 반드시 본 

<조작/정비 매뉴얼>를 장비와 함께 인도해야 합니다. 

장비 시리얼번호(장비 명판 참조), 엔진 번호(엔진에 각인되어 있음)를 본 <조작/정비 매뉴얼> 

‘제조업체 자료’ 비고란에 기록하십시오. 모든 번호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추후 검색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부속품 주문, 장비 고장 발생시 제조업체 또는 리점에 문의할 

경우에도 상기 관련 번호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본 사용설명서를 장비에 비치할 경우 

상기 번호들을 백업하여 장비외 다른 안전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본 장비는 수입 부속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부품들은 미터법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조작/정비 매뉴얼>에 표기한 치수는 모두 미터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된 미터법 기준 

부속품과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장비 우측과 좌측에 한 규정:운전실 내 장비 주행 전진 방향을 기준으로 운전실 쪽은 장비 

좌측으로 하고 반  쪽은 우측으로 한다. 하부 주행체의 구동륜은 뒤쪽에 위치합니다.  

당사는 장비 구입 고객에게 품질 보증을 제공합니다. 품질 보증 관련 사항은 장비에 동봉된 

품질보증 매뉴얼 또는 리점에서 제공한 품질보증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품질보증서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장비에 품질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당사로부터 제공되는 

품질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합니다.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부 경우 당사는 A/S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당사로부터 사전 허가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품질보증 효력이 상실되며 

A/S 요청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함부로 장비를 개조하거나 수리할 경우 

2. 함부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용접 또는 부속품을 추가 장착할 경우 

3. 타사 부속품 또는 당사가 인정하지 않는 부속품을 사용할 경우 

4. 본 조작/정비 매뉴얼의 요구사항에 따라 장비를 설치, 사용 및 정차하지 않는 경우 

5. 선정한 연료와 윤활유/그리스가 본 조작 정비 매뉴얼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윤활유/그리스량 

부족한 경우 

6. 본 조작/정비 매뉴얼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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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면허증 또는 조작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작업 경력이 있는 

작업자만 본 장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자만 본 장비에 한 검사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의 ‘안전 작업 규정’에는 중요한 안전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자세히 읽고 안전 작업 규정 사항을 숙지하고 기기 조작 전 및 작업 중에 모든 안전 

작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 국가 또는 업계 안전 작업 관련 법규, 조례,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장비 운영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용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안전 규정만 기재되어 있으며 모든 가능한 안전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본 사용설명서에서 권장 또는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 시 작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용설명서에서 금지하는 용도 또는 조작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의 모든 자료, 그래프 및 규격 사양은 발행시 최신 제품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제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당사는 사전 통보없이 <조작/정비 

매뉴얼>에 한 버전 변경, 갱신 및 첨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설명서는 중문, 영문, 한글 3가지 버전이 있으며, 상기 3가지 버전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중문판을 기준으로 한다. 

 

산하스마트장비주식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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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주의사항 및 안전 조작 규정 

1.1. 안전 주의사항 

1.1.1. 안전 등급 관련 사항 

본 규정의 안전 주의사항 등급은 ‘위험’, ‘경고’, ‘주의’ 등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위험>: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인체 손상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사고, 장비의 심각한 파손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 부상 또는 장비 파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2. 기본 주의사항 

<경고>: 

● 장비 전체 안정성. 장비 작업 전 반드시 사전 계산 및 확인을 실시하고 안정성 각도는 아래 

판정 기준에 맞아야 한다. 드릴을 견고한 수평 지면에 위치하고 안정성 각도는 5° 이상으로 

한다. 

● 제조업체에서 규정한 성능 사양 및 작업 능력(예:강도, 안정성, 리더 길이, 카운트웨이트, 

장비 전체 무게 등)을 초과하는 작업은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 본 장비 최  허용 주행 질량은 90 톤으로, 반드시 허용 범위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만일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고 사용수명이 줄어들며 정상적인 주행 및 조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오거 토크 허용 범위을 초과하여 작업하지 마십시오. 

● 리더 좌우 최  경사각은 각각 1.5°로, 상기 경사각을 초과할 경우, 장비 파손 및 전복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절  금지해야 합니다. 

● 와이어 로프 및 부속품은 반드시 당사에서 규정한 규격 사양 및 성능을 만족하는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본 장비에 별도의 발전기 또는 유압원을 설치할 경우, 당사에서 규정한 구성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충분히 견고한 가 로 설치해야 합니다. 

●장비 회전 시 반드시 전 아웃트리거 실린더를 완전히 수축한 다음에 회전해야 하며 

전아웃트리거와 클로러 간 간섭 및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 

● 오거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리프팅할 경우, 반드시 전/후 아웃트리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3.3 천공/항타 작업’ 부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인상력이 허용값 미만일 

경우에도 장비 보호 및 작업시 진동을 최 한 줄이기 위하여 반드시 전/후 아웃트리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당사 제품 출하 후 고객이 자체적으로 사양을 변경할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개조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1.1.3. 일반 주의사항 

<경고>: 

● 풍속 10m/s(평균 풍속) 및 이상 풍속일 경우, 작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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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3.3.12 강풍 시 안전 주의사항 및 안전 책’ 부분의 내용을 

참조하여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풍속 20m/s 이상의 기상예보가 있는 경우 사전에 리더를 수평 상태로 지면에 눕혀야 

합니다.  

● 호우 등으로 물이 고이거나 작업 현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장비를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 지반이 연약한 작업 장소는 작업 현장을 보강하고 철판을 설치하여 장비의 최  접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약한 지반으로 인한 장비 전복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 뒷면 가 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선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세부 내용은 ‘3.3.15  

송전선 등 주의사항’ 참조). 또한 현장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용 마스크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본 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 전 확인을 수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월별 점검, 

년도별 점검(특정 자체 검사)을 수행해야 하며 만일 점검을 통해 이상 발견한 경우 반드시 정비 

보수 및 보완한 후에야 작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작업시 반드시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구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본 장비 작업자는 반드시 사전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합격 후 조작 기능 합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작업자는 작업장소에서 합격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 이동식 크레인 작업자는 반드시 사전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합격 후 조작 기능 

합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작업자는 작업장소에서 합격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 병이 있거나 정신병 환자는 장비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 음주자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장비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 작업범위 내에 관계자외 진입을 금지합니다. 후방을 확인 후에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전에 시공 내역, 공정 과정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배치해야 하며 관련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운전 작업 전에 작업 지시자와 지시 방식을 정해야 하며 작업 진행 중에 작업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주의>: 

● 작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조작/정비 매뉴얼>를 자세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 

장비를 조작해야 합니다. 만일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의 안전 경고 표시를 파손, 분해하지 마십시오. 만일 파손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 　당사 제품 출하 후 고객이 자체적으로 규격 사양을 변경할 경우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 안전성에 영향이 끼치는 개조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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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운전 조작시의 주의사항 

<위험>: 

● 작업자의 장비 운전 중 운전실 이탈을 금지합니다.  

● 오거 및 크레인 리프팅 상물 하부에 관계자외 진입을 금지합니다. 크레인 상물을 

작업자 위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유압 압력이 부족할 경우 클러치 동작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추락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 작업 진행 중 장비가 전선에 접촉될 경우 즉시 전선으로부터 장비를 떼어내거나 전원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전선과 접촉한 상태에서 작업자는 절 로 발판을 밟고 하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작업자는 절 로 장비 또는 

리프팅 상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 장비 회전 시 반드시 전 아웃트리거 실린더를 완전히 수축한 다음에 회전해야 하며 

전아웃트리거와 클로러 간 간섭 및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고>: 

● 엔진 시동, 장비 운전 및 회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주변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경적을 울려 주변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 엔진 가동 후 유압, 냉각수 온도, 유압 오일 온도, 제어용 유압 등이 규정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장비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운전 중 엔진 유압, 냉각수 온도, 유압 오일 온도, 제어용 유압 등이 이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장비에서 뛰어오르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 운전실외 다른 부위에 인원이 탑승할 경우 장비 가동을 금지합니다.  

● 무리하게 장비를 취급하지 마십시오. 특히 급전진, 급정거, 급회전 등 작업을 피하십시오. 

리더, 스테이 등의 관성력으로 인해 장비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하여 장비 파손 및 장비 전복 

등 심각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비 운전 중 항상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외 진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 본 장비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케이블, 가스 배관, 용수 배관 등이 매립된 작업 현장에서 작업 시 사전에 해당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 지시자의 지시하에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합니다.  

● 위험하고 복잡한 지형 및 시야가 안 좋은 현장에서 작업할 경우 현장 지시자의 지시하에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합니다.  

● 경사면에 장비를 세울 수 없으며 반드시 평탄하고 탄탄한 지면에 장비를 세워야 합니다.  

● 작업자가 운전실을 떠나기 전에 파일 프레임의 탑재물을 내려 접지되었는지, 윈치 및 

회전장치 작동이 정지되고 제동을 걸었는지, 래칫이 잠금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레버 및 스위치를 중입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 작업 종료시 상기 확인 사항을 완료한 후, ’3.3.11 장비 정지 처리’ 부분을 참조하여 전/후 

아웃트리거를 지면에 가볍게 접촉한 상태에서 엔진 작동이 멈춘 후 엔진 키를 빼고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실을 잠그십시오. 

<주의>: 

● 엔진에 시동을 건 다음 우선 웜업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냉한 지역 및 겨울에는 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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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하십시오.  

● 엔진 작동이 멈추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 상태에서  3-5 분 정도 작동 후에야 시동을 끌수 

있습니다. 

 

1.1.5. 조립 분해 작업시 주의사항 

<위험>: 

● 리더, 스테이, 싱글랙 등의 기복 작업 시 작업자의 그 하부 진입을 금지한다. 

● 조립 분해 작업 시 전/후 아웃트리거의 지면 접촉 부위에 강판을 깔아야 한다. 

 

<경고>: 

● 조립 분해 작업은 견고하고 평탄하며 넓은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클로러 하부에 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립 분해 작업은 우선 현장 작업 지시자, 작업 방법, 작업 절차, 연락 방식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확인 과정을 거친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리더 세우기 및 눕히기 전에 후 아웃트리거는 반드시 확장하여 강판으로 지지하고 장비 

전체를 약 3cm 정도 리프팅하고 5분간 유지해야 하며, 후 아웃트리거의 이상 여부(누설 등)를 

확인한다. 

● 조립 분해 작업 장소에 관계자외 진입을 금지하고 경고 표기 또는 경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립 분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도구, 리프팅 도구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립 분해 작업시 클로러는 최  폭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설비 손상을 피하기 위해 조립 작업 시 반드시 싱글랙을 세우고, 고정핀을 삽입한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 조립 분해 작업시 사용되는 가 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 리더, 지지 를 고정할 때 규정 토크치에 따라 토크 스패너로 죄어야 한다. 

● 와이어 로프 단부의 로프 클립 등이 충분히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리더 상부에 볼트, 너트, 도구 등을 놓지 마십시오.  

● 플랫폼, 리더 등 고소 작업 시 미끄럼 및 추락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리더 세우기 준비, 리어 세우기, 리더 눕히기 과정에서 전문 인원과 장비 작업자가 서로 

협조해야 하며, 실린더의 동기성을 면밀히 살피고 좌/우 스테이 실린더가 비동기인 경우 작업을 

멈추고 조절해야 한다. 

● 좌/우 스테이의 핀은 리더를 세운 후 오일호스를 뽑아야 하고 해당 실린더의 재사용을 

금한다. 

● 리더 세우기 준비 완료 후 리더 세우기를 시작할 때 먼저 리더를 미세한 높이로 들어올여 

장비 전체의 안정성을 살핀 다음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리더 세우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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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윈치 조작 주의사항 

● 세부정보는 <조작/정비 매뉴얼> 관련 규정 사항 참조.  

 

1.1.7. 파일 작업 주의사항 

<경고>: 

● 리더 후방 경사 작업은 반드시 전/후 아웃트리거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 장비 회전 시 반드시 전 아웃트리거 실린더를 완전히 수축한 다음에 회전해야 하며 

전아웃트리거와 클로러 간 간섭 및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 항타 작업 시 리더의 전방 경사를 금지하며 어테치먼트가 리더 레일에서 이탈될 수도 

있으며 안전성도 떨어져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전/후 아웃트리거 착지 위치에는 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보조용 후크의 파일 리프팅 등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위치에서 수직 

방향으로 리프팅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리더에 작업자가 올라가는 경우,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크레인용 와이어 로프, 리프트용 슬링의 안전 계수＞6으로 마모가 없도록 하십시오.  

● 장비의 커브, 회전, 이동 등 작업 수행시 반드시 현장 작업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8. 천공 작업 주의사항 

<경고>: 

● 토크 허용치 이하 토크로 천공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천공 작업시의 인발력은 ‘7.1.5 오거 허용 인발능력표’에 규정된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나선형 드릴로 토사 제거 작업을 수행할 경우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천공 및 항타 작업 후 천공부를 덮개로 잘 덮고 경고 표시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오거로 경사진 천공 작업을 수행을 금지합니다.  

● 무리한 리프팅 작업을 금지합니다. 오거로 작업할 경우 <조작/정비 매뉴얼> 인발력 관련 

규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주의>: 

● 천공 작업 시 과도한 이송량으로 무리한 천공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오거 하강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십시오.  

 

1.1.9. 주행시의 주의사항 

<경고>: 

● 주행 및 작업 시 지면에 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장비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 장비의 급전진, 급회전, 급제동 등 조작을 금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장비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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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견 및 도로 높이 낙차가 있는 구역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장비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 어테치먼트(해머, 오거)를 장착 시 되도록 최저 위치까지 강하시켜 무게중심을 낮추어 

안전하게 장비를 이동하십시오.  

● 장비에 리더를 장착하고 경사면에서 이동 전에 반드시 사전에 경사도가 장비의 허용되는 

안정 각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세부 내용은 <조작/정비 매뉴얼> 관련 규정 사항 참조). 

장비는 경사면에서 주행할 경우 조향, 회전 등 동작을 금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장비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 주행 시 엔진 회전속도는 1400RPM 이하로 한다. 

● 장비 주행 시 회전을 금지한다. 

● 장비 회전 시 반드시 전 아웃트리거 실린더를 완전히 수축한 다음에 회전해야 하며 

전아웃트리거와 클로러 간 간섭 및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 

● 지하에 매립물 상부에서 주행할 경우 사전에 복토하거나 철판을 설치하여 지하 매립물의  

붕괴를 피해야 합니다.  

 

1.1.10 리더 세우기 상태의 상/하향 경사길 주행 유의사항 

리더 세우기 상태에서 상/하향 경사길 주행 시 안정성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하 경사길의 허용 각도는 세부 내용을 파악한 다음 당사와 문의하세요.    

 

<경고>:  

●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가이드 로드를 세운 상태에서 상/하 경사길을 주행한다. 또한 상/하향 

경사길 최  각도는 7도 이하로 한다. 

● 상/하향 경사길 주행 시 절  조향, 선회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 어테치먼트(해더, 오거) 탑재 시 최 한 최저 위치로 강하시키고 무게중심을 낮추어 

주행한다. 

 

<주의>:  

● 회전 브레이크를 잠그고, 회전 위치결정핀을 삽입해야 한다.  

● 상/하향 경사길 주행 시 사전에 노선을 잘 파악하여 경사 방향과  전진 방향을 같게 해야 

하고, 장비를 좌우로 경사지게 하거나 도중에 조향 조작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주행 노면을 고르게 손질하고 연약한 지면에는 깔판을 까는 등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 저속으로 조용히 주행한다. 특히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상/하 조작을 중단해야 한다. 

● 경사면과 수평면의 경계면을 원활하게 지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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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향 경사길 주행 시 아래 요령에 따라 조작한다. 

 

 

 

 

상향 경사길

리더가 a°뒤쪽에 

놓이게 한다. 

리더가 앞쪽으로 

a° 경사지게 한다. 

허용 상향 경사길 

각도 a°(최  7°) 

하향 경사길 

리더가 a°뒤쪽에 

놓이게 한다. 

리더가 앞쪽으로 

a° 경사지게 한다.

허용 상향 경사길 

각도 a°(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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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운송시의 주의사항 

<경고>: 

● 장비를 운송할 경우에는 확실히 고정하고 고정 핀을 설치하고 브레이크를 잠그고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장비를 트레일러에 실어 운반할 경우 회전 작업을 금지합니다. 장비가 전복된 위험이 

있습니다.  

● 운송 작업은 사전에 작업 지시자, 작업 방법, 작업 절차, 연락 방식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확인 과정을 거친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작업 장소에 관계자외 진입을 금지하고 경고 표시 또는 경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1.2. 안전 조작 규정 

1.2.1. 안전 작업 규정 숙지 및 준수 

● 본 장비의 운전 조작, 설치 및 분해,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는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사전에조작/정비 매뉴얼 및 안전 작업 규정 사항을 자세히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조작 및 시공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본 장비의조작/정비 매뉴얼 및 안전 작업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외에 반드시 국가 또는 

업계 관련 안전 작업 규정, 조례, 법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사 현장의 

관련 안전 작업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장비의 운전, 작업자는 반드시 건설기계(파일 드라이버 장비) 및 본 장비 조작 관련 기술 

교육을 받고 필기 및 실기 조작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조작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장비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시험 기록을 잘 보관하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 본 장비의 다른 시공 작업자들도 반드시 관련 기술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시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사 현장에는 최소한 1명 이상 안전 감독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교  근무할 경우 반별 

최소한 1명 이상 안전 감독원을 배치하여 현장 안전 순찰,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 규정 위반 및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고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안전 감독 

관리자는 작업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규정 위반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 만일 본 사용설명서와 안전 표시, 라벨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주문하십시오. (주문시 장비 모델명, 제품 시리얼 번호를 제시하십시오) 

주의사항:본 ‘안전 규정’ 중 안전 관련 내용은 본 장비의 기본 안전 규정만 포함되며 모든 

잠재적인 위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비 조작 또는 정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즉시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안전 표시, 라벨 

안전 표시, 라벨는 안전 주의사항을 환기시키기 위한 안전 표시, 라벨로 장비 또는 <조작/정비 

매뉴얼> 등 작업자 매뉴얼에서 해당 표시, 라벨을 발견할 경우 부상 등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계 장비에 부착된 모든 안전 라벨을 자세히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안전 라벨 및 

본 사용설명서의 안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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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라벨을 항상 유지, 갱신해야 하며 항상 눈에 잘 띄고 선명한 위치에 부착하고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1.2.3. 안전 명판  

장비의 서로 다른 부위별로 관련 안전 명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위험 수준별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 ‘경고’, ‘주의’ 등(오른쪽 그림 참고)이 있는데 각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직접적인 위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잠재적인 위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잠재적인 위험. 경미한 인체 부상 또는 중간 수준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경고’ 안전 명판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특정된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일반 주의사항은 ‘주의’ 안전명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용설명서 중 ‘주의’는 안전에 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1.2.4. 비상 사태 응 준비 및 처리 

● 화재 및 사고 응: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하며 소화기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읽고 

숙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 점검, 정비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소화기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응급처치 약품이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사, 구급차, 병원 및 소방서 연락처를 비치해야 합니다.  

● 장비 이상 등 비상 사태가 발생될 경우 즉시 비상 버튼을 눌러 장비 작동을 정지시켜야 

하며 장비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장 또는 작업자는 즉시 안전 감독관리자, 상사, 

A/S 기술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전까지 함부로 장비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 소나기 또는 태풍(풍속 10M/초 이상)등 열악한 날씨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를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오거 스크류를 지면에 내려놓고 전/후 

아웃트리거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한 다음 리더를 뒤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본체를 바람을 

마주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십시오).  

● 폭풍우 또는 태풍 기상예보가 발표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본체 

상태를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보조 장비로 드릴 장비를 보강하거나 드릴 장비 오거 분해, 

리더 눕히기 등 보호 조치를 취하십시오.  

 

1.2.5. 안전 보호구 착용 

작업 전에 적합한 아래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작업복, 경질 안전모, 안전화, 두터운 작업용 장갑 

● 안전안경, 고글 또는 보호마스크, 일반 마스크 또는 필터 

마스크, 귀마개, 귀싸개 

● 고소 작업 시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험  경고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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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운전실 진입시의 주의사항 

● 운전실에 진입하기 전에 신발의 진흙, 기름때를 제거하십시오. 만일 신발에 진흙 또는 

오일이 묻은 상태로 패달 조작시 미끌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품 또는 도구를 조작  주변에 누락하지 마십시오.  

● 운전실에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 장비를 조작 또는 주행 시 정신을 집중하고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또는 이어폰,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흡연 금지.  

● 직사광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실에 투명한 병 및 여러가지 볼록한 

투명 물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 라이터를 운전실 내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운전실 내 온도가 상승될 경우 라이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1.2.7. 가동 전 장비 점검 

● 매일 또는 반별 장비 가동 전 장비에 한 면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항상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장비 순회 확인 내용은 <조작/정비 매뉴얼>의 

‘시동 전 검사’를 참조하십시오.  

 

1.2.8. 운전자 좌석 조절 

● 적절한 작업 자세는 작업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자신의 체중, 신장, 팔 길이에 따라 좌석을 조절해야 합니다.   

● 팔로 조작 위치 조절: 좌석 상부의 가동 레일의 전후 사이즈 및 

손잡이,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하여 편안한 팔의 조작 자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발판 조작 위치 조절: 좌석 하부 가동 레일의 전후 사이즈 및 좌석 

높이(상하 조절 좌석) 치수를 조절하여 편안한 발의 조작 자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하중 조절:체중에 따라 좌석의 하중을 조절하여 이상적인 진동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9. 정확한 장비의 상하차 

● 장비와 마주하고 사다리와 손잡이를 이용해 3곳이 장비와 접하게 오르내려 추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 어떠한 조종레버과 제어레버, 강관, 호스, 케이블 등을 손잡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잡이, 통로장치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기름때, 흙이 있어서는 안되며 물기 및 

미끄러움으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장비 주행, 회전 작업 시 장비를 오르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 손에 도구를 들고 장비를 오리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 장비에 뛰어오르거나 장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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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정확한 엔진 시동 

●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실 좌석에 앉아서 엔진을 시동해야 하며 클로러 위에 서서 장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 단락 시동(터미널 시동 포함)의 방법으로 엔진을 시동해서는 안 됩니다.  

 

1.2.11. 장비에 인원 탑승 금지 

● 장비의 작업 또는 주행 중 운전자외 다른 작업자의 장비 탑승을 금지합니다. 만약 장비에 

인원이 탑승했을 경우 장비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물건에 맞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탑승인원이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여 장비의 불안전 조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12. 장비는 반드시 송전선 및 공중에 있는 장애물과 멀리해야 합니다.  

● 장비의 모든 부분 또는 작업물과 송전선의 접촉 시 작업자의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고압 송전선 근처에서 작업해야 할 경우 현지 전력부문과 즉시 연락을 취해 전원을 

차단해야 하고 고무신, 고무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장비가 반드시 케이블 근처를 통과해야 할 경우 1명의 신호수가 장비의 안전거리를 

모니터링 하고 적시에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 장비의 모든 부분 또는 작업물과 송전선의 근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비의 모든 부분 및 작업물이 전선과 5m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장비는 공중 장애물과 멀리해야 하며 드릴장비 이동 시에는 특히 공중 장애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1.2.13. 안전 조작 및 장비 이동 

주의사항: 어떤 경우에도 작업자가 혼자 장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장비 이상 등 비상 발생 

시 즉시 비상버튼을 눌러 장비를 정지하고 작업을 중단하여 장비를 안전상태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즉시 안전원, A/S 기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인 파악 전에 함부로 장비 

재조작을 금지합니다.  

● 장비 조작 및 작업 시 작업자외 팀장(작업 지시 및 지도 담당)과 보조 작업자(보조 작업 

진행 및 장비의 동작 등을 관찰, 모니터링)를 배치하여 공동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팀장 또는 보조 작업자의 사전 확인없이 함부로 장비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 이동 구역의 기반이 충분한 강도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반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반 및 장비 이동 방향으로 지면에 클로러 접지면보다 넓은 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현장 세부 요구사항은 ‘3.1 작업 사용 전의 준비’ 참조) 

● 장비가 주행, 회전 및 기타 동작을 하기 전에 작업자는 반드시 옆에 서있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며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야 조작이 가능합니다.  

● 장비가 주행 거리와 상관없이 주행하기 전에 반드시 리더를 후면으로 3° 경사지게 하고 

좌우 방향으로 장비를 수직하게 하여 장비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노면이 고르지 

못함으로 인한 장비의 전복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장 세부 요구사항은 ‘3.1 작업 사용 전의 

준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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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가 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프레임과 턴테이블의 회전용 고정핀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비가 주행 시작 또는 회전하기 전 또는 기타 동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적을 울려 

옆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 협소한 구역 또는 주변에 장애물이 많은 구역에서 주행하거나 회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호를 사용해야 하며 장비 시동 전에 지시자와 수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비를 조종하기 전에 작업자는 우선 조종레버/주행페달/스위치/버튼 등의 제어 방향이 동작 

방향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조작해야 합니다.  

● 작업자는 조작 전 및 조작 중에 팀장, 보조 작업자와 연락을 유지해야 하며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조작 동작과 장비 실제 동작이 일치함을 확인한 경우에만 계속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이동 시 드릴 툴을 일정한 높이까지 들어올리고 스크류가 추락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추락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즉시 장비를 정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장비 및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장비의 급전진, 급회전, 급정지 등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장비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 장비 주행 시 회전을 금지한다.. 

● 기계가 20회 이상 회전한 상태에서 걷는 것을 금지한다. 

● 기계가 5회 이상 회전한 상태에서 걷는 것을 금지한다. 

허용 주행 경사도 

주의: 허용 경사도값은 견고한 지면 및 침하가 없는 상황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 지반이 

연약하거나 평탄하지 않을 경우 허용하는 경사도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 비탈길에서 주행 시 반드시 천천히 주행해야 하며 주행하기 전에 지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경사값을 초과한 경사면에서 주행을 절 로 

금지합니다.  

● 내리막길에서 주행 시 클로러의 종방향 경사도는 2°를 초과함을 금지합니다.  

● 올리막실에서 주행 시 클로러의 종방향 경사도는 2°를 초과함을 금지합니다. 

● 주행 시 클로러의 횡방향 경사도는 1.5°를 초과함을 금지합니다.(즉 클로러 4200mm 너비 

범위 내에서 지면의 높이차는 110mm 이하) 

● 경사면에서 주행할 경우, 상부회전체의 회전을 하지 마십시오. 장비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허용 작업 경사도 

● 리더의 정상적인 조절 및 시공을 확보하고 장비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면은 

평평하고 견고해야 하며 경사도가 1.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클로러 4200mm 너비 범위 

내에서 지면의 높이차는 110mm 이하) 

 

1.2.14. 후진, 회전 시 사고 발생 방지 

주행, 후진, 회전 시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하기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장비의 후진, 회전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관찰하여 장비의 근처에 사람, 충돌 발생의 물체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조작을 해야 합니다.  

● 회전하기 전에 고정 프레임과 턴테이블의 회전 고정핀을 뽑아야 합니다.   

● 회전 시 전 아웃트리거 실린더를 축소해야 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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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서있는 작업자가 작업 구역에 진입했는지를 경계해야 하며 장비를 이동하기 전에 

경적을 울리거나 다른 신호로 경고해야 합니다.   

● 장비 후진 시 운전자의 시선이 방해를 받는다면 반드시 1명 신호수를 배치하여 후진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며 신호수가 항상 운전자의 시선 범위 내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상 필요로 신호수가 필요한 경우 신호수는 반드시 수신호를 사용해야 하며 신호수 및 

운전자는 신호의 뜻을 확실히 이해한 후에야 장비를 조작하여 주행, 회전할 수 있습니다.   

●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깃발, 표기와 신호의 뜻을 이해해야 하며 지정 신호수만이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는 신호수가 아닌 작업자가 보낸 신호에 따르면 안 되지만 어느 

작업자가 보낸 정지 신호이든 운전자는 즉시 따라야 하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 창문, 미러, 조명은 청결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먼지, 폭우, 짙은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 반드시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거나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조명을 사용해도 주행, 후진 또는 회전에 소요되는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면 즉시 장비의 모든 동작을 중단해야 합니다.   

● <조작/정비 매뉴얼>의 조작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읽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15. 안전 작업 

주의: 어떤 경우에도 작업자가 혼자 장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장비 이상 등 비상 발생 시에는 즉시 비상버튼을 눌러 장비를 정지하고 작업을 중단하여 

장비를 안전상태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즉시 현장 안전원, 상사, A/S 기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인 파악 전에 함부로 장비 재조작을 금지합니다.  

● 장비 작업 시 설비당 작업자외 팀장(작업 지시 및 지도 담당)과 보조 작업자(보조 작업 진행 

및 장비의 동작 등을 관찰, 모니터링)를 배치하여 공동 작업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팀장 

또는 보조 작업자의 사전 확인없이 함부로 장비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관계자 외 인원이 장비 작업 구역을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동 구역의 기반이 충분한 강도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반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반 및 장비 이동 방향으로 지면에 클로러 접지면보다 넓은 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현장 세부 요구사항은 ‘3.1 작업 사용 전의 준비’ 참조) 

● 장비의 흙부리기, 잔류물 하차 등 조작에 편의를 위해 장비 작업 시 장비의 회전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시추기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서 작업하는 다른 기계설비와 40m이상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설비 및 인원의 안전에 비하기 위해서이다. 

● 크레인 장비를 체하여 장비로 크레인 작업 진행을 금지합니다. 

장비는 크레인 장비 성능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레인 장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리더가 전복되거나 중량물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장비 하부 구역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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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연결 시에는 반드시 다른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류를 리프팅하거나 리더의 보조용 

윈치로 들어올려야 합니다.  

● 부설한 철판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부설한 철판 위에 물기가 있는 경우 마찰계수가 폭 작아져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날에는 부설 철판 위에 미끄럼방지용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조심스레 조작해야 

합니다. 만약 부설한 철판 위에 나뭇잎, 나뭇가지 등 이물이 떨어질 경우에도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 장비 아래 구역에서 작업 시의 주의사항 

장비의 와이어 로프가 의외로 단열될 경우 아래 작업자의 사망 등 중 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우 장비의 아래 구역의 작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반드시 장비의 아래 

구역에서 작업해야 할 경우 우선 장비의 하단에 있는 리더 레일 또는 장비 아래 지면에 미끄럼 

추락 방지 위치결정 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감전 사고 주의 

기계 운행 시 전기 케비닛 내부의 부품을 접촉 시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운행 중 전기 케비닛 도어 오픈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배관/케이블 확인 주의 

배관/케이블에 파손이 발생 시 주입액이 비산/감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관/케이블의 절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 수시로 배관/케이블이 뒤섞이거나 

다른 기계에 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크류 회전 시 배관/케이블 및 몰타르 호스가 

감겨들지 않도록 합니다.  

● 나선형 드릴 청소 주의사항 

스크류에 부착된 흙과 모래 제거 시 스크류에 감겨들어갈 위험이 있기에 작업 시 충분히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무리한 천공 금지 

과 한 부하 또는 드릴 툴이 비뚤어진 상황에서 계속 천공, 굴착할 시에는 장비, 스크류 및 

서포트 머신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체 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무리한 천공, 

굴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리프팅 강행 금지 

장비가 허용하는 인상력(Lifting force)을 초과 시에는 장비 및 부품의 파손을 초래하게 되며 

기계 또는 인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천공 굴착 시에 인상력(Lifting force)은 장비의 

허용값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리프팅 강행을 금지합니다.  

주의사항: 지질 여건 및 파일 유형별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본 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을 제거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케이싱 제거 시운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저항이 너무 커서 본 장비로 케이싱을 원활하게 제거하지 못할 경우 작업 방법을 변경하고 

시공 공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계별 타설, 단계별 케이싱 제거 공법 적용 또는 

기타 방식의 작업(예를 들면 진동 헤머, 케이싱 제거 전용 장비 등 보조 장비).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및 부품이 파손될 수 있으며 기계 파손 또는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장비로 케이싱을 제거 시 시공 과정에서 수시로 주의해야 하며 만일 저항이 너무 

커서 본 장비로 케이싱을 원활하게 제거하지 못할 경우 작업 방법을 변경하고 시공 공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계별 타설, 단계별 케이싱 제거 공법 적용 또는 기타 방식의 

작업(예를 들면 진동 헤머, 케이싱 제거 전용 장비 등 보조 장비).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및 

부품이 파손될 수 있으며 기계 파손 또는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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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작업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확실히 착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인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공의 방어 및 보호 

드릴 작업 후의 구멍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작업자가 부주의로 구멍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천공 작업후 천공부를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반드시 보호 커버로 천공부를 덮어거나 

또는 주변 구역 진입을 통제하고 [접근 금지] 경고 팻말을 설치해야 합니다. 

 

1.2.16. 통제력을 잃은 사고 발생 예방  

장비가 통제력을 잃을 시 만일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거나 이동하고 있는 장비를 저지하는 

경우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통제력을 잃음을 피하기 위해 하기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장비는 반드시 견고 수평면에 위치하고 경사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하기 절차에 따라 

전원을 꺼야 합니다. 

 엔진이 저속에서 3분간 공회전하도록 하여 장비를 냉각시킵니다.  

 엔진을 정지하고 키스위치에서 키를 뽑습니다.  

 유압 파일럿 제어스위치를 끕니다. 

● 다른 장비와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정차합니다.  

● 장비 운송 시에는 반드시 장비 프레임의 턴테이블 고정장치로 턴테이블을 연결하여 

턴테이블이 프레임을 상 로 움직이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1.2.17. 안전한 장비 정차(현장 세부 요구사항은 ‘3.1 작업 사용 전의 준비’ 참조)  

장비 정지 시 하기의 절차에 따라 조작합니다: 

● 장비를 단단한 수평면에 정차합니다. 

● 엔진이 저속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로 3분간 운행하도록 합니다. 

● 디젤엔진의 속도 조절 핸들을 운전 중립 위치에 위치하며 시동키를 ‘운전 정지’ 위치로 

돌리고 키를 뽑습니다. 

● 파일럿 컨트롤 스위치를 끕니다. 

● 모든 검사용 도어 및 도구박스의 도어를 잠급니다. 

● 운전실의 창문을 닫고 운전실을 잠급니다. 

 

1.2.18. 안전한 유지보수 진행 

● 유지보수 주의사항 

 유지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유지보수의 규정을 이해합니다.  

 작업 구역의 청결과 건조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행 또는 작업 중인 장비에 임의의 오일, 그리스를 주입하거나 유지보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체 및 복장의 동력전달 부품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유지보수 전의 준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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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견고한 수평면에 정차합니다.(현장 세부 요구사항은 ‘3.1 작업 사용 전의 준비’ 

요구를 참조) 

 드릴 툴의 하단 지지점을 지면에로 강하합니다.  

 엔진이 저속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로 3분간 운행하도록 

합니다. 

 디젤엔진의 속도 조절 핸들을 운전 중립 위치에 

위치하고 시동키를 ‘운전 정지’ 위치로 돌리고 키를 

뽑습니다. 

 파일럿 컨트롤 스위치를 끕니다.   

 제어 레버에 ‘점검 수리 중 조작 금지’라는 팻말을 부착합니다. 

● 유지보수 과정의 안전  

만일 유지보수를 반드시 엔진 운전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운전실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쉽게 파손되거나 마모되는 부품을 점검해야 하며 파손 또는 마모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유지보수’ 부분 관련 내용 참고) 

● 모든 부품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확히 설치해야 합니다. 누적된 모든 그리스, 

오일 또는 부스러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 전기시스템 조절 또는 장비에 한 용접 시 우선 축전지의 (-)접 지케이블을 해체해야 

합니다.  

 

1.2.19. 정확한 장비 받침(현장 세부 요구사항은 ‘3.1 작업 사용 전의 준비’ 참조) 

● 장비를 정확히 받치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에 한 수리, 유지보수를 절 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장비에 한 유지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드릴 툴을 지면으로 강하시켜야 합니다.  

● 장비를 광재, 연약한 지반, 중공 벽돌로 받치거나 연속 하중에서 깨질 수 있는 물체로 

받혀서는 안됩니다.  

 

1.2.20. 장비 청결 

● 매일 작업 완료 또는 교  근무하기 잔에 반드시 장비에 한 청소, 청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드릴 툴, 오거, 리더  슬라이딩 레일 및 장비 본체에 부착된 흙을 제거하고 각부 상태에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압, 유압 공급 작업 시 반드시 깨끗한 공기 및 물로 

배관과 스크류를 세척해야 합니다.  

● 엔진, 라디에이터, 축전지, 유압배관, 연료탱크 및 운전실 등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엔진 정지 후 엔진 주변 온도가 즉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화재 발생을 경계해야 

하며 점검용 도어를 열어 엔진이 빨리 냉각되도록 하고 엔진룸을 청소합니다.  

●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축적된 그리스, 오일 및 기타 쓰레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의: 

물 또는 증기를 조종실에 분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락, 오동작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축전지, 커넥터, 전장부품은 고압수, 가스로 

청소해서는 안됩니다.  

● 물, 가스로 운전실 내부를 청소함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현재  보수  중이니

조작하지  마세요. 



 SWCH390-90M 조작/정비 매뉴얼
 

17 

● 장비 청소 시 물로 직접 전기 케비닛 세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장비 작동 상태에서 전기 

케비닛 도어는 반드시 닫힘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세차 시 지면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존재하기에 스파이크가 있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 고압수, 가스로 기계장비를 세척 시 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하여 눈 및 피부의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1.2.21. 축전지 폭발 방지 

● 축전지 상부에 화기 접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축전지 가스의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압계 또는 비중계로 축전지의 전기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금속물로 단자 를 가로 지나는 

방법으로 축전지의 전기량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 동결된 축전지에 충전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축전지를 16°C (60°F)까지 가열한 후 충전할 수 있으며 가열 시 화기로 직접 

가열해서는 안됩니다.   

 

1.2.22. 비산물 방지 

● 반드시 보안경 또는 안전 안경을 착용하여 금속 또는 모래와 같은 비산물의 눈에 한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 물체에 망치질 할 때 반드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인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이 작업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클로러 공회전 시 클로러의 고속 회전을 구동해서는 안 되며 클로러 하단의 

모래와 돌이 비산해 초래한 작업자 또는 장비의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1.2.23. 부품 비산 방지 

클로러 텐션장치의 그리스는 고압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 오일컵 

또는 밸브 등 부품을 해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품이 의외로 날아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의 각 부위는 반드시 오일컵과 밸브를 피해야 합니다.  

 

1.2.24. 동력전달 부품과 거리 유지 

동력전달 부품과 접촉 시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외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동력전달 부품 주변에서 작업 시 되도록 동력전달 부품이 작동 

시에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손, 발, 머리카락 및 

복장이 동력전달 부품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1.2.25 석면 분진 흡입 방지 

● 석면 섬유을 함유하고 있는 부품 취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을 흡임을 피해야 합니다. 

흡입한 석면섬유 분진은 폐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와셔가 석면섬유를 함유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이러한 부품 중의 석면은 일반적으로 

수지 속에 존재하거나 또는 특정 방식으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석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부품이 분진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취급 시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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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로 장비를 청소할 수 

없으며 석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재료의 솔질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시 규정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별 

진공청소기로 석면 청소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진공청소기가 없다면 소량의 오일 또는 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자재를 적신 후 청소합니다. 작업 장소의 규정 제도를 

준수하면서 석면 처리 관련 환경 규정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타인이 작업 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권고, 저지해야 합니다.  

 

1.2.26. 매연, 폐기가스 흡입 방지 

● 엔진의 배출 가스를 흡입 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부에서 장비를 조작해야 할 경우 반드시 창호를 열고 충족할 실외 공기를 충분히 

유입하여 작업 구역의 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는 배기관을 연장하여 배출가스를 실외로 

배출해야 합니다.  

 

1.2.27. 화상 방지 

● 장비 작업 중 엔진 오일 및 냉각수, 기어오일, 유압유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엔진, 

호스, 배관 및 기타 장비 부품도 뜨거워지므로 화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부품 및 오일, 물이 냉각된 다음에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압유 탱크 내에는 압력이 있기에 뜨거운 오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개 오픈 시 우선 반드시 압력을 방출해야 합니다. 유압 배관에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수리 또는 교체하기 전에 우선 압력을 방출해야 합니다.  

 

1.2.28. 고압 액체 조심 

● 고압 액체는 피부를 관통하여 중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또는 기타 배관을 분리하기 전에 압력을 방출해야 합니다.   

● 제어레버를 몇 회 조종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 압력을 가하기 전에 모든 연결 부분을 조여줍니다.  

● 판지로 누설 부분을 찾아보고 손과 신체가 고압 액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만일 의외 상황 발생 시 즉시 해당 관련 외상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피부에 주입된 모든 액체는 반드시 몇 시간 내에 외과 제거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괴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29. 고압 기체 조심 

● 고압력 열매체는 심각한 인체 상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압축공기를 모두 방출한 상태에서만 공압 회로에 한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상 호스가 해당 성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파손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예: 긁힘, 터짐, 

국부 융기 등. 만약 파손된 경우 규정에 따라 교체합니다. 

● 컴프레서, 임팩터, DTH 해머 등의 사용 조작은 사전에 관련 ‘안전 작업 규정 및조작/정비 

매뉴얼’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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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유압 배관 근처에서 가열을 피해야 합니다.  

● 유압 배관 근처에 가열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는 가열을 초래함과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의 심각한 화상을 입도록 합니다. 유압 배관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의 근처에서 되도록 

전기용접 또는 가스용접, 가스 절단 등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유압 배관 근처에서 전기 용접, 가스 용접, 가스 절단 등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임시용 방화 보호 를 설치하여 호스 또는 기타 자재를 보호해야 합니다.  

 

1.2.31. 가연성 액체 배관 가열을 피해야 합니다.  

가연성 액체가 흐르는 강관 또는 호스에 한 용접 또는 가스 절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연성 액체가 흐른 적이 있는 강관 또는 호스에 한 용접 또는 가스 절단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연성 용제로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1.2.32. 용접 주의사항 

● 주의사항: 장비에 전기 용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컨트롤러의 모든 플러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 용접 작업자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접지선은 용접 부위 근처에 연결해야 하며 용접 부위와 접지선 사이에는 가스켓, 피스톤 

로드, 맞물림 기어 및 베어링류의 부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용접아크가 

부품에 손상을 초래하여 장비의 고장 및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 잠재적인 유독가스와 분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 페인트가 전기 용접, 가스 용접 또는 가스 절단으로 인해 가열될 경우 유해가스를 

발생합니다.   

● 용접 또는 가열 전에 페인트를 제거해야 하며 아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포 또는 그라인더로 페인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규정된 마스크를 착용하여 

분진 흡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용제 또는 페인트 제거제로 페인트를 제거합니다.  

● 페인트 제거 후 용접 전에 비누와 물로 용제 또는 페인트 제거제를 세척합니다. 작업 

구역에서 용제 또는 페인트 제거제의 용기와 기타 가연성 물품을 제거합니다. 용접 또는 

가열하기 전에 최소 15분을 기다려 휘발된 기체가 흩어지도록 하며 페인트 제거 작업은 반드시 

실외 또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1.2.33. 액체의 안전 처리 

● 모든 연료, 부분 윤활제와 일부 냉각제는 모두 가연성을 갖고 있기에 가연성 액체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보관해야 합니다. 압력용기를 소각하거나 찔러 구멍을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연료는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레 처리해야 합니다. 오일을 주입하기 전에 반드시 

엔진을 꺼야 하며 장비 주유 시 흡연을 하거나 장비 주변에서 화기를 사용, 스파크 발생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외에서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 장비에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걸레, 종이 등 물품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장비의 청결을 

확보하고 쓰레기, 이물질과 오일 흔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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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화학품의 안전 취급 

● 유해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 시, 인체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활제, 냉각제, 

도료 및 접합제 등 장비에 사용하는 화학품이 유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유해한 화학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 위험성을 확실히 파악하고 어떻게 안전 작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규정에 따라 권장의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1.2.35. 화재 방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연료, 유압유 및 윤활유의 누설로 초래할 수 있는 화재를 방지해야 합니다. 

 엔진, 감속기, 유압 실린더, 모터의 유압 배관, 피팅이 파손되었거나 또는 느슨해졌는지를 

확인하며 호스가 꼬였는지, 호스 및 배관이 서로 마찰되는지, 오일 냉각기가 파손되었는지, 각 

이음매가 느슨해졌는지, 각종 오일이 누설 또는 누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오일 누설을 검사 

시에는 반드시 판지로 검사하고 압력 오일이 분출되어 피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으로 직접 검사해서는 안됩니다.  

 느슨해지거나 파손된 오일 배관, 이음매, 오일 냉각기를 수리 또는 교체하며 오일 배관, 

이음매 및 오일 냉각기의 볼트를 조여줍니다.  

 고압 오일 배관을 비틀거나 두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꼬이거나 파손된 강관 또는 호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기시스템의 단락을 검사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반 작업 전 또는 8시간 조작 후 케이블과 전선에 파손, 느슨함, 꼬임, 굳어짐 또는 

터진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 발생 시 교체 후에야 장비 조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반 작업 전 또는 8시간 조작 후 분실 또는 파손된 단자  커버를 확인합니다. 만약 

분실 또는 파손 발생 시, 즉시 설치하거나 수리한 후에야 장비 조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위치 수리 

 매일 장비 조작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키스위치와 엔진 비상정지스위치의 정상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 비정상 상황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만일 화재가 일어나 엔진을 정지할 수 없다면 화재 상태가 더 심해져 화재 진압에 불리하며 

중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연물 제거 

 비산된 연료, 축적된 석탄 가루 및 기타 가연물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일 장비의 청결을 유지한다면 화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화기의 사용은 소화기 본체에 부착된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격 

인원을 배치하여 소화기에 한 정기적 점검을 진행하여 사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로 장비에 해 소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장비에 동봉된 소화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기, 

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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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비상출구 

● 작업자의 좌측에 비상사태 시 사용하는 소형 망치가 있습니다. 만약 위험에 봉착했는데 

운전실의 도어가 잠긴 경우 작업자는 망치로 비상출구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창문을 깨고 

장비를 재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 운전실의 해당 안전구조는 파손 후 보수가 불가능하나 합격된 안전방호 구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출구를 깰 때 비산물에 의한 부상을 방지해야 하며 깨진 구멍의 변두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 안전을 보증해야 합니다.  

 깨진 구멍은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만 탈출할 수 있고(운전자의 자체 상황에 따라 처리)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깨진 구멍의 변두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합니다.  

 

1.2.37. 장비의 소음 방지 

장비는 정상적 운행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합니다. 엔진 및 기타 회전부품이 고속 회전 

상태에 있을 때 운전실의 작업자 귓가의 소음은 85dB(A) 이하여야 합니다. (1  엔진 작업 시) 

 
 

1.2.38. 기타 표시 

   

오일 레벨 표시 온도 표시 축전지 표시 

  

 

리프트 방향 표시 경고 표시 방향 표시 

   

1.2.39. 자체 장비 개조 금지 

● 장비를 자체 개조 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개조는 장비 기능에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 수명 및 인체 안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산하스마트사의 권한 부여를 받지 않고 장비를 개조하여 발생한 모든 제품 고장, 상해와 

사고에 해 산하스마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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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판, 표시/표지 

 

 

1 (품명:334020000260) 

 

연료탱크 

경고 

작업 장비 하부 

구역에 진입하지! 

순번 2~5 는 반대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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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명:334020000264) 

 

3 (품명:334020000265) 

 

4 (품명:334020000284) 

 

5 (품명:334020000270) 

 

경고 

고압유 분출 

고온 오일 분출 

조심 

경고 

배기가스 안전 조심 

경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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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명:334020000260) 

 

7 (품명:334020000282) 

 

8 (품명:334020000263) 

 

9 (품명:334020000267) 

 

10 (품명:334020000272) 

 

경고 

회전 범위내 

진입 금지 

경고 

비상 정지 

연료 탱크 

주유 시 우선 시동을 

끄세요. 

디젤

디젤 

작업 환경 온도 4℃ 이상 시 0# 
디젤유 사용 

작업 환경온도 -5℃이상일 경우, 
-10 번 디젤유를 사용해야 한다 

작업 환경온도 -15℃이상일 경우, 

-20 번 디젤유를 사용해야 한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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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명:334020000280) 

 

12 (품명:334020000281) 

 

13 (품명:334020000266) 

 

14 (품명: 334020000269) 

 

 

연료 레벨 

디젤 

디젤 

연료 온도 

경고 

연료탱크 정기 

드레인 실시할 것.

경고 

조작 및 유지보수 

전에 설명서를 자세히

읽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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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명: 334020000762) 

 

16 (품명: 334020000763) 

 

17 (품명:334020000268) 

 

전장박스의 물세척을 

금지하고, 작동 

상태에서 전장박스 

도어는 반드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주의

필터 유지보수 
유압작동유 필터 교환 및 유압회로의 
유지보수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커버를 
천천히 열어 압축공기를 배출해야 함. 
유압작동유는 고온상태이므로 반드시 
냉각 후 유지보수 진행할 것. 

아래서 위로 설비 세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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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품명:334020000274) 

 

주의
안전 작업 기준 

1 장비의 사용 성능 및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모델명 및 정품 장비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컨  와이어로프, 유압작동유, 윤활유 및 디젤엔진 부품 등. 

2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 및 안전지침을 자세히 읽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 안전하게 조작하고 정확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한 작업을 위해 조작 핸들은 최 한 급격한 발진/급제동 동작(흙 던지기 동작

제외)을 삼가하여 불필요한 진동 및 충격의 발생을 피해야 합니다.  

4 작업 전에 사용설명서 및 경고 명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작업 전에 주권 와이어로프의 마모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와이어로프의 단선, 심 파열,

납작함, 헝클어짐 등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권 와이어로프를 교환해야 합니다.  

6 엔진 시동 전에 작업자는 반드시 장비 주변을 확인하고 장비 위 및 장비 작업 범위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울린 다음에야 엔진을 시동해야

합니다.   

7 경적을 울려 주변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 

8 운전실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장비를 견고한 수평면에 정차시키고, 드릴 툴(drilling

tool)을 하강시켜 접지한 다음 시동을 꺼야 합니다. 엔진 키를 빼고 파일럿 제어스위치(pilot

control switch)를 포함한 모든 스위치 및 버튼을 오프합니다.(장시간 운전 정지 및

악천후에서 정지 시 드릴 마스트(Drill mast)를 수평으로 놓아야 함) 

9 부득히 장비를 경사지에 정차해야 할 경우 양측 클로러에 스토퍼를 끼우고 드릴

마스트를 수평으로 놓아야 합니다. 

10 장비 주행 전에 작업자는 노면 상태 및 공중 고압선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장비의

전복 및 감전을 피해야 하며, 장비 주행 시 의외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드릴

마스트를 뒤로 15°경사지게 하는 동시에 수시로 작업지휘자의 지령에 따라야

합니다.(장거리 주행 및 악천후 제외) 

11 장비의 전복을 피하기 위해 5°이상 경사가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릴 작업을 금지합니다.  

12 특별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멍 위치를 두 클로러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섀시의

인장풀리 쪽이 구멍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13 장비 용접 작업 시 동작컨트롤러 플러그 및 디젤엔진의 컨트롤러 플러그를 뽑고 음극선

연결 방식에 유의하여 아크 발생 또는 음극선 소손을 피해야 합니다. 

14 축전지 해체 시 먼저 축전지 ‘-’극선을 해체한 다음 ‘+’극선을 해체하며 축전지 조립 시

조립 반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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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품명:334020000275) 

 

주의
엔진 일상 점검 

1. 엔진 시동 전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를 확인하여 레벨이 H 과 L 사이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2. 시동 전 라디에이터 냉각수 레벨을 확인하고 깨끗한 연수를 냉각시킨다. 

-32℃~0℃에서 에틸렌글리콜과 물을 50%: 50% 비율로 혼합한 엔진 냉각수 사용. 

-32℃~-54℃에서 글리콜과 물을 60%: 40% 비율로 혼합한 엔진 냉각수 사용. 

3. 반드시 아래 종류의 디젤유를 사용: +4℃ 이상은 0# 경유 사용 

-5℃이상일 경우, -10# 디젤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15℃이상일 경우, -20# 디젤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깨끗한 디젤유를 사용하고 불순하고 이물질이 함유된 디젤유를 사용하지

마세요!) 

4. 연료시스템에 공기가 혼입되는 경우 엔진이 정상 작동할 수 없으므로 공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5. 연료가 없으면 엔진이 정지되므로 충분한 연료를 보충한 다음 연료펌프 입구의

호스를 풀어 연료 흡입관 내부의 공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엔진 시동 및 정지 
시동:  

1. 파일럿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가 OFF 위치에 위치한 것을 확인합니다. 

2. 스타드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즉시 LCD 모니터에 통전 표시가 나타나며,

이때 키를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면 엔진이 시동됩니다. 시동 후 키를 놓으면 키가

자동으로 운행 위치로 돌아갑니다. 스타드 스위치는 5 초 이상 연속 시동해서는 안

됩니다. 매회 시동 실패 후 반드시 30 초 기다린 후 다시 시동해야 합니다. 

3. 엔진 시동 후 액셀러레이터 핸들을 저속 위치에서 중속 위치로 변환하고 5 분

정도의 난기 운전을 합니다. 

 

시동 후 운행 중:  

1. 수온계 바늘이 녹색 범위 내에 있을 때에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2. 모니터에 디젤엔진 파라미터 알람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3. 모니터에 알람 램프의 알람이 발생한 경우 엔진을 즉시 꺼야 합니다. 램프 ON

상태에 따라 관련 부분을 확인합니다. 

 

정지:  

1. 엔진을 5 분 정도 저속 운전하여 천천히 냉각시킵니다.  

2. 키를 스위치의 개폐 위치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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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품명:334020000283) 

 

21 (품명:334020000271) 

 

경고 

비상 탈출구 

주의

와이퍼 유지보수
1. 반드시 와이퍼 스위치로 와이퍼를 

정지시키고, 와이퍼가 원위치 복귀 확인 후 

엔진 끌 것. 

2. 전면 슬라이딩 창을 열기 전에 반드시 

와이퍼의 원위치 복귀 여부를 확인할 것. 

3. 전면 슬라이딩 창을 열어 운전실 상부에 

수납 시 와이퍼 스위치 O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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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부 명칭 및 제어장치 

2.1. 개요 

2.1.1. 모델명 구성 및 의의  

세부사항은 부록 7.1.3을 참조하십시오. 

 

2.1.2. 사용 환경 조건  

반드시 아래 환경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비를 파손시키고 장비의 사용 

수명을 강하하며 심지어 인체 안전, 장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여 중 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온도 및 습도 

사용 환경온도는 -15℃~+45℃ 이고 사용환경의 공기 상 습도는 ≤95%입니다. 

2. 사용 환경 조건 

해발고 <1000m, 주변 환경에 폭발성, 부식성 매체, 가스가 없어야 합니다.  

3. 시공 현장 조건  

작업 지반이 평탄하고 탄탄해야 합니다(작업 현장 요구사항에 한 세부정보는 ‘3.1 작업전의 

준비사항’ 참조). 

지반 표면이 튼튼한 상태에서 경사도 허용값은 다음과 같다. 천공 작업면은 1.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행 시 도로 종방향으로 2° 이하, 횡방향으로 1.5° 이하로 해야 합니다.  

본 장비는 지반이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장비가 이동하는 작업 전체 구역에 철판을 설치해야 

한다.  

4. 시공 기후 조건 

시공 작업은 정상적인 날씨 조건에서 진행해야 하며 바람, 비, 눈, 안개 등 날씨에는 시공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열악의 기후, 예하면 호우, 눈이 내리거나 큰 바람(풍속이 10M/S)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장비의 하단에 철판을 깔고 오거 

드릴 툴은 착지시키며 전/후 아웃트리거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리더를 약간 뒤로 경사지게 

하며 장비 전체를 종방향으로 맞바람 위치로 하는 등) 

기상예보에서 폭풍, 폭우, 폭설 또는 태풍이 온다고 방송할 경우 반드시 미리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장비의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장비의 오거 드릴 툴을 해체하고 리더를 

눕히거나 보조 기구로 장비를 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3.3.12. 3.3.13. 3.3.14”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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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비 각부 명칭 

구스넥 붐 

포스트 

외측 윈치
내측 윈치

리프팅물체 

곤돌라 윈치 

지지  

워드 선반 

리 지 실린더 

상부 주행체 

어셈블리 

하부 주행체 

어셈블리 

derrick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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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전실  내  각부  명칭 

 

1 잠금 스위치 2 엑셀 관리 버튼 3 긴급 버튼 

4 기기 지시등 5 말단 모니터 6 말단 스크린 

7 전위계 8 에어컨 패널 9 중량물 윈치 1 제어발판 

10 중량물 윈치 2 제어발판 11 멀티 패널 1 12 멀티 패널 2 

13 주파수 분할기 14 죄측 핸드박스 핸들 15 우측 핸드박스 핸들 

16 발판 엑셀 17 주행 발판 스위치 18 하이드롤릭 핸들 

19 라디오 20 선도 스위치 21 주요 명령 스위치 조합 

22 오거 조작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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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어장치의 기능 설명 

명칭 기능 설명 

키 스위치 1 

 

 

키 스위치는 엔진의 시동 및 정지에 사용된다. 주로 

끄기(OFF),기(ON),예열(HEAT) 및 시동(START) 등 4개 

작동 위치가 있습니다. 

엔진 키스위치 

OFF 위치 

키를 끼우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운전실 조명 

이외의 모든 전기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고 엔진의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ON 위치 

이 위치는 모든 전기시스템의 전원을 ON합니다. 엔진 

정상 작동 중 스타드 스위치는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하며 이상 발견 시 전기시스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START 위치 

엔진의 시동 위치. 엔진 시동 시 키의 이 위치를 

유지합니다. 

주의 

★ 엔진 시동 후 키를 즉시 놓으면 시동 스위치가 

자동으로 ON 위치로 복귀함. 

액셀러레이터 스위치 2 

 

액셀러레이터 다이얼은 엔진 회전수 및 출력의 제어에 

사용됩니다. 

엔진 액셀러레이터 스위치 

(a) 는 저속 아이들링 위치 

(b) 는 고속 아이들링 위치 

액셀러레이터 스위치를 ‘a’위치에서 ‘b’의 방향으로 

회전 시 엔진 회전수가 높아집니다. 

액셀러레이터 스위치를 ‘b’위치에서 ‘a’의 방향으로 

시계 바늘 반  방향으로 회전 시 엔진 회전수가 

낮아집니다. 

★ 엔진 최적 작동 상태의 회전수는 1800rpm 으로 이 

회전수는 연비 및 작업 능률을 동시에 고려한 

회전수입니다. 

(켜기) 

 (오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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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지 스위치 3 

 

비상정지 스위치는 장비 전체 동작의 정지에 

사용됩니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장비의 모든 동작이 즉시 

정지됩니다. 

스위치를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리면 스위치가 올라와 

비상정지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설비 이상 등 비상상태 발생 시 즉시 비상정지 

스위치 5를 누르면 작업이 정지됩니다. 작업자는 즉시 

안전감독원, A/S, 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원인을 

찾아내기 전에 장비의 재작동을 금지합니다. 
 

엔진 고장 표시 램프 4 

 

지시등 조합은 엔진 상태와 각 윈치 폴, 제어 발판과 

클러치 전자밸브 상태를 현시함. 

A 엔진 표시 램프는 엔진의 작동 및 고장 상태를 

표시합니다: 

1 엔진 레드 고장 표시 램프: 엔진 정지 고장 알람. 

레드 고장 램프 점등 시 엔진을 즉시 정지하고 고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엔진 옐로우 고장 표시 램프: 엔진 일반 고장 알람.  

3 엔진 화이트 시동 기 램프: 이 램프 점등 시 시동 

기 상태로 소등 후에야 엔진을 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한 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엔진 고장 코드 확인: 비고: 엔진 고장 코드 확인: 

표시 램프의 점멸 회수 및 시간 간격은 고장별 코드를 

나타내며, 세부 내용은 엔진 고장 코드표 참조. 예를 

들어 옐로우 표시 램프 a 가 점멸 1 회 후 1 초 경과, 다시 

점멸 2 회 후 1 초 경과, 또 다시 점멸 2 회 후 1 초 경과, 

그 다음 점멸 2 회 후 1 초 경과 후 다시 점멸 1 회의 

경우 고장 코드표에서 고장 코드 표시 램프가 (222, 

옐로우)임을 찾은 다음 엔진의 고장 종류를 알 수 있음. 

B 내부 윈치 지시등, 상하 순차로: 

1. 내부 윈치 폴 지시등:조명이 켜지만 클릭이 록업되고 

폴 은 상하동작불가(본 기종 무효) 

2. 내부 윈치 브레이크 발판 지시등：불이 켜지면 내부 

윈치 발판을 밟았다는 뜻임(본 기종 무효). 

3 내부 윈치 클러치 전자 밸브 지시등.:조명이 켜지면 

내부 윈치 클러치 전자 밸브 작동상태에 처함(본 기종 

무효). 

 (오프)

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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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외부 권양 지시등: 순차 사양과 내부 권치 지시등이 

완전 일치함(본 기종 무효). 

D 중량물 윈치 1 지시등: 순차 배치와 상단 윈치 지시등 

완전 일치. 

E 중량물 윈치 2 지시등: 순차 배치와 상부 윈치 지시등 

완전 일치. 

F 기타 지시등 상하에 하 순서: 

1 유인 윈치 폴 지시등(본 기종 무효) 

2 레그 윈치 폴 지시등(본 기종 무효) 

3 버저：버저는 고장 발생 시 경보 역할을 함. 장비의 

모니터링 데이터가 경보치 이상 도는 어느 센서에 이상 

발생 시 버저경보기가 점멸하면서 경보음이 울린다. 

★ 버저가 울릴 때 장비를 정지하고 세부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합니다. 정상 작업 시 버저의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니터 5 

 

터미널 모니터는 장비 작동의 데이터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버스 통신, 작업 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확인 및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동적 표시, 

고장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 기록 및 고장 기록 등 

기능을 포함합니다. 

중간은 모니터임.  

★ 세부 조작 방법은 6.3-모니터 조작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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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모니터 6 

 

모니터는 장비 중요 부분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감시카메라는 8 개 카메라와 연결되었으며 시추 상황, 

윈치 작업, 폴 작업 상황 등을 감시함. 

주의 

★ 장비 작업 시 각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의 작업 

정상 및 안전 작업을 확보할 것. 
 

전위차계 7 

 

전위차계는 내외측 오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360 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리면 오거의 회전 속도를 높이고, 시계바늘 

반  방향으로 돌리면 오거의 회전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a 내측 오거 속도 조절 전위차계 

b 외측 오거 속도 조절 전위차계 

C. 내측 윈치 속도 조절 전위계. 

D 외측 윈치 속도 조절 전위계. 

e 내측  동력  헤드의  마이크로  속도  조절. 

f  바깥쪽  동력  헤드의  마이크로  속도  조절. 

★   만약  산하  스마트  유압  동력  헤드를 

배치하면  동력  헤드의  속도  조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내측  동력  헤드의  마이크로  속도  조절은 

단추를  눌러야  사용할  수  있다. 

바깥쪽  동력  헤드의  마이크로  속도  조절은 

단추를  눌러야  사용할  수  있다. 

 

속도 

인하 

속도 

인하 

속도 

인하 
속도

증가 

속도 

증가 

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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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판넬 8 

 

에어컨 판넬은 운전실 에어컨의 ON/OFF 및 온도 조절, 

풍량 조절 등에 사용됩니다. 

a 에어컨 전원 버튼, 에어컨 전원 OM/OFF. 

b 에어컨 온도 증가 선택 버튼 

c 에어컨 자동/수동 선택 버튼 

d 에어컨 온도 감소 선택 버튼 

e 에어컨 풍향 선택 버튼 

f 에어컨 풍량 증가 선택 버튼 

g 에어컨 작동모드 선택 버튼, 냉난방 및 자연풍 3 종 

모드 선택 가능. 

h 에어컨 풍량 감소 선택 버튼 

i 에어컨 모니터. 모니터에는 차량 내외 현재 온도, 

현재 에어컨 작동모드, 풍량 크기, 풍향 등 에어컨 현재 

작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중량물 윈치 1 제어발판 9 

 

중량물 1 윈치 제어기 발판은 중량물 1 윈치 제어 

밸브의 압력을 증감함.중량물 1 윈치 제어발판을 밟으면 

발판 하단 센서 스위치는 발판의 동작을 감지함. 발판을 

정확히 밟을 경우, 4 의 중량물 1 윈치 제어기 지시등이 

켜지고 중량물 1 윈치를 현재 위치로 유지함. 브레이크 

페달에 셀프 로킹 장치가 부착돼 있어 페달을 

정위치까지 밟으면 로킹 장치가 자동 로킹되어 페달이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a 점을 밟으면 로킹 상태를 

해제합니다. 제어기 발판을 놓으면 제어기는 자동 

복구되고 센서 스위치는 제어기 위치를 감지하지 못함, 

4 의 중량물 윈치 1 제어기 지시등이 꺼짐 내측 윈치는 

제어 역할을 잃게 됨. 

경고 

★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만약 클러치 상태를 

전환함이 필요할 시, 반드시 클러치 전자밸브의 

상태가 완전 전환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야 

합니다. 윈치와 클러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밴드  브레이크  제동 압력

증가 



 SWCH390-90M 조작/정비 매뉴얼
 

38 

중량물 윈치 2 제어발판 10 

 

중량물 2 윈치 제어기 발판은 중량물 2 윈치 제어 

밸브의 압력을 증감함.중량물 2 윈치 제어발판을 밟으면 

발판 하단 센서 스위치는 발판의 동작을 감지함. 발판을 

정확히 밟을 경우, 4 의 중량물 2 윈치 제어기 지시등이 

켜지고 중량물 2 윈치를 현재 위치로 유지함. 브레이크 

페달에 셀프 로킹 장치가 부착돼 있어 페달을 

정위치까지 밟으면 로킹 장치가 자동 로킹되어 페달이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a 점을 밟으면 로킹 상태를 

해제합니다. 제어기 발판을 놓으면 제어기는 자동 

복구되고 센서 스위치는 제어기 위치를 감지하지 못함, 

4 의 중량물 윈치 2 제어기 지시등이 꺼짐 내측 윈치는 

제어 역할을 잃게 됨. 

경고 

★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만약 클러치 상태를 

전환함이 필요할 시, 반드시 클러치 전자밸브의 

상태가 완전 전환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야 

합니다. 윈치와 클러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멀티 패널 1 11 멀티패널은 핸들 외의 모든 동작을 관리함. 2.6 참조 

멀티 패널 2 12 멀티패널은 핸들 외의 모든 동작을 관리함. 2.6 참조 

주파수 분할기 13 주파수 분할기는 카메라 도면을 통합하여 모니터에 

현시함. 

죄측 핸드박스 핸들 14 

 

좌측 핸드박스 핸들 A,B 는 상차 회전 동작과 외측 윈치 

동작을 관리함. 핸들 A 는 내측 윈치 상승과 하강을 

관리함. 핸들에 1 개 버튼이 포함됨:  

a:상차 회전 버튼, 반드시 버튼을 눌러 A 핸들을 

작동해야 상하 회전이 가능하며 동시 경보등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핸들 B는 외측 윈치 상승과 하강을 관리함, 핸들은 2개 

버튼과 1 개 스위치가 포함됨: 

b: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가 울림. 

c：내측 윈치 상한값 해지함 

d: 외측 제동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외측 윈치 클러치 

솔레노이드밸브를 연다. (본 기종 무효) 

밴드  브레이크  제동 압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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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핸드박스 핸들 15 우측 핸드박스 핸들 A,B 는 내측 윈치 동작과 중량물 

윈치 1 동작을 관리함. 

핸들 A는 내측 윈치 상승과 하강을 관리함: 핸들은 1개 

버튼과 1 개 스위치가 포함됨. 

a: 내측 윈치 상한값 해지함 

b: 내측 제어판을 밟으면 내측 윈치 전자벨브를.(본 

기종 무효) 

핸들 B 는 중량물 윈치 1 상승과 하강을 관리함, 핸들은 

1 개 버튼과 2 개 스위치가 포함됨. 

c: 중량물 윈치 1(2) 윈치 상한값 해지. 

d: 중량물 윈치 1(2)제어판은 중량물 윈치 제어 

전자밸브 혹은 해머 모드 (버튼은 레드에 위치함). 

액셀러레이터 페달 16 

 

발판 엑셀은 발판 호환시의 엔진 회전 속도를 관리함. 

★ 반드시 액셀러레이터 전환 스위치를 액셀러레이터 

페달 위치로 전환한 다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행 페달 스위치 17 

 

주행 페달 밸브는 장비 전체의 주행 동작에 사용됩니다.

장비 전진/후진 = 전/후 조작 주행 페달 밸브 

어느 한 개 페달을 단독 조작 시 회전 동작을 합니다. 

우측 엔진 
회전수 증가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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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압 핸들 조합 18 

 

액압 핸들 조합은 경사 실린더와 기중 윈치 동작을 

관리함. 

A 좌측 실린더 신축 관리 

B 우측 실린더 신축 관리 

C 틸트 실린더의 신축 제어. 

D 리더 세우기 실린더의 신축 제어. 

라디오 19 

 

라디오는 기기 라디오 장치임 

파일럿 스위치 20 

 

파일럿 스위치를 누르면 파일럿 솔레노이드밸브 Y18 이 

통전되어 파일럿 밸브가 작동을 시작하며 장비에 

파일럿 압력을 제공합니다. 파일럿 스위치를 잡아당기면 

Y18 의 전원이 차단되어 장비가 파일럿 압력을 잃게 

됩니다.  

★ 엔진은 파일럿 OFF 위치에서만 시동이 가능하며, 

파일럿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을 경우 엔진은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주의 

★ 파일럿 스위치를 누를 때 반드시 모든 유압 레버, 

전기 레버가 중립 무출력 위치에 위치해야 한다.  

★ 작업자 하차 시 파일럿 스위치를 잡아당겨 OFF 

위치에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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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명령 스위치 조합 21 

 

주요 명령 스위치는 다리 신축과 이동을 관리함: 

A. 좌측 앞단 스위치, 전후 방향으로 좌측 앞단 신축 

동작을 관리함, 좌우 방향으로 좌측 앞단 이동 동작을 

관리. 

B. 우측 앞단 스위치, 전후 방향으로 좌측 앞단 신축 

동작을 관리함, 좌우 방향으로 좌측 앞단 이동 동작을 

관리. 

C. 좌측 뒤단 스위치, 좌측 뒤단 신축 동작 관리, 좌우 

방향으로 좌측 뒤단 이동 관리. 

D. 우측 뒤단 스위치, 전후 방향으로 우측 뒤단 신축 

동작을 관리하고 좌우 방향으로 우측 뒤단 이동 동작을 

관리함. 

비고: 본 기종은 back fim 을 장착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leg lift 동작이 무효이며, 전 아웃트리거는 전 

아웃트리거 스위치로 조작한다. 

오거 조작 레버 22 

 

오거 조작 레버는 주로 오거의 정/역방향 회전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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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ESARS 스마트 제어시스템 

DESARS SWCH-390 스마트 제어시스템은 산하스마트장비주식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차세  

스마트 조작 제어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버스 통신, 작업 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확인 및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동적 표시, 고장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 기록 및 고장 기록 등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직관적, 편리함 등 특징이 있으며 장비의 세부 상태의 

조작 및 모니터링에 편리하므로 작업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1 주 조작 화면 

 

메인 조작 화면: 

메인 조작 화면은 기기가 정상 작업시의 부분 

파라미터와 상태를 현시함： 

A 최상단에 기기 경보신호가 현시되고 좌에서 우로: 

오일 저 액위 경보, 압력 필터심 막힘 경보, 오일 

고온 경보, 엔진 고장 경보, 기타 고장 경보, 배터리 

저전압 경보, 수온 고온 경보, 오일 저압 경보. 뒤에는 

Tier4 엔진 경보등 : 재생 금지등, 재생등, 높은 배출 

온도등, DEF 등. 

 

 

 

 

 

 

B 왼쪽은 들어가는 깊이, 들아가는 속도 및 

애니메이션 화면과 이 때의 내외  측면 견인력, 상차 

플랫폼 회전 각도치이다.왼쪽 하단은 받침  핀 

베어링 오일 탱크 신호 경보이고 핀 베어링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스크린에는 응한 핀 베어링의 삽입과 

탈출의 상태를 나타난다.만약 삽입 상태 혹은 탈출 

상태가 아니면 핀 베어링 센서가 고장 난 것을 

알려주고 경보한다! 

C. 중간 메인펌프 1, 메인펌프 2 와 새컨드 펌프 압력 

D 우측 현시 기둥 센서값 및 애니메이면, 상차 플랫폼 

각도값. 

E 우측 하단은 엔진 데이터 현시: 엔진 수온, 엔진 

오일 압력, 엔진 액위값, 엔진 전속값. 

F1“심도 삭제”는 현재 내, 외측 심도값을 0 으로 

설정함. 

F2”각도 삭제”는 현재 회전 각도를 0 으로 설정함. 

F3”버즈 온”은 버즈 경보 기능을 차폐 함. 

F4”기록”을 클릭하면 2”기록화면”에 들어감. 

F5”설정”을 클릭하면 3”설정화면”에 들어감. 

심도（CM） 

인상력(T) 

인상력(T) 

속도(CM/S) 

새컨드 펌프 

상차 회전 각도: 

각도 0 화 

내측 동력 회전 

설정 언어 진단 

외측 동력 회전  

심도（CM） 

심도 삭제 기록 조작 

메인 펌프 2 메인 펌프 1 

주의 

★ 재생 등이나 DEF 등이 켜 질 때는 

반드시 Tier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조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엔진의 제한 속도가 비틀어 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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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언어”를 클릭하면 4”언어 선택화면”에 들어감. 

F7”조작”을 클릭하면 5”조작화면”에 들어감. 

F8”진단”을 클릭하면 6”진단화면”에 들어감. 

 

2 기록화면 

 

 

1 메인 화면에 F4 “기록”을 선택하면 기록 화면에 들어가고 

기기 작업 기간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U-DISK 에 전송함. 

화면에 저장 정보의 시간 간격, 홀 지름, 홀 번호를 입력하여 

저장파일 명칭을 형성할 수 있음. 

하단에 현재 기록 파일의 숫자가 나타남. 

F1 을 눌러 기록을 삭제하면 현재 모니터에 보관된 모든 

기록 문서를 삭제함. 

F4-저장을 누르면 현재 입력한 시간 간격, 지름, 번호가 

저장되며 F2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 입력한 파라미터가 

유효하지 않음. 

F5-USB 복제를 누르면 현재 모티너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 

기록은 U-DISK 에 발송함. 

F6-기록을 누르면 모니터는 현재 파라미터, 시간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현재 기록 문서 수량에 1 이 추가됨. 

F7-중지 기록을 누르면 데이터 기록이 중지되고 파일이 

형성됨. 즉 해지를 진행하고 USB 복제 등 기능이 가능함. 

F8 를 누르면 1 메인 화면에 돌아감 

3 설정화면 

 

 

1 메인 화면에 F5 “설정”을 눌러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 

들어가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3 설정화면에 들어감. 

본 화면은 각 중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함. 본 화면은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수정할 수 있음. 

F1 을 누르면 3.1 메인 설정화면 들어감. 

F2 을 누르면 3.2 전기 비율 설정화면에 들어감. 

F3 를 누르면 3.3 메인펌프 설정화면에 들어감. 

F4 를 누르면 3.4 엑셀 파라미터 화면에 들어감. 

F5-를 누르면 3.5 GPS 파라미터 설정 화면에 들어감. 

F6-을 누르면 3.6 센서 파라미터 설정 화면에 들어감. 

F7-를 누르면 3.7 0 화면에 들어감. 

F8-돌아가기를 눌러 메인 화면에 돌아감. 

 

'설정'인터페이스에 F5 누르면 '언어' 선택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다: 

언어 선택화면에서 현재 모든 화면의 언어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음. 

현재 가능한 언어 유형은 3 가지임: 중문(일반), 영문과 

한국어. 언어 선택 후 확정을 누르면 모니터에 선택한 언어 

기록

파라미터 

설정 

시간간격 

홀 지름 

홀 번호 

현재 기록 파일 수량:

삭제 기록 하 설치 저장 USB 복사 기록 개시 중지 기록 돌아가기

설정화면 

설정화면上 下 좌 우 语言 확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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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현시되고 3-설정화면 돌아감. 

언어 선택화면 

 

3.1 주요 파라미터 

 

3.2 전기 비율 파라미터 설치 화면 

 

 

 

 

 

 

 

 

 

3.1 주요 파라미터의 설정 가능한 내역: 

기둥 높이: 기둥 높이 정확한 높이를 설정하고 기둥 

높이에 따라 최  인장력 값을 확정함.(()내 혀용 설정 

범위, 하기 동일함) 

외측 레일 배율: 정확한 레일 배율을 설정하고 레일 

배율에 의거하여 현재 외측 윈치 인장력 값을 계산함.

내측 레일 배율: 정확한 레일 배율을 설정하고 레일 

배율에 의거하여 현재 내측 윈치 인장력 값을 산정함.

외측 레일 지름: 정확한 레일 지름을 설정하여 외측 

시추 심도를 계산함. 

내측 레일 지름: 정확한 레일 지름을 설정하고 내측 

시추 심도를 산정함. 

기종 선택: 정확한 기종 파라미터를 선택함 

F4-X 0, 누르면 현재 X 축 각도 설치는 0 이 됨. 

F5-Y 0, 누르면 현재 Y 축 각도 설치는 0 이 됨. 

F6-확정, 누르면 이전 입력 파라미터 효력 발생. 

F7-돌아가기, 3-설치화면 돌아가기 

3.2 전기 비율 파라미터 설치 가능한 파라미터 

내측 윈치 상승 속도 조절 밸브: 내측 윈치 상승 속도 

조절 밸브는 최소, 최  전류를 조정함. 

3.3 메인 펌프 설치화면 내측 윈치 하향 속도 조절 밸브: 내측 윈치 하향 속도 

조절 비율 밸브의 출력 최소, 최  전류 조정. 

외측 윈치 상승 속도 조절 밸브: 외측 윈치 상승 속도 

조절 비율 밸브의 출력 최소, 최  전류 조정. 

외측 윈치 하강 속도 조절 밸브: 외측 윈치 하강 속도 

조절 비율 밸브의 출력 최소와 최  전류 조정. 

설정화면 

돌아가기상 하 좌 우 확정 

최

전류값

내측 윈치 상승 속도 조절

밸브 

내측 윈치 하향 속도 조절 

밸브 

최소

전류값

내측 윈치 상승 속도 

조절 밸브 

최

전류값

최소

전류값

최

전류값

최소

전류값

최

전류값

최소

전류값

최

전류값

최소

전류값

최

전류값

최소

전류값

외측 윈치 상승 속도 

조절 밸브 

외측 윈치 하강 속도 

조절 밸브 

외측 동력 속도 조절 

밸브 

설정화면 

돌아가기

기둥 높이

상 하 

내측 레일 배율

외측 레일 지름

내측 레일 지름

기종 선택

1. 표 SWCH890 

2. 표 SWCH780 

3. 표 SWCH380 

좌 우 X0 위치 Y0 위치 확정 

외측 레일 배율

언어 

언어선택 
중국어 

확정 上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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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동력 속도 조절 밸브: 내측 동력 속도 비율 

밸브의 출력 최소, 최  전류를 조정함. 

외측 동력 속도 조절 밸브: 외측 동력 비율 밸브의 

출력 최소와 최  전류 조정. 

3.4 엔진 파라미터 설치화면 3.3 메인 펌프 설치화면 

본 화면은 메인 펌프 출력 조절점 비율 밸브의 최 , 

최소 전류값을 설정함. 

3.4 엔진 파라미터 설치화면 

본 화면은 엔진 저속 및 엑셀 설정값을 설정함. 

고속: 엔진 최고 전속을 설정함. 

저속: 엔진 저속 회전 속도를 설정함. 

핸들 엑셀 보정:핸들 엑셀 최 와 최소 입력값을 

보정함. 

엑셀 보정: 엑셀 최 와 최소 입력값을 보정함. 

3.6 센서 파라미터 설치화면 프로세서: 전원을 켜고 핸들 엑셀을 좌측 끝단에 

설치하고 최소 보정을 누르면 보정 핸들 엑셀 값은 

최소값에 달함. 핸들 엑셀을 우측 끝단에 설치하고 

최  보정을 누르면 보정 핸들 엑셀값은 최 값에 

달함. 

엑셀 밟지 않을 경우 최소 보정을 누르면 엑셀 

최소값을 보정함. 최하단을 밟고 최  보정을 누르면 

이때 엑셀은 최 값을 보정함. 

3.5 GPS 설치 화면 

개방하지 않음 

 

 

 

 

 

3.6 센서 파라미터 설치화면 

센서 파라미터 설정화면 좌측은 센서 산정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고 센서 파라미터 산정 오차를 

수정할 수 있으며 우측에 각 중요한 파라미터 

알람값을 설정할 수 있음. 

센서 파라미터: 압력 센서, 인장력센서, 액위센서 

설정화면 

돌아가기확정 상 하 좌 우 

밸브 최  전류값 

밸브 최소 전류값 

설정화면 

돌아가기

고속

저속

핸들 엑셀

셀 보정

최 값

최소값

최 값

최소값

핸들 엑셀

전위계 값

확정 상 하 좌 우 최소보정 돌아가기 

엑셀 전위계값

송신기 회전속도값

설정화면 

돌아가기확정 상 하 좌 우 

최소값 

최 값 

최소값 

최 값 

최소값 

최 값 

최소값 

최 값 

오일 액위 센서 

액압 오일 고온 경보값 

냉각 수온 고운 경보값 

오일 저압력 경보값 

오일 액위 센서 

축전지 저전압 경보값 

압력 센서 

내측 윈치 

인장력 

외측 윈치 

인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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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누적 제로복귀 설치화면 

 

경보 파라미터는: 액압 오일 고온 경보값, 수온 고온 

경보값, 오일 압력 저역량 경보값, 오일 저액위 

경보값과 축전지 저전압 경보값 

★ 주의, 본 화면 파라미터는 매우 중요하므로 

비전문가는 해당 화면 파라미터를 수정해서는 안됨. 

3.7 누적 제로복귀 설치화면 

누적 시간 삭제 화면은 누적 내,외측 심도, 누적 오일 

소모량, 누적 작업 시간을 현시하며 F1 을 누르면 

모든 수치를 0 화 함. 

 

4 Tier 조작 화면 

 

 

 

 

 

 

 

 

 

 

 

 

4Tier 인터페이스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F6 를 누르면 'Tier'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 인터페이스는 아주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4 단계 

발동기 지시등의 기능과 재생등이 켜 질 때의 조작 

과정을 묘사하였다. 

1. 후처리시스템이 정상일 경우 ‘재생금지등’이 항상 

점등된다. 

2. 재생등 점등 시 재생 조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엔진의 토크와 회전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3. 가속페달을 750rpm 으로 조절하고 ‘재생금지등’이 

꺼질 때까지 화면의 ‘재생허용’을 길게 누른다. 

4. 그 다음 화면의 ‘강제재생’을 누르면 ‘재생등’이 

꺼지면서 ‘고온배출등’이 켜지며, 가속페달이 자동으로 

1000rpm 으로 올라가고, 시스템은 재생 상태로 

진입하는데, 이때 모든 조작을 금지하며 보통 30 분이 

걸린다. 

5. ‘고온배출등’이 꺼지면 시스템의 재생 상태가 

완료되고 가속페달은 원상복귀된다. 

6. ‘재생금지등’이 켜질 때까지 화면의 ‘재생금지’를 

길게 눌러 시스템이 재생금지 상태로 되게 한다. 

7. ‘DEF 램프’가 점등하거나 요소 레벨이 25% 이하인 

경우 요소 레벨이 너무 낮음을 나타내므로 요소를 

첨가될 필요가 있다. 엔진의 토크와 회전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설정화면 

돌아가기

누적 외측 심도 0 화

누적 내측 심도 삭제

누적 오일 소모량

엔진 누적 작업 시간

누적 0 화 

1.  후처리시스템이  정상일  경우  ‘재생금지등’이  항상  점등된다. 

2.  재생등  점등  시  재생  조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엔진의  토크와  회전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3.  가속페달을  750rpm 으로  조절하고  ‘재생금지등’이  꺼질  때까지  화면의  ‘재생허용’을  길게 

누른다. 

4.  그  다음  화면의  '강제재생'  버튼을  누르면  '재생등'이  꺼지는  동시에  '고온배출등'이  켜지며, 

액셀러레이터가  자동으로  1000rpm 으로  높아지고,  시스템은  재생  상태로  진입하는데,  이때 

‘고온배출등’이  꺼질  때까지  모든  조작을  금지한다. 

5. ‘고온배출등’이  꺼지면  시스템의  재생  상태가  완료되고  가속페달은  원상복귀된다. 

6. ‘재생금지등’이  켜질  때까지  화면의  ‘재생금지’를  길게  눌러  시스템이  재생금지  상태로  되게

한다. 

7. 'DEF  램프'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요소  레벨이  너무  낮음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요소  레벨을 

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엔진  토크와  회전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재생금지 재생등 재온도배출등 
DEF  램프 

엔진 

회전속도 값
요소 

강제 재생 

돌아가기
再生禁止 

주의 

★ 재생등이 켜졌을 때 반드시 설명서에 따라 조작해야 

하며 스스로 조작 순서를 변경해서는 안되고 재생 

과정에서 어떤 동작도 진행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동기는 자동적으로 잠금 상태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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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화면 

 

1-메인 화면 F7 “조작”을 클릭하면 조작 화면에 

들어감. 

본 화면은 경사 플러그 실린더를 설정함. 

이 페이지에서 F1,F2,F3,F4 의 클릭을 통해 좌우 

받침대 핀 베어링 오일 탱크의 삽입과 탈출 조작을 할 

수 있다.(현제 SWCH390 만 사용 가능)좌우 받침대 핀 

베어링 오일 탱크에 2개 근접 스위치를 설치했다.이는 

플러그 핀 베어링의 위치가 맞는지를 검측할 수 

있다.예를 들어 좌측 핀 베어링이 풀어지면 

인터페이스에서 "좌측 핀 베어링가 이미 탈출되었다. " 

만약 좌측 핀 베이링가 삽입로 나오면 조작 

인터페이스와 메인 인터페이스는 "좌측 핀 베어링이 

이미 삽입되었다"로 나타난다.만약 좌측 핀 베어링이 

중간 위치 혹은 감응 센서와 동시에 고장나면 조작 

인터페이스와 메인 인터페이스에는 "좌측 핀 베어링 

센서가 고장나서 위험!"이 나타난다.동시에 버저가 

경보를 울리면 조작원에게 검사를 통해 핀 베어링이 

풀렸거나 제대로 삽입하거나 센서 회로를 검사하기로 

알려 준다. 

받침대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 

 

 

 

 

 

6 진단/모니터링 화면 

6.1 센서 검측 화면 

1-메인 화면에 F8”진단”을 클릭하면 진단과 모니터링 

화면에 들어감. 

본 화면은 엔진 진단과 기기 모니터링에 사용됨. 

메인 화면의 아이콘 예를 들면 흰색은 정상 작업을 

의미함, 예 레드로 변하면 관련 아이콘 센서 혹은 

스위치 이상 발생,반드시 기기를 중지하고 검수 혹은 

교체해야 함. 

리미티드 해지 선택 기능: 

F6-하를 누르면 내측 상한 위치, 외측 상한 위치, 

중량물 1 상한 위치, 중량물 1 상한 위치, 소차 윈치 

상한 위치, 회전 한계위치 아이콘 후 작동된 커서가 

이동됨; 해제할 한계 위치를 선택하고 F7-을 

확정 

Tier 4 - 조작 

경사 실린더 1 경사 실린더 2 

상승 상승 복구 복구 

오일 회수 필터심 

모니터링 화면 

액압 오일 온도 

엔진 고장 

배터리 전압 

내측 윈치 리미티드 

외측 윈치 리미티드 

중량물 1 윈치 상한위 

중량물 2 윈치 상한위 

소차 윈치 상한 위치 

회전 리미티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개시

메시지 하 선택 돌아가기

냉각 수온 

좌 리미트 

우측 리미트 

연료 레벨압력 

윤활유 압력 

인장력 

센서 포트값 엔진 

주의 

★받침대를 조작할 때 반드시 핀 베어링 

위치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침대가 받는 힘이 너무 커서 

휘여 끊어진 상황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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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포트 값 화면 

 

 

 

선택하면 관련된 기능을 개시 혹은 차단이 가능함. 

본 화면에서 기타 기능화면을 선택, 조회할 수 있음: 

F1-센서를 누르면 6.1-센서 검측화면에 들어감: 

F2-포트값을 누르면 6.2 포트값 화면에 들어감. 

F3-GPS 를 누르면 6.3-GPS 모니터링 화면에 들어감.

F4-엔진을 누르면 6.4-엔진 고장 검측화면에 들어감.

F5-메시지를 누르면 6.5-메시지 조회 화면에 들어감.

F8 를 누르면 1 메인 화면에 돌아감. 

 

6.1 센서 검측 화면 

본 화면은 기기 센서 작업 상태를 검사함, 

고전평(쇼트), 저전평(쇼트)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련 

흰색 원형은 레드로 변하고 고장 발생시 기기를 

중단하고 검사 및 교체해야 함. 

 

 

 

 

6.2 포트 값 화면 

포트값 화면은 기기 CPU 현재 모든 단말기 작업 

수치를 모니터링함. 

PLC1-1 현시 1 호 제어기 CPU 포트 검측값 

PLC1-2 현시 1 호 제어기 IO 포트 검측값 

PLC1-1 현시 2 호 제어기 CPU 포트 검측값 

PLC1-2 현시 2 호 제어기 IO 포트 검측값 

검측 데이터에 2 가지 데이터가 포함됨： 

A FALSE/TRUE 현시 숫자에 의함, FALSE 현시 시 

포트 입력 혹은 출력 전압은 0, TRUE 가 현시되면 

포트 입력 혹은 출력 전압이 24V 임. 

B 숫자형식으로 현시되는 시뮬레이션, 포트 입력 혹은 

수출 전압 혹은 전류를 숫자 형식의 값으로 전환. 

 

6.3 GPS 모니터링 화면 

개방하지 않음 

 

 

 

 

 

돌아가기

모니터링 화면 

센서 명칭 

경사각 

내측 인장력 

외측 인장력 

메인 펌프 1 압력 

메인 펌프 2 압력 

새컨드 펌프 압력 

핸들 엑셀 

엑셀 

저전평 고장 고전평 고장 

연료 레벨압력 

액압 오일 온도 

모니터링 화면 

돌아가기패널 2 패널 1 

핀 번호 핀 번호 핀 번호 포트값 포트값 포트값

비축용 

비축용 

모니터링 화면 

돌아가기패널 1 패널 2 

핀 번호 핀 번호 핀 번호 포트값 포트값 포트값

모니터링 화면 

비축용 

돌아가기

포트값 핀 번호 핀 번호 포트값 포트값

패널 1 패널 2 

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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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엔진 고장 검측 화면 

 

 

 

 

 

 

 

 

 

 

 

 

 

 

 

 

 

 

6.4 엔진 고장 검측 화면 

엔진 고장 검측화면은 엔진 경보 시 엔진을 검측함 

고장코드, 고장코드를 표하는 고장 유형을 설명하며 

관련된 위치에 현시함. 

현재 상위 10 개 고장 코드가 현시됨 

7. 메세지 모니터 메시지 현시 화면은 현재 기기 누적 작업시간, 누적 

시추 심도, 누적 오일 소모량을 현시함. 모니터 기기 

프로그램 버전을 현시함. 

 

2.6. 멀티 패널 그룹 

멀티패널은 기기 주요 조작과 관리 부분이며 기기 작업 과정에 반드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 

모니터링 화면 

돌아가기

메시지 

누적 작업시간

누적 시추 심도

오일 소모량

부하율

모니터 프로그램 버전

제어기 프로그램 버전

돌아가기패널 1 패널 2 

핀 번호 핀 번호 핀 번호 포트값 포트값 포트값

비축용 

비축용 

돌아가기

고장 코드 고정 설명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엔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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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멀티 패널 그룹 1 

 

2.6.2. 멀티 패널 1 설명 

1 멀티 패널 1 총 스위치 

 

매번 기기 전원을 켜고 3 초동안 누르면 멀티 패널 전원을 켬. ON 시, 첫번째 

램프는 빨간색, 두번째 램프는 녹색이고, 나머지 램프는 소등한다. Power On 

상태에서 3 초간 길게 누르면 Integrator Panel 을 OFF 할 수 있으며, 이 때 첫번째 

램프는 빨간색이고 나머지 램프는 소등한다. Integrator Panel 고장 발생 시 

세번째 램프가 황색으로 변하면서 점멸한다.. 

2 우/전 아웃트리거 

선택스위치 

 

중속 스위치: 중속 스위치는 자체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엔진 중속 상태를 개시하고 다시 누르면 엔진 중속 상태를 중지함. 

엔진 아이들링 속도는 약 1600r/min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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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진 고장 진단 스위치 

 

엔진 고장 진단 스위치는 엔진 고장 진단 기능 차폐를 실현함. 

엔진 고장 진단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엔진 고장진단 기능을 개시함. 다시 누르면 엔진 고장 진단 기능을 

중지함. 

판넬의 엔진 고장 표시 램프가 점등 시 엔진 고장 진단 스위치를 눌러 엔진 고장 

표시 램프의 점멸 상태를 읽은 다음 설명서와 조하면 세부 고장 원인을 

찾아내어 고장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엔진 고장 코드 확인: 표시 램프의 점멸 회수 및 시간 간격은 고장별 코드를 

나타내며, 세부 내용은 엔진 고장 코드표 참조. 예를 들어 옐로우 표시 램프가 

점멸 1 회 후 1 초 경과, 다시 점멸 2 회 후 1 초 경과, 또 다시 점멸 2 회 후 1 초 

경과, 그 다음 점멸 2 회 후 1 초 경과 후 다시 점멸 1 회의 경우 고장 코드표에서 

고장 코드 표시 램프가 (222, 옐로우)임을 찾은 다음 엔진의 고장 종류를 알 수 

있음. 또한 모티너에서 고장의 SPN 및 FMI 코드를 읽을 수도 있다. 

4 엔진고장시 이전 스위치 

 

엔진 고장 이전 페이지 스위치는 여러 수량의 엔진 고장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음. 

엔진 고장 이전 페이지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이전 엔진 진단고장 정보가 나타남. 

5 자동 저속도 스위치 

 

엔진 저속 아이들링 로커스위치는 엔진의 저속 아이들링 상태의 ON/OFF 에 

사용됩니다. 

엔진 저속판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엔진 저속 상태를 개시하고 다시 누르면 엔진 저속 상태가 중지됨. 

엔진의 저속 아이들링 기능을 ON 한 다음 우측 핸들을 중립 위치에 놓으면 

시스템이 4 초간 작동하지 않으면 우측 엔진이 회전수를 자동으로 1000rmp 로 

조절합니다. 

주의 

★ 내측 주권 또는 내측 오거의 작동 압력이 6MPa 이상인 경우 저속 아이들링 

기능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6 핸들 가속페달 가속페달 

호환 스위치 

 

액셀러레이터 변환 로커스위치는 엔진의 액셀러레이터 레버와 페달 간 전환에 

사용됩니다. 

엑셀 호환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엑셀버튼으로 엔진 회전 속도를 관리하고 다시 누르면 핸들 엑셀을 통해 

엔진 회전 속도를 조절함. 

7 내측 동력 긴급 스위치 

 

내측 동력 긴급 스위치는 내측 동력 속도의 호환을 실현함. 

엑셀 호환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내측 동력 저속 엑셀이 가동되고 다시 누르면 내측 동력 고속 엑셀이 

가동됨. 

8 엔진 고장 이전 스위치 엔진 고장 다음 페이지 스위치는 여러 수량의 엔진 고장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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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고장 다음 페이지 판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다음 엔진 진단고장 정보가 나타남. 

9 내측 윈치 플로트 스위치

 

내측 윈치 이동 스위치는 내측 윈치 이동 기능을 실현함. 

내측 윈치 이동판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내측 윈치 기능을 가동하고 다시 누르면 윈치 기능을 중지함. 

10 안쪽 윈치 긴급 스위치 

 

내측 윈치 긴급 스위치는 내측 윈치 긴급 기능을 차폐함. 

내측 윈치 긴급판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내측 윈치 긴급 기능을 가동하고 다시 누르면 윈치 긴급 기능을 중지함. 

(본 기종 무효) 

11 안쪽 윈치 폴 스위치 

 

내측 윈치 폴 스위치는 내측 윈치 폴 실린더 신축을 관리함. 

내측 윈치 폴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내측 윈치 폴 실린더 신출이 가동되고 폴이 레일이 삽입되며 4 의 내측 

윈치 폴 지시등이 켜지고 내측 윈치가 동작이 불가함.다시 누르면 폴 실린더 

복구되고 폴 실린더가 원위치에 복구되면 4 의 내측 윈치 폴 지시등이 꺼짐. 이 

때 윈치는 정상 동작이 가능함. 

(본 기종 무효) 

12 중량물 1 윈치 폴 스위치

 

중량물 1 윈치 폴 스위치는 중량물 1 윈치 폴 실린더 신축을 관리함. 

누르면 중량물 1 윈치 폴 실린더 신출이 가동되고 폴이 레일이 삽입되며 4 의 

중량물 1 윈치 지시등이 켜지고 중량물 1 윈치는 동작이 불가함. 다시 누르면 폴 

실린더 복구되고 폴 실린더가 원위치에 복구되면 4 의 중량물 1 윈치 폴 지시등이 

꺼짐. 이 때 윈치는 정상 동작이 가능함. 

13 외측 윈치 플로트 

스위치 

 

외측 윈치 이동 스위치는 외측 윈치 이동 기능을 차폐함. 

외측 윈치 이동 발판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외측 윈치 기능을 가동하고 다시 누르면 윈치 기능을 중지함. 

★ 플로팅 기능은 드릴 위치와 지난번 구멍바닥 위치와의 거리가 1M 이하인 

경우에만 가동합니다. 

14 외측 윈치 긴급 스위치 

 

외측 윈치 긴급 스위치는 외측 윈치 긴급 기능 개폐를 관리함. 

외측 윈치 긴급 판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외측 윈치 긴급 기능을 가동하고 다시 누르면 외측 윈치 긴급 기능을 

중지함. 

(본 기종 무효) 

15 외측 윈치 폴 스위치 외측 윈치 폴 스위치는 외측 윈치 폴 실린더 신축을 관리함. 

외측 윈치 폴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외측 윈치 폴 실린더 신출이 가동되고 폴이 레일이 삽입되며 4 의 외측 

윈치 폴 지시등이 켜지고 외측 윈치가 동작이 불가함.다시 누르면 폴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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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되고 폴 실린더가 원위치에 복구되면 4 의 외측 윈치 폴 지시등이 꺼짐. 이 

때 윈치는 정상 동작이 가능함. 

(본 기종 무효) 

16 소차윈치 폴 스위치 

 

소차 윈치 폴 스위치는 소차 윈치 폴 실린더 신축을 관리함. 

소차 윈치 폴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소차 윈치 폴 실린더가 신출되고 폴이 레일에 삽입되며 4 의 소차 윈치 폴 

지시등이 켜짐.이때 소차 윈치는 동작이 불가함.다시 누르면 폴 실린더 복구되고 

폴 실린더가 원 위치로 복구되면 4 의 소차 윈치 폴 지시등이 꺼지고 윈치는 정상 

동작이 가능함. 

(본 기종 무효) 

17 데릭 실린더 신출 

스위치 

 

ㅅ자형 실린더 신출 스위치는 ㅅ자형 실린더 신출 동작을 관리함. 

ㅅ자형 실린더 신출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ㅅ자형 실린더 신출 동작이 가동되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18 신린더 신출 스위치 

 

기둥 실린더 하강 신출 스위치는 하강 기둥 실린더 신출 동작을 관리함. 

기둥 실린더 하강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하향 실린더 신출 동작이 가동되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19 컨베이어 전개 스위치 

 

컨베이어 전개 스위치는 컨베이어 전개 동작을 관리함. 

컨베이어 전개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벨트 전개 동작이 가동되며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20 리더 윈치 pawl shifter 

 

기둥 윈치 폴 스위치는 기둥 윈치 폴 실린더 신축 동작을 관리함. 

기둥 윈치 폴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윈치 폴 실린더 신출이 가동되고 폴이 레일이 삽입되며 4 의 윈치 폴 

지시등이 켜지고 다시 누르면 폴 실린더 복구되고 폴 실린더가 원위치에 

복구되면 4 의 윈치 폴 지시등이 꺼짐. 이 때 윈치는 정상 동작이 가능함. 

(본 기종 무효) 

21 데릭 실린더 축회 

스위치 

 

ㅅ자형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ㅅ자형 실린더 복구 동작을 관리함. 

ㅅ자형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ㅅ자형 실린더 복구 동작이 가동되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22 하향 실린더 복구 

스위치 

하강 기둥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하강 기둥 실린더의 복구 동작을 관리함. 

하강 기둥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하향 실린더 복구 동작이 가동되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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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컨베이어 복구 스위치 

 

컨베이어 복구 스위치는 컨베이어 복구 동작을 관리함. 

켄베이어 복구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벨트 복구 동작이 가동되며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24 중량물 윈치 2 폴 스위치

 

중량물 2 윈치 폴 스위치는 중량물 2 윈치 폴 실린더 신축을 관리함. 

누르면 중량물 2 윈치 폴 실린더 신출이 가동되고 폴이 레일이 삽입되며 4 의 

중량물 2 윈치 지시등이 켜지고 중량물 2 윈치는 동작이 불가함. 다시 누르면 폴 

실린더 복구되고 폴 실린더가 원위치에 복구되면 4 의 중량물 2 윈치 폴 지시등이 

꺼짐. 이 때 윈치는 정상 동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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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멀티 패널 2 

 

2.6.4. 멀티 패널 2 설명 

1 멀티 패널 2 총 스위치 

 

매번 기기 전원을 켜고 3 초동안 누르면 멀티 패널 전원을 켬. ON 시, 첫번째 

램프는 빨간색, 두번째 램프는 녹색이고, 나머지 램프는 소등한다. Power On 

상태에서 3 초간 길게 누르면 Integrator Panel 을 OFF 할 수 있으며, 이 때 첫번째 

램프는 빨간색이고 나머지 램프는 소등한다. Integrator Panel 고장 발생 시 

세번째 램프가 황색으로 변하면서 점멸한다.. 

2 천장의 전등 스위치 

 

헤드라이트 스위치는 기사실 상단 헤드라이트를 켬. 

헤드라이트 스위치는 자체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천정등 오픈 상태이며 다시 누르면 오프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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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피커 스위치 

 

경보음 스위치는 경보음 개시용임. 

경보음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경보음 상태가 작동되고 놓으면 꺼짐. 

4 경보등 1 스위치 

 

경보등 1 스위치는 경보등 깜빡 기능을 실현함. 

경보등 1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경보 라이트 상태를 개시하고 다시 누르거나 8 를 누르면 경보등 2 

스위치는 경보음 라이트 상태를 중지함. 

5 와이퍼 저속도 기어 

스위치 

 

와이퍼 저속 기어는 와이퍼 저속을 관리함. 

와이퍼 저속 기어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와이퍼 저속 상태를 개시하고 다시 누르거나 6 와이퍼 고속 버튼을누르면 

와이퍼 저속 상태를 중지함. 

6. 와이퍼 긴급 기어 

스위치 

 

와이퍼 고속 기어 스위치는 와이퍼 긴급 기어를 작동함. 

와이퍼 고속 기어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와이퍼 고속 상태를 개시하고 다시 누르거나 5 와이퍼 저속 스위치를 

누르면 와이퍼 고속 상태를 중지함. 

7 와이퍼 스프링 스위치 

 

와이퍼 스프링 스위치는 와이퍼 스프링 기능을 관리함. 

와이퍼 스프링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와이퍼 스프링 동작이 가동되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8 경보등 2 스위치 

 

경시등 2 스위치는 경시등 깜빡 상태를 실현함. 

경시등 2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경보 상태 개시하고 다시 누르거나 혹은 4 경보등 1 스위치를 누르면 

경보음 작동을 중지함. 

9 청도기 실런더 신출 

스위치 

 

청토기 실린더 스위치는 청토기 실린더 신출 동작을 관리함. 

청토기 실린더 신출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청토기 실린더 신출 동작이 가동되며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10 와이어 실린더 신출 버팀줄 실린더 신출 스위치는 버팀줄 실린더 신출 동작을 조절함. 

버팀줄 실린더 신출 스위치는 자동 복구 스위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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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줄 신출 동작을 누르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11 플러그 실린더 복구 

스위치 

 

플러그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플러그 실린더 복구 동작을 관리함. 

플러그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자동 복구 스위치임. 

플러그 실린더 복구 동작을 누르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플러그 실린더 복구 후 

상차는 회전 동작을 진행할 수 있음. 

12 소차 윈치 상승 스위치 

 

소차 윈치 스위치는 소차 윈치 상승 동작을 관리함. 

소차 윈치 상승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소차 윈치 상승동작이 개시되며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소차 윈치는 상한 위치 기능이 포함되며 상승 과정에 상한위치 스위치를 접촉할 

경우 소차 윈치는 하강을 관리하고 상승할 수 없음. 

(본 기종 무효) 

13 청토기 실린더 복구 

스위치 

 

청토기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청토기 실린더 복구 동작을 관리함. 

청토기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청토기 실린더 수축 동작이 가동되며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14 버팀줄 실린더 복구 

스위치 

 

버팀줄 복구 스위치는 버팀줄 복구 동작을 조절함. 

버팀줄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자동 복구 스위치임. 

버팀줄 복구 동작을 누르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15 플러그 실린더 신출 

스위치 

 

플러그 신출 스위치는 플러그 신출 동작을 관리함. 

플러그 실린더 복구 스위치는 자동 복구 스위치임. 

플러그 실린더 신출 동작을 누르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플러그 실린더 신출 

후 상하는 회전 동작을 진행할 수 없음. 

경고 

★ 플러그 실린더는 운송 과정에 사용되며 장비를 지정 장소까지 운송한 다음 

최초 동작 시 반드시 플러그가 아직 홈 안에 끼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러그가 끼워 있는 상태에서 회전 동작을 하면 장비 및 플러그 실린더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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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차윈치 하강 스위치 

 

소차 윈치 스위치는 소차 윈치의 하강 동작을 관리함. 

소차 윈치 하강 스위치는 자체 복구 스위치임. 

누르면 소차 윈치 하강 동작이 개시되고 놓으면 동작이 중지됨. 

(본 기종 무효) 

17 오일 온도 냉각 스위치 

 

오일 온도 냉각 스위치는 오일 온도 냉각 선풍기 개시를 관리함. 

오일 온도 냉각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오일 온도 냉각 풍선을 개시하고 다시 누르면 오일 온도 냉각 풍선을 끔. 

강제 냉각 풍선을 가동하지 않으며 오일 온도는 자동 냉각 상태에 처함: 오일 

온도가 55 도 이상(포함)일 경우 냉각 선풍기는 자체 가동되고 오일 온도가 

50 도(포함)이하일 경우 냉각 선풍기가 꺼짐. 

18 중량물 윈치 전환 

스위치 

 

조물  권양  스위치는  제 3 권양과  제 6 권  양  사이의  전환에  사용한다. 

조물  권양  스위치는  자체  유지  스위치이다. 

제 6 권양의  작업을  누루고  다시  아래  제 3 권양의  작업을  누른다. 

주의：제 3 권양은  조물  권양  1 이고  제 6 권양은  사물을  조물  권양

2 이다. 

19 비축 스위치 1 

 

내측  동력  헤드의  마이크로  스위치  선택. 

버튼을  누른  후  내측  동력  헤드는  마이크로  동작  상태이며  이때  회전

단추를  통해  안쪽의  동력  헤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20 비축 스위치 2 

 

바깥쪽  동력  헤드  마이크로  스위치  선택. 

버튼을  누르면  바깥쪽의  동력  헤드는  마이크로  동작  상태이며  이때

회전  단추를  통해  바깥쪽의  동력  헤드의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다. 

21 비축 스위치 3 

 

 

22 비축 스위치 4 

 

 

23 비축 스위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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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이라이트 스위치 

 

헤드라이트 스위치는 헤드라이트 작동 동작을 관리함 

헤드라이드 스위치는 자체유지 스위치임. 

누르면 헤드라이트 개시되고 다시 누르면 헤드라이트 꺼짐. 

2.6.5 장비 조작 

기기 주요 동작: 내측 동작, 외측 윈치 동작, 중량물 윈치 1(2)동작, 상차 회전 동적, 기둥 동작, 

하향 기둥 동작, 컨베이어 신축 동작, 주행 동작 등. 

엔진 시동 후 유압 활성화 스위치를 ON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장비를 조작합니다. 

장비는 위치이동/작업 상태에서 스위치, 레버 및 페달의 조작은 아래 표 참조: 

유압 파일럿 레버 

좌측 핸들 A, 상차 회전 핸들

(SB4 작업버튼 1 개 장착) 

 

+SB4 상차 회전동작, 시계 방향으로 

회전 

 

+SB4 상차 회전동작, 시계 반  

방향으로 회전 

좌측 핸들 B, 내측 윈치 핸들

(SB3,SB5 작업 버튼 2 개 및 

SB44 버튼 1 개 장착) 

 
내측 윈치 하향 

 
내측 윈치 상승 

SB1 내측 윈치 리미티드 해지 버튼 

SB5 경보음 버튼 

SB44 내측 윈치 제어 작동 버튼(본 기종 

무효) 

우측 핸들 A, 외측 윈치 핸들

(SB2 작업버튼 1 개, SB45 버튼 

1 개 장착) 

 
외측 윈치 풀림 

 
외측 윈치 권양 

SB2 외측 윈치 상한값 해지 버튼 

SB45 
외측 권양 제어 작동 버튼(본 기종 

무효) 

우측 핸들 B, 중량물 1(2) 윈치 

핸들 

(SB1 작업버튼 1 개, SB43 버튼 

2 개 장착, 비축용) 

 
중량물 1(2) 윈치 하강 

 
중량물 1(2) 윈치 상승 

SB1 중량물 1(2)윈치 상한 위치 버튼 해지 

SB43 중량물 1(2)윈치 제어 작동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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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콘솔박스 싱글 핸들 

 
오거 정방향 회전 

 
오거 역방향 회전 

주행 조종레버 주행 조종레버 

 

 

장비 전진 

 

 

장비 후진 

 
장비 우회전 

 
장비 제자리에서 우측으로 회전 

 
장비 좌회전 

 
장비 제자리에서 좌측으로 회전 

 

스패너 손잡이 

 

좌측 조작 핸들 A 
 

좌 스테이 실린더 전진 

 
좌 스테이 실린더 후진 

우측 경사 조작 

핸들 B 

 
우 스테이 실린더 전진 

 
우 스테이 실린더 후진 

기둥 윈치 조작 

핸들 C 

 
틸트 실린더 확장 

 
틸트 실린더 수축 

리더 세우기 실린더 

조작 레버 D 

 
리더 세우기 실린더 확장 

 
리더 세우기 실린더 수축 

 

주요 명령 스위치 조합 

주요 명령 스위치 A 

좌측 앞단 제어 스위치 

 
좌측 앞단 신축 동작 

 좌측 앞단 이동 동작(본 기종 

무효) 

주요 명령 스위치 B 

우측 앞단 관리 스위치 

 우측 앞단 신축 동작(본 기종 

무효) 

 우측 앞단 이동 동작(본 기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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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명령 스위치 C 

좌측 후단 제어 스위치 

 
좌측 후단 신축 동작 

 좌측 후단 이동 동작(본 기종 

무효) 

주요 명령 스위치 D 

우축 후면 관리 스위치 

 
우측 후면 신축 동작 

 

우측 후면 이동 동작(본 기종 

무효) 

 

2.7. 인터록 및 보호 

장비와 인체 안전을 위하여 제어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인터록 및 보호를 적용했습니다 

1. 내측 동력 헤드 권양 상승 제한 위치:내측 동력 헤드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대기가 이마를 충격한다.안쪽으로 동력 헤드가 꼭대기에 올라 갔을 때 리드 스위치 동작을 

하는데 이때 안쪽으로 권양하면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가지 못 한다.안쪽 손잡이에 있는 SB3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2. 바깥쪽 동력 헤드 권양 상승 제한 위치:바깥쪽 동력 헤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대기가 이마를 충격한다.바깥쪽의 동력 헤드가 꼭대기에 올라 갔을 때 리드 스위치 동작을 

하는데 이때 안쪽으로 권양하면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가지 못 한다.바깥쪽 손잡이에 있는 SB2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3. 조물 권양 상승 제한 위치:조물 권양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꼭대기가 이마를 충격한다.조물 

권양이 꼭대기에 상승할 때 중추식 스위치 동작을 하는데 이때 안쪽으로 권양하면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가지 못 한다.조물 손잡이에 있는 SB2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4. 회전 제한: 천공 작업 시, 천공의 깊이가 0보다 클 경우 장비는 스크류가 이미 구멍에 

들어갔다고 간주하며 이때 상부회전체의 회전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에서 이에 

한 제한하며, 오직 천공 깊이가 0보다 작을 경우에만 상부회전체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깊이 근접 스위치가 고장이 발생하고 이때 천공 깊이가 0보다 작은 경우 

조정/작업스위치를 조절 위치로 놓아 위치이동 상태로 한 다음 상부회전체의 회전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5. 경사각 리미트: 리더를 세우기 전에 장비 수평을 조절하고 위치이동/작업 스위치를 위치이동 

위치에 놓아야 리더를 세울 수 있습니다. 리더의 좌/우 경사각이 1.8°이상인 경우 전기 레버로 

반  방향으로만 동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조작은 무효입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리미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각도의 임의 조절을 금지합니다. 또한 리미트 스위치가 파손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리미트 스위치를 교체한 다음에야 계속 시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는 그로 인한 발생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사각 센서에 이상 발생 시 모니터 작업 

화면에 ‘경사각 오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버저가 울리며 리더 세우기 전기 레버가 경사각 

센서가 정상복귀될 때까지 로킹됩니다. 상기 이상 발생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A/S 요원과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비상 발생 시 인체 또는 장비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게 되므로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모든 유압 동작을 정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먼저 중  안전 위험을 발생하는 모든 제한 위치 기능을 취소하고, 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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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자의로 제한을 취소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결과에 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의：버튼을 임시로 제한 기능을 취소하는 것이 기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 판매 후 또는 기술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사는 이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결과에 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사용 및 조작 

3.1. 작업 사용 전 준비  

3.1.1. 작업 전 검사 및 확인  

I. 시공 작업 현장의 검사 및 처리 

본 장비는 중형 파일링 장비로 주행 및 작업 시에는 시공 장업 장소가 평탄하고 견고하며 

충분한 지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시공 작업 현장의 검사와 처리에 해 아주 중요시하고 

아무런 요행 심리가 없이 안전 생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시공 기초 상태의 탐사와 구획: 

우선 시공측에서 지질 시공기술 및 관리인원을 조직하여 공사 지질보고, 공사작업 계획 등 

자료에 근거하여 시공 작업면에 한 현장 탐사를 진행하고, 현장이 장비 시공 수용 능력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지하수위가 높고 표면이 평탄하고 견고한 것 같으나 

지하 부분이 연약하고, 건조한 개인 날에는 땅이 굳어져 있으나 비가 오거나 물을 만나면 

연화되어 지지력을 잃는 지반층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지반의 기초 상황 및 여러 구역의 

분포 상황을 탐사, 확정하고 기초 상황 분포도를 작성해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 관련 구획 

표기를 하는 동시에 통보를 내려 작업자, 관리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사 현장의 처리: 

공사 현장의 구체 상황에 따라 하기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하기의 방식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우선 공사 현장에 한 처리를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①. 연약한 지반 교체: 

연약한 표면의 토석층을 깨끗하게 교체하고 견고한 지층이 나타난 다음 30～50cm 이상의 

자갈을 깔고 단단히 다져줍니다.  

②. 강판 부설:  

지면에 두께 40cm 이상 강판을 깔아줍니다. 강판 부설 면적은 장비의 클로러 면적보다 커야 

하며 한쪽 또는 일부분만 깔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작업면에 강판을 깔아야할 뿐만 아니라 

장비가 이동하는 곳에도 강판을 깔아야 합니다.  

주의: 강판을 깔기 전에 지반의 연약층에 해 교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판을 깔아준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예: 압력을 받은 후 함몰되거나 물을 만난 후 

함몰되어 강판의 변형으로 인해 안정성을 상실하는 등). 

③. 견고하고 평탄하나 량의 진흙이 함유되어 있는 지반도 여전히 강판을 부설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는 주로 비가 오는 것과 물을 만나 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④. 철근콘트리트 지반 타설: 

현장이 넓고 연약 정도가 심각하며 아래에 오니 등이 있어 완전히 제거, 교환할 수 없는 

구역은 부분적으로 교환하고 되메우기를 한 후 30cm 이상의 철근콘트리트 지반(주의: 파일 

공간을 남겨두어야 함)을 타설하여 장비가 그 위에서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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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반의 평탄도: 

상기 지반 처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기초 표면이 견고하고 평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초 표면이 견고한 전제 하에서 지반 경사도의 허용값은 천공 작업면은 1.5° 이하, 주행 시 

도로의 종방향은 2° 이하, 횡방향은 1.5° 이하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구역 외에 본 장비 사용의 요구사항: 지반을 

교체하고 단단하게 다진 다음 장비의 모든 작업 구역에 철판을 깔고 시공해야 합니다.  

II. 기타 준비와 확인 

1. 토질과 암층에 따라 스크류와 지그 부시 조합 또는 DTH 해머와 지그 부시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 동일 구멍에서 드릴 작업을 할더라도 2가지 지그 부시로 번갈아 작업할 수 

있습니다.  

2. 유압 시스템의 유압 레밸 높이, 유압유 누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료 레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거별 감속기 등 부위의 윤활유 레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와이어 로프의 마모 상태를 확인합니다. 

5. 드릴 툴의 절삭날에 마모 또는 파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각부 볼트의 조임상태를 확인합니다.  

7. 운전실 내부에 있는 각 조종기구와 계기의 정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엔진 조작설명’을 참조하여 엔진 냉각수 등의 정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9. DTH 해머로 시공하기 전에 공압 시스템, 윤활 시스템 등의 정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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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리더, 스테이, 수직프레임 견인줄의 조합(표 3-1) 

 

표3-1 

 

 

 

 

 

 

 

 

 

 

 

 

(스테이)

(포스트)

참고

용으

로만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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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장비 설치 

장비 조립 작업 시 자격을 갖춘 충분한 인원수의 조립 작업자를 배치하고, 지휘자 1 명, 

안전감독원 1 명을 지정해야 하며, 모든 작업자들은 지휘에 따르고 통일적으로 행동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 작업 전 장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장비 클로러 궤도 간격을 최 로 확장해야 

합니다. 

A. 클로러 확장 

클로러 확장 세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비를 확인 및 처리를 한 시공 현장에서 조립 및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면은 

평탄하고 견고하고 클로러 슈 밑에 강판을 깔아 지탱해야 합니다.(현장 세부 요구사항은 ‘3.1.1 

작업 전 점검 및 확인’ 참조) 

2) 프런트 브라켓의 2 개 실린더 아웃트리거 및 뒤쪽 좌/우 2 개 실린더 아웃트리거를 내려놓고 

본체를 들어올려 지면을 이탈하도록 한 다음 클로러 스토퍼 핀을 빼 해당 클로러가 완전히 

확장하도록 합니다.(프런트 브라켓과 섀시 턴테이블을 조립해 출하 시에만 해당 조작을 함) 

3) 상기 실린더를 조절하여 클로러가 접지하게 하여 클로러 확장을 완료한 다음 스토터 핀을 

다시 조립합니다. 

4) 클로러의 축소는 상기 과정과 같지만 클로러 동작 방향이 반 입니다. 

특별 힌트: 상기 2)의 클로러 조작은 리더를 조립하기 전에만 제한되며 리더 조립 후 클로러의 

상기 조작을 금지합니다. 

B. 카운트 웨이트 설치 

후 아웃트리거를 지면까지 확장한다. 카운터웨이트는 모두 3개로 그림 3-1의 ①, ②, ④과 

같으며 중향은 각각 3.2톤, 3.2톤, 2.6톤이다. 우선 카운터웨이트 ①, ②를 턴테이블의 

카운터웨이트 브리켓에 안착한 다음 스크류 ③으로 턴테이블에 고정하고 카운터웨이트 ④를 

안착하며, 볼트 ⑤로 카운터웨이트 브리켓에 고정한다. 

길이별 리더 세울 때 표 3-2 에 따라 카운트 웨이트를 조립해야 합니다. 

표 3-2 

파일 프레임 길이 16m 19m 21m 24m 

조립에 필요한 카운트 웨이트(t) 6.4+2.6 6.4+2.6 6.4+2.6 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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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 리더 설치 

후 아웃트리거를 지면의 강판까지 확장하고 표 3-1 과 같이 여러 요구에 따라 지면에 필요한 

길이의 리더를 조립하고 기중기로 본체 상부까지 리프팅하여 싱글랙의 안내용 슬롯에 맞춘 

다음 도킹 조립할 수 있다. 

주의: 리더의 설치 사용 가능한 길이는 스크류 및 카운터웨이트와도 관련이 있으며 표 3-1, 

3-2 를 참조하여 리더의 설치 사용 가능한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리더, 지지  등의 연결 볼트는 중요한 볼트에 속하므로 토크렌치로 규정 조임: 토크치에 

따라 균일한 힘을 주어 조여 확실히 연결하여 고장 발생 및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선 16m 리더를 설치하고 카운터웨이트, 지지 를 설치한 다음 나머지 필요한 리더를 

설치한다. 

D. 스테이 설치 

후 아웃트리거를 지면의 강판까지 확장하고 표 3-1 과 같이 적합한 길이의 지지 를 선택한다. 

그림 3-2 와 같이 좌/우 2 개 지지 의 양단을 각각 플랫폼 삼각 와 리더의 연결 구멍에 

연결한다. 조작 과정에서 지지 가 플랫폼의 부품과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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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와이어로프 걸기(그림 3-3) 

 

그림 3‐3 

 

메인  윈치  와이어로프 

걸기  설명도 

수직  포스트

구스넥  붐

외측  오거 

전단  서포트

풀리장치 

메인  윈치  시브 

로터리  테이블 

메인 윈치

서브  윈치  와이어로프  걸기 

설명도 

수직  포스트  구스넥  붐 

내측  오거
전단  서포트 

풀리장치 

서브  윈치  시브 

턴테이블  서브  윈치

팬던트  윈치  와이어로프 

걸기  설명도 

수직  포스트  구스넥  붐

전단  서포트  풀리장치 

턴테이블    팬던트  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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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리더의 전기회로, 유압회로의 설치 

전기회로 설치. 

 

그림 3‐4 

주의: 오일 배관은 부속 어테티먼드에 따라 자체로 설치한다. 

G. 리더 세우기 확인 

①. 리더 높이 및 스테이 길이는 설명서 요구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리더 슬라이드의 

직선도를 확보하며, 각 볼트/너트의 연결 토크치가 설계상 프리로드를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각 윈치 와이어로프가 설명서 요구 로 이동도르래와 고정도르래에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각 와이어로프의 연결핀을 잘 연결했는지 확인한다. 

③ 리더 중심선과 차체 중심선이 일치한지 확인한다. 

④ 후 아웃트리거가 확장하여 강판에 지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비 전체를 약 3cm 정도 

리프팅하고 5 분간 유지해야 하며, 후 아웃트리거의 이상 여부(누설, 압력 미유지, 장비 침강 

등)를 확인한다.  

⑤ 좌/우 아웃트리거 실린더가 지면까지 확장하여 지면과 접촉하여 지지력을 받게 한다. 후 

아웃트리거 아래에 견고하고 확실한 서포트가 있어야 한다(리더 세우기 시 장비 전체 중량의 

절  부분은 이 2 개 후 아웃트리거로 지탱하기 때문이다). 

⑥ (행거 랙 양쪽의 오일호스 길이 및 에어호스 길이를 확인 및 배분하고) 클램프로 오일호스를 

고정하고 노끈으로 행거 랙 양쪽의 오일호스를 묶는다. 

주의: 1. 후 아웃트리거 아래 지면은 반드시 견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판을 깔아 의외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 리더 중심선과 차체 중심선이 일치해야 한다. 

전기  컨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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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리더 세우기 

 

표3-5 

그림 3-5 와 같이 우선 리더 세우기 준비를 한 다음 리더 세우기 실린더를 끝까지 확장하고 

틸트 실린더를 끝까지 수축한 다음 스테이 슬립 조인트의 핀 실린더를 확장하고 핀을 꼐운다. 

리더가 수직 위치가 될 때까지 스테이 실린더를 확장한 다음 마지막에 derricking mechanism 

록핀축을 끼운다. 

주의: 크레인 작업은 반드시 국가 및 업계의 관련 안전 작업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자들은 반드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곤돌라 작업 시 우선 와이어로프의 안전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면 작업자가 제어하는 안전줄을 사용하여 음직임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 힌트: 리더 조립 후 아웃트리거 실린더로 장비 전체를 리프팅하여 지면을 이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 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리더 눕히기 과정은 리더 세우기 과정과 반 로 한다. 

5. 받침  실리더에서 

입주까지 수직으로 끝까지 

펼친다. 

4. 받침  신축절 플러그 실리더, 

플러그를 끝까지 펼친다

3. 가변 진폭 실린더를 

끝까지 회수한다. 

6. 변포 기구 핀 베이링 

고정을 삽입하다

2. 입주 실린더를 끝까지 

펼친다.
1. 입주 준비 

약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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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세우기와 리더 눕히기 과정에서 반드시 2 개 스테이 실린더의 동기성에 항상 유의해야 하며 

비동기인 경우 실린더 동작을 잠시 중단하고 동기성을 조절한 다음 계속 리더 세우기와 리더 

눕히기를 진행해야 한다. 

리더 세우기 과정에서 그림 3-5 의 스텝 4 의 스테이 슬립 조인트 핀 실린더 확장 및 핀을 끼운 

다음 좌/우 스테이 실린더를 각각 조그 이동하여 핀이 제 정위치까지 끼웠는지 확인해야 한다. 

리더 눕히기 과정에서 스테이 슬립 조인트 핀 실린더 수축 및 핀을 뽑은 다음에도 좌/우 스테이 

실린더를 각각 조그 이동하여 핀이 완전히 뽑혔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윈치 클러치 /밴드 브레이크의 조작 요령 

3.2.1. 클러치 /밴드 브레이크 조작 시의 주의 사항 

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클러치 상태 전환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클러치 전자밸브 상태가 

완전 전환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팬던트 윈치 및 

클러치 파손될 수 있습니다. 

② 팬던트 윈치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또는 내릴 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램프가 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팬던트 윈치의 조작 동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2.2 더블 드럼 팬던트 윈치의 절환 

장비는 디폴드 상태에서 윈치 3 이 작동하고 작동 표시등이 소등하며, 이때 윈치 3의 클러치 

실린더가 확장하고, 윈치 6의 클러치 실린더는 수축 상태에 위치하게 된다. 윈치 6의 작동 

필요 시 윈치 6의 작동 버튼을 누르면 작동 표시등이 점등하고, 이때 윈치 6의 클러치 

실린더가 확장하고 윈치 3의 클러치 실린더는 수축 상태에 위치하게 된다. 

 

3.2.3. 자동 밴드 브레이크 모드 

①.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선 윈치 3(6)의 래칫 제어용 로커스위치를 누르고 윈치 

3(4)의 래칫 실린더가 확장할 때 윈치 3(6)의 래칫 실린더 위치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윈치 3(6)의 래칫이 래칫 휠에서 지정 위치까지 수축할 때 리미트 스위치가 켜지고 윈치 

3(6)의 래칫 램프가 점등됩니다. 

②. 윈치 3(6)의 래칫을 오픈된 후 로커스위치를 윈치 3(6) 위치로 놓는다. 우측 핸들을 위로 

올려(아래로 내려) 윈치 3(6)의 밴드 브레이크를 풀면, 파일럿 핸들로 유압 밸브를 제어하여 

윈치 3(6)에 오일을 공급하여 피권양물의 상승, 하강을 구현합니다.  

③. 윈치 3(6)이 피권양물의 상승, 하강을 구현한 다음 윈치 핸들을 중립 위치에 놓는다. 윈치 

3(6)의 래칫 제어용 로커스위치를 끄면 윈치 3(6)의 래칫이 유압력에 의해 원위치로 복귀하고 

래칫 램프가 켜집니다. 

 

3.2.4. 자유 훅 폴링(hook-falling) 모드  

①.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선 윈치 3(4)의 래칫 제어용 로커스위치를 누르면 윈치 

3(4)의 래칫 실린더가 확장하고 윈치 3(6)의 래칫 실린더 위치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래칫이 래칫 휠에서 지정 위치까지 수축할 때 리미트 스위치가 켜지고 래칫 램프가 

점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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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브레이크 램프가 켜질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 다음 윈치 3(6)의 클러치 스위치를 

켜면 감속기와 드럼이 분리되지만 밴드 브레이크는 여전히 록킹 상태로  되어 있으며, 윈치 

3(6)의 브레이크를 풀어 제어용 페달 밸브를 제어하면 윈치 3(6)의 밴드 브레이크 기구의 밴드 

브레이크 실린더가 수축되고 윈치 3(4)의 밴드 브레이크가 풀려 중력의 작용 하에서 자유 훅 

폴링이 구현됩니다. 

③. 피권양물이 지면까지 낙하되었을 때 윈치 3(4)의 브레이크를 밟아 제어용 페달 밸브를 

제어하면 윈치 3(6)의 밴드 브레이크 실린더의 밴드 브레이크가 록킹되면서 윈치 3(6)의 

브레이크 램프가 점등된 후 윈치 3(6)의 클러치 스위치를 닫습니다.  

④. 윈치 3(6)의 브레이크를 풀어 제어용 페달 밸브를 제어한 다음 우측 핸들을 조작하여 밴드 

브레이크 실린더의 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브레이크 램프가 소등합니다. 파일럿 핸들로 

유압밸브를 제어하여 윈치에 오일을 공급하여 피권양물의 상승을 실현합니다. 

⑤. 윈치 3(6)의 연속 다지기가 필요한 경우 첫 회 다지기할 때 윈치 클러치 스위치를 켜면 

된다.  

주의: 1.연속 다지기 완료 시 반드시 윈치 클러치 스위치를 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 제3 권양은 조물 권양 1이고 제6 권양은 조물 권양 2이다. 

 

3.3. 천공/파일 작업  

3.3.1. 천공/파일 작업시의 일반 주의사항 

① 천공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스크류 하강 시, 플로팅 기능을 적용하여 스크류를 하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전 아웃트리거 실린더 및 좌/우 후 아웃트리거 실린더는 보조 서포트로 확장되어 착지하며 

장비 이동 전 수축한다. 

③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리더 세우기 완료 후 전/후 아웃트리거로 장비를 

리프팅하는 상태(즉 하부 주행체 섀시 지면 이탈)를 금지하며 핸들로 실린더 등 유압 작동 

부품을 급정지하는 것도 금지한다. 

⑨장비 회전 시 반드시 전 아웃트리거 실린더를 완전히 수축한 다음에 회전해야 하며 

전아웃트리거와 클로러 간 간섭 및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사항: 지질 여건 및 파일 유형별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본 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을 

제거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케이싱 제거 시운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저항이 너무 

커서 본 장비로 케이싱을 원활하게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 방법을 변경하고 시공 공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계별 타설, 단계별 케이싱 제거 방법 또는 기타 방식 작업(예를 

들면 진동 헤머, 케이싱 제거 전용 장비 등 보조 장비).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및 부품이 

파손될 수 있으며 기계 파손 또는 인명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장비로 케이싱 제거 시 시공 과정에서 수시로 주의해야 하며, 만일 저항이 너무 

커서 본 장비로 케이싱을 원활하게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 방법을 변경하고 시공 공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계별 타설, 단계별 케이싱 제거 방법 또는 기타 방식 작업(예를 

들면 진동 헤머, 케이싱 제거 전용 장비 등 보조 장비).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및 부품이 

파손될 수 있으며 기계 파손 또는 인명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천공의 보호: 드릴 작업 후의 구멍은 즉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부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천공 작업 후 천공부를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반드시 보호 커버로 천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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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거나 주변 구역의 인원 진입을 통제하고 [접근 금지] 경고 팻말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 나선형 스크류, 드릴을 단독 사용 시에는 DTH 해머용 완충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DTH 해머 사용 시에는 반드시 완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파손이 발생합니다. 

상승 와 투관 앞다리는 반드시 착지해야 하고 앞다리 실린더 하단에 충분한 받침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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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오거 작업 능력표 (27 메터 입주 상태시 참고만 제공) 

해머 어테치먼트 

기둥

파일 수직 드릴 

안정각 

(파일 무) 

수직 드릴 

안정각 

(파일 유) 
장비 총 

중량 

(파일 무)

t 

평균 접지 압력 

(파일 무) 

모델명 무게 t
해머 

중량 t

가이드

레일 

중심까

지의 

거리 

mm 

굴삭기구 스크류 

시추 

중심거리

mm 

길이 

m 

무게

t 
모델 무게 t 길이 m 무게 t

높이

m 

전

후 
좌우

전

후 
좌우 KPa 

Kgf/cm
2 

#45 11.0 1.5 655 - - - - - 27 20 8 8.8 11.8 6.2 10.2 78 114 1.17 

NH-40 9.8 0.3 655 - - - - - 27 21 10 10.0 11.3 6.4 10.6 75.6 111 1.13 

#35 8.7 0.5 655 - - - - - 27 21 12 9.7 12.9 5.0 11.8 74.7 109 1.11 

- - -  VA-35 3.5 20 4 655 27 21 12 13.2 13.7 7.6 12.4 73 107 1.09 

#25 5.3 0.5 655 VA-35 3.5 20 4 655 27 21 8 8.9 11.4 6.3 11.0 78.8 115 1.18 

NH-20 5.4 0.2 655 VA-35 3.5 20 4 655 27 21 8 9.0 11.5 6.4 11.1 78.6 115 1.17 

NH-40 9.8 0.3 655 VA-35 3.5 20 4 655 24 18 8 7.1 12.5 5.1 10.3 81.6 120 1.22 

NH-40 9.8 0.3 655 VA-35 3.5 - - 655 24 21 10 8.1 12.6 5.6 10.4 77.6 114 1.16 

주: 1. 주행시 최  허용 총중량, 탑재한 어테치먼트의 최  허용 양력 등 세부 요구사항은 조작/정비 매뉴얼 참조. 

2. 탑재한 전동 오거의 최  토크는 44.1kN.m 이하, 탑재한 유압 오거의 최  토크는 117.7kN.m 이하로 한다. 

3. 이 표는 발전기 틀 및 발전기는 (발전기는 기계 후방에 설치하고 무게는 3.5ton 보다 크고 중심에서 회전 중심까지 4.6m 더 크다,)를 탑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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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본 장비 팬던트 윈치로 파일 리프팅 작업 

경고: 

● 파일 리프팅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파일은 반드시 장비 주변에 배치해야 하며 멀리서 파일을 

경사지게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 파일 리프팅 작업 시 장비를 주행하지 마십시오. 

● 파일 리프팅 작업은 반드시 장비 전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횡방향의 파일 리프팅 작업을 

금지합니다. 또한 해머 등은 최 한 최저 위치로 강하시켜야 합니다. 

● 파일 리프팅 중에 장비 회전을 금지합니다. 

● 전방 파일 리프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와이어 로프 각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그림3‐18 참조).  

 

그림 3‐18 

 

3.3.4. 파일 항타 

항타 사용 방법은 <해머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파일 항타 작업 시 파일은 반드시 리더와 평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파손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WCH390-90M 조작/정비 매뉴얼
 

75 

3.3.5. 경사 파일 박기 

경고: 

● 반드시 전/후 아웃트리거로 작업하고 아웃트리거 하부에 800×800×20mm 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리더 전면 경사 파일 작업을 금지합니다. 지그 장치가 리더 레일로부터 이탈될 위험이 

있으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 후면 경사로 파일을 항타할 경우, 리더 길이, 해머 모델, 파일 모델 등을 감안하여 경사 

파일 공사 작업 전에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작업 주의사항은 수직 파일과 동일합니다.  

 

3.3.6. 진동해머로 파일 항타/파일 뽑기 작업 

진동 해머의 진동과 충격 부하는 리더, 스테이 등 부품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게 되며  

진동 해머의 진폭/주파수 등 복잡한 요소들이 많은데 이론적으로 영향 수준을 충분히 해석할수 

없으므로 절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 원인으로 인해 고객이 다른 장비를 활용하여 파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고객이 부득이 본 장비로 진동 해머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책임은 고객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3.3.7. 리더 경사계의 사용 

경고 

작업 시 장비 리더 좌우 허용 경사각은 1.5 도입니다.  

장비 리더의 좌우 최  경사각은 1.8 도로 앞쪽 최  경사각은 1.8 도입니다. 최  경사각을 초과하면 장비가 

기울어져 부품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장비 전체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경사각 센서는 리더 위에 설치해 리더의 각도를 실시간 측정에 사용합니다.  

a 24V 전원 입력 포트  

b 연결선 

c d 센서 통신 케이블 포트   

 

그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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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경사각 센서는 리더의 X축과 Y축의 오프셋 각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수직/수평면을 0으로 하여 

X축 좌측방향을 +의 각도, X축 우측 방향을 - 각도로 합니다. 오프셋이 클수록 각도가 더 

커집니다. Y축의 앞 방향은 + 각도로 오프셋이 클수록 각도가 커집다. Y축의 뒷 방향은 - 

각도로 오프셋이 클수록 각도가 커집니다. 

이동 각도는 메인화면, 설정화면에 현시됨. 

메인 화면: 

 

내측 동력 회전 

외측 동력 회전 

심도（CM） 

인상력(T) 

속도(CM/S) 

속도(CM/S) 

인상력(T) 

메인 펌프 1 메인 펌프 2 새컨드 펌프

상차 회전 각도: 

심도 삭제 각도 0 화 기록 설정 언어 조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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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파라미터 설정화면: 

 

경고 

각도 센서는 쇼토 혹은 차단 고장 발생시 진단-센서 화면에 “각도센서기 고장”이 현시됨. 

 

3.3.8. 인장력 센서/오거 인상력의 사용 

인장력 센서는 내/외측 윈치 인장력의 크기 측정에 사용합니다.  

a 인장력 센서 

b 연결 포크 

c 단자 : 3선제 연결. 적색은 24V 전원선, 흑색은 베이스 케이블, 청색은 신호케이블. 

d 방진커버: 인장력 센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방진커버를 덮어 커넥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장력 센서는 사용 과정에서 인장력 센서의 변형 등 고장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화면 

돌아가

기둥 높이

상 하 

외측 레일 지름

내측 레일 지름

기종 선택

1. 표 SWCH890

2. 표 SWCH780

3. 표 SWCH380

좌 우 X0 위치 Y0 위치 확정 

외측 레일 배율

내측 레일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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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인장력 센서의 데이터는 시스템 테스트 화면 에 표시됩니다.  

 

3.3.9. 운전 정지 시의 처리 

1. 단시간 운전 정지 시에는 리더를 눕히지 않고 오거와 드릴 툴을 하강시켜 최 한 지면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장시간 운전 정지 시에는 리더를 수평으로 놓습니다.  

주의: 작업자가 잠깐 운전실을 이탈 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유압 파일럿 핸들(유압 

인 작동여부)을 ‘차단’ 위치에 놓습니다. 

2. 장시간 운전 정지하기 전에 엔진을 저속으로 5분간 공회전시켜 엔진을 냉각합니다.  

3. 엔진 시동 스위치를 ‘차단’ 위치로 전환시키고 엔진 시동 스위치 뺀 후 메인 전원 스위치를 

차단합니다.  

4. 운전실 문 및 차고의 모든 문들을 확실히 잠급니다.  

주의:  

장비는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 세워둬야 합니다. (현장 세부사항은 ‘3.1.1 작업 전의 검사와 

확인’ 참조) 

매일 운전 정지 후 장비 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클로러, 스러스트 휠과 캐리어 롤러 주변의 

진흙 이물질을 청소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을 수 있는 냉각수 등 모든 액체를 드레인해야 합니다.  

 

3.3.10. 강풍 시의 안전주의 사항 및 안전 책 

1. 풍속 관련 사항  

● 평균 풍속:지상 10M 높이의 10 분 평균치(기상 예보의 풍속은 보통 평균 풍속임) 

● 최  평균 풍속:24 시간 내 관측된 평균 풍속 최 치.  

● 순간 최  풍속:순간적으로 관측되는 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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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풍이 불때 조치 사항 

평균 풍속 10m/s 이상 및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평균 풍속 ≥10m/s 시 

● 상부회전체를 클러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장비 뒷면(카운트 웨이트 쪽)이 바람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 모든 고정 핀을 삽입, 고정하고 각 브레이크 제동, 엔진 정지 

● 전/후 아웃트리거를 장착하고 적절한 착지력을 유지하며 아웃트리거 하부에 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아웃트리거로 장비를 리프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므로 이러한 조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리더의 어태치먼트(오거, 해머 등)는 지반 또는 최저 위치로 하강시키고 윈치 와이어 로프는 

장력 상태를 유지하며 제동 잠금장치를 체결해야 합니다(오거가 스크류로 천공 작업을 수행할 

경우 지면까지 하강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충분한 강도를 가진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리더 상단로부터 전후 방향으로 지면에 2곳을 

고정합니다.  

(2) 평균 풍속≥20m/s 일 경우 리더를 지면에 수평으로 놓아야 합니다.  

(3) 기타 주의사항 

태풍이 불 경우 장비가 넘어지는 사고는 풍속 외에 작업 현장이 강우로 인한 지반 연약, 붕괴 

등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 호우가 예보될 경우: 

● 만일 장비가 위치한 작업 현장에 침수, 지반이 연약되는 경우 장비를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 만일 작업 현장이 연약한 경우 사전에 철판을 설치하거나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 현장의 안전한 장소에 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참고: 

풍력 풍속(m/s) 현상 

5 급 (질풍) 8.0~10.7 나무잎 및 관목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수면에 파도가 임 

6 급 (웅풍) 10.8~13.8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전선이 울리고 우산을 펴고 이동하기 곤란함

7 급 (강풍) 13.9~17.1 나무 전체가 흔들리며 걷기가 어려움 

8 급 (질강풍) 17.2~20.7 작은 나뭇가지가 끊어지고 걸을 수 없음 

9 급 ( 강풍) 20.8~24.4 주택 굴뚝이 넘어지고 건물 상부 기와가 바람에 불어 떨어짐 

10 급 (전강풍) 24.5~28.4 
큰 나무가 바람에 불어 넘어지고 주택이 심각하게 파손됨(육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3.3.11. 비(눈)가 내릴 시의 주의 사항 

강우/강설 중/후 작업은 비/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 또는 눈이 올 경우 반드시 작업 전 무부하 상태에서 클러치, 

브레이크 동작 및 제동 효과에 한 테스트 및 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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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지진 시의 안정성  

지진은 발생 시간 및 진도를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입니다. 단, 평소에 관련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고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참고하십시오: 

1. 사전에 작업 현장 지질 상태를 조사하고 지질 문제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장비 작업 현장은 사전에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고 장비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장비 작업 구역에 철판을 설치하면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호우가 있을 경우 작업 현장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진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평시에 방재 비상책을 마련하고 관련 방재 훈력을 

실시합니다.  

 

3.3.13. 송전선 등 주의 사항 

장비 리더 등이 전선에 접근할 경우 아주 위험하므로 작업시 장비와 전선은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1. 시공 작업전의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현장 케이블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일 케이블 위치와 높이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전력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송전선과의 안전 거리(권장): 

● 일반 송전선:안전 거리＞2m; 

● 고압 배전선 (10 만 볼트 이하):안전 거리＞5m; 

● 고압 배전선 ( 10 만 볼트 이상):안전 거리＞8m.  

 

3.4. 특수조건에서의 사용  

3.4.1. 여름철 사용 

여름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수분이 쉽게 증발하여 장비 과열 상황이 종종 발생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엔진  

a. 냉각수의 양, 청결도, 물때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냉각수 부족 또는 냉각수 배관에 물때가 있을 경우 팬 등 고정 볼트가 느슨해진 경우에는 

냉각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과열의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b. 엔진 윤활유 

기온이 상승할 경우 엔진 윤활유 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7.4 그리스 취급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윤활유를 교체하십시오.  

c. 축전지  

배터리액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세부정보는 ‘4.8 축전지’ 를 참조하십시오.  

(2) 운영시 

a. 여름에 과열 현상이 잘 발생하므로 항상 수온게이지, 유온게이지를 확인하십시오. 

b. 라디에이터 냉각수가 과열(＞100℃)될 경우 엔진을 급정지할 수 없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저속 운전하여 수온이 떨어진 후 엔진 시동을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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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압 오거 작업시 부하가 커서 유압유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부하 작업을 줄여 유압유 

온도를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d. 엔진 공기 흡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일/물이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e. 유압유 온도가 80℃ 초과 시 무부하 상태에서 저속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온도가 떨어진 후 

계속 작업하십시오. 

f. 큰 부하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본체 사이드 도어를 열고 과열 상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g. 여름에 온도가 높아 모든 오일 점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누출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2. 겨울철 사용 

동계 기온이 떨어질 경우 엔진 시동이 어렵고 동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엔진 시스템 

a. 적절한 점도를 가진 윤활유를 사용하십시오. ’7.4 그리스 취급 안내사항’을 참조하십시오. 

b. 유동성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c. 축전지의 보온 및 충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d. 냉각수에 부동액을 첨가하십시오.  

(2) 유압 시스템 

유압유를 예열해야 합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저속으로 유압 장치를 반복 작동시켜 유압작동유 

온도를 천천히 올리고 부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만일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 부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장비 파손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유압 동작시 적절한 온도는 20℃～80℃입니다.  

(3) 운영시 

a.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 예열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무부하 저속 상태에서 

예열 작업을 수행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b. 극히 추운 상태에서 예열로 물/온도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라디에이터 부위에 방한커버 

추가 등 보호 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3.5. 와이어로프 

3.5.1. 와이어 로프 규격의 선택 사용  

와이어 로프가 마모된 후 동일 규격(와이어 로프 규격 사이즈 관련 세부정보는 ‘SWCH390 

소모품 리스트’ 참조)의 로프로 체하여 기존 로프와 상용 지름, 정격 강도, 꼬은 방향도 모두 

같아야 합니다.  

 

3.5.2. 와이어 로프의 언로드 

와이어 로프 언로드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방직 벨트로 로프를 리프팅하고  

리프팅하기 전에 로프 풀리에 1개의 원형 로드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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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기타 보조시설이 없어 지게차 또는 후크를 이용하여 로프 롤 또는 로프 풀리를 직접 

운송차량에서 하차 시 외층 와이어 로프에 수리 불가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는 깨끗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로프 롤과 로프 풀리는 

목판에 보관하여 지면과 접촉함을 피해야 합니다.  

만일 실외에 보관 시에는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밀봉하여 비 맞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마포로 

1층 싸서 방수하여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3.5.3. 와이어 로프의 설치 

A. 로프 롤의 전개 

로프 롤의 와이어 로프는 회전판 또는 땅에서 굴리는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모래 등이 와이어 로프 윤활유에 붙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조작 과정에서 모래와 이물은 와이어 로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로프 풀리의 전개 

우리는 회전판 또는 가 를 이용하여 로프 풀리에서 와이어 로프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와이어 로프를 즉시 지면에 전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런 방법으로 전개한 와이어 로프의 

길이는 로프 풀리에서 전개한 길이와 서로 맞지 않으므로 와이어 로프의 전개는 항상 뒤에서 

전개합니다.  

주의:어떠한 경우에서도 로프 롤 또는 로프 풀리의 측면에서 와이어 로프를 전개해서는 

안됩니다. 

측면에서 전개 시, 와이어 로프가 비틀리고 매듭이 지어지면 와이어 로프에서의 하중 분포를 

변경합니다.  

로프 롤 또는 로프 풀리의 측면에서 와이어 로프 전개 시 그에 가해지는 토크에 저항하면서 

매듭 링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와이어 로프가 힘을 받을 경우, 링 마디가 외력의 작용 

하에서 팽팽히 당겨지면서 매듭이 형성됩니다. 매듭이 엉키는 현상은 복원 불가능 변형으로 

와이어 로프의 정격 인장력을 15~20％ 강하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매듭이 있는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의 매듭 링을 무리하게 팽팽히 당겨서는 안되며 와이어 로프가 인장력을 받지 않을 

때 비틀린 와이어 로프를 풀고 매듭 마디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C. 와이어 로프의 설치 

경고:와이어 로프 작업 시에는 작업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새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부식, 파손, 더러워 짐을 피해야 합니다.  

설치된 새 로프는 반드시 기존 로프와 같은 구동장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특히 와이어 로프 

말단의 솔 플레이트에 유의하여 새 로프와 기존 로프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로프 말단에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임의의 변경, 보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와이어 로프 설치 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품에서 새 와이어 로프를 절단 시에는 

와이어 로프 말단의 철사와 스트랜드의 휘어짐과 비틀림을 방지해야 합니다.  

새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기 전에 릴 및 도르래의 시브와 와이어 로프의 직경이 서로 매치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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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와이어 로프로 조작을 시작하기에 앞서 로프가 정확히 감기고, 릴과 로드래의 시브과 서로 

응하도록 확보합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작은 하중을 걸어 와이어 로프를 상하 방향으로 몇 

차례 이동하면서 정확한지를 검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하중은 정격 하중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새 와이어 로프를 설치 완료 후 안전과 작업 절차를 위하여 반드시 와이어 로프의 구동과 

관련된 모든 부품, 과도용 리프팅 리미트장치, 과부하 보호 장치, 와이어 로프 가이드 등을 

검사합니다. 

새 와이어 로프를 설치 완료한 후 첫 몇 주 동안은 로프와 로프 고정단의 점검 회수가 

평소보다 많아야 합니다.  

용구의 종류와 와이어 로프 구동장치의 유형에 따라 새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1. 기존 로프를 해체하고 새 로프를 설치합니다.  

2. 기존 로프로 새 로프의 설치를 도와주도록 합니다. 

3. 보조용 로프가 새 로프의 설치를 도와주도록 합니다. 

4. 와이어 로프가 이미 모든 가이드장치 또는 로프 롤을 통과했는지, 로프 풀리의 와이어 

로프가 릴에 감겼는지 사용자가 자체 판단한 후 손 또는 보조용 로프로 로프를 감습니다. 

D. 릴에 다시 감습니다 

생산, 제조한 매 가닥 와이어 로프는 모두 특정의 곡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프 풀리로부터 

릴에 감을 시에는 양자의 휨 방향이 같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와이어 로프를 감은 방향과 휨 방향이 반 일 경우, 매듭이 형성되어 와이어 로프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 새 로프를 끼웁니다. 

철사가닥에 연결된 용접홀, 가는 와이어 로프 또는 철사망을 통해 새 로프와 낡은 로프 또는 

보조용 로프를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꼬임이 없는 와이어 로프를 보조용 로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일반 와이어 로프 

사용 시, 새 로프와 같은 층방향이 있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주의:낡은 로프 또는 보조용 로프가 새 로프의 비틀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 시, 

와이어 로프의 회전 이음매를 사용합니다.  

용접 연결은 강성인 것이므로 와이어 로프를 함께 용접하지 않아야 합니다!  

F. 프리로드 와인딩 

릴에 여러 층의 와이어 로프를 감을 경우 처음 시작 시 와이어 로프에 한 텐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와이어 로프의 초기 프리로드는 약 와이어 로프 파열 하중의 1~2%입니다.  

목판으로 회전축을 제동하는 플랜지로 초기 프리로드를 발생하거나 또는 회전축 외측에 설치된 

브레이크 시브를 통해 발생합니다. 브레이크 스트링은 와이어 로프 업체에서 제공합니다.  

주의:클램핑으로 프리로드를 발생하지 못한 와이어 로프, 예를 들면 와이어 로프가 목제  

클램프를 지날 때 복원 불가능한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G. 와이어 로프의 절단 

1. 직경 φ8 mm 이하의 로프는 와이어 로프 커터로 절단할 수 있습니다. 직경이 비교적 큰 

로프는 기계 또는 유압 방식의 절단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측 각도의 그라인더 

그라인딩을 사용해 절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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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단 부위 양쪽의 로프가 튕기거나 또는 꼬임방향의 길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 부위 

양측의 와이어 로프는 모두 단단히 묶어주어야 합니다.  

3.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철사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필 또는 테이프로 절단 포트에 기호를 합니다.  

와이어 로프의 수평 방향으로 철사를 펴줍니다. 길이는 로프 직경의 4배입니다.  

절단 부위부터 시작하여 와이어 로프에 철사를 감아줍니다.  

와인딩 길이가 로프 직경의 3배에 달하도록 단단히 철사를 감아줍니다.  

펜치로 양끝을 함께 비틀어줍니다.  

펜치로 함께 묶여있는 철사를 절단합니다. 여유 길이는 약 와이어 로프 직경과 같게 합니다. 

철사의 끝단을 와이어 로프 외층 두 가닥의 홈 틈새에 박아 넣습니다.  

오른쪽 각도 그라인더로 와이어 로프를 절단합니다.  

3.5.4. 와이어 로프의 유지보수 

소재국과 관련 조항의 규정과 같이 와이어 로프의 유지보수와 검사는 리프팅 기구의 유형, 

와이어 로프의 사용 및 로프의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상적인 유지보수는 와이어 로프의 

사용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는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A. 와이어 로프의 윤활 

와이어 로프, 특히 릴과 도르래의 굽힘 구간의 로프는 반드시 조작 조건에 따라 규칙적으로 

항상 윤활해야 합니다.  

윤활은 마찰과 부식을 줄입니다.  

주의:사용하는 윤활유는 반드시 이전에 사용하던 것과 호환성을 가져야 합니다! 

B. 와이어 로프의 청소 

와이어 로프의 외관이 아주 더러울 때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와이어 로프에 화학 반응 물질이 존재하거나 연마성이 강한 작업 조건에서 와이어 로프의 

청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C. 파손된 철사를 제거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검출한 와이어 로프의 끝은 근접한 철사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사의 단절점이 와이어 로프 구조의 내부에 있을 때까지 손 또는 도구로 앞뒤 방향으로 

끊어진 부분을 중복하여 굽혀줍니다.  

주의:어떤 상황 하에서 펜치로 끊어진 단절점을 절단해서는 안됩니다! 

D. 길이 줄이기, 위치 바꾸기, 방향 바꾸기 

높은 압력, 강한 마모를 받은 와이어 로프는 사용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릴에서 와이어 로프는 부득히 제1층에서 제2층으로 감아주어야 되는 경우 응력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와이어 로프의 길이를 줄여 응력이 와이어 로프의 여러 부위에 균일 분포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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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에서 와이어 로프는 인접한 와이어 로프와 선접촉하며 한쪽으로 눌리고, 마모가 심각한 

상태에서 와이어 로프는 몇 차례의 위치 바꾸기를 통해 해당 마모 응력이 집중되는 곳을 

피하도록 합니다.  

와이어 로프의 반쪽이 다른 반쪽이 받는 힘과 마모가 다른 경우 방향을 바꾸어 와이어 로프의 

사용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5.5. 와이어 로프의 확인 

경고:와이어 로프는 일정한 사용 수명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서비스 기한 내에 와이어 로프의 

많은 성질 및 특징은 모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기 규칙을 준수함이 아주 필요합니다.  

매일 반드시 와이어 로프 및 고정된 끄트머리의 잠재적인 손상과 변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와이어 로프와 접하는 관련 장비를 검사해야 합니다.  

안전 조작을 위해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검사 측정을 통해 잠재적인 손상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설치 완료 후 

첫째 주 및 최초 철사가 끊어 진 와이어를 발견한 후의 검사측정 시간은 평소보다 짧아야 

합니다.  

마모 또는 응력이 아주 크거나 약간 의심이 되나 보이지 않는 손상은 더욱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휴식(3개월 이상) 후 장비를 새 공사장에 최초 투입하여 시공하거나 와이어 로프 

동력전달 관련 장치에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와이어 로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를 확인 시 특히 항상 도르래와 접하는 부위 및 앵커 포인트, 설치 포인트와 

접하는 부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 확인은 잠재적인 절단 위치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플라스틱 부시가 장착된 플라스틱 또는 금속 도르래를 사용하는 곳은 검사 시간 간격이 짧아야 

합니다.  

윤활이 없거나 윤활 여건이 극히 열악한 부품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도르래, 릴, 캄펜세이션 휠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최소 매년 1회 또는 새 로프 설치 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기록하여 정된 시간 간격 내에 완벽한 점검 기록이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A. 와이어 로프의 교체 기준 

주의:와이어 로프의 교체는 ISO4309 규격에 따라 정의한 것으로 안전 조작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끊어진 와이어의 유형 및 수량  

2. 와이어 로프 끝단의 끊어진 철사  

3. 끊어진 철사 위치  

4. 끊어진 철사의 시간간격 

5. 끊어진 철사 

6. 로프 직경의 감소(직경 감소)  

7. 로트 탄성 강하  

8. 내/외층의 마모.  

9. 내/외층의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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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와이어 로프의 변형.  

11. 열로 인한 변형  

12. 일정 시간 내의 로프의 연신율 

이상의 기준에 따라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와이어 로프의 조작 안전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수 와이어 로프의 결함은 모두 상기 몇 가지 요소로 인한 결과입니다.  

와이어 로프의 결함이 결함이 있는 장치로 인해 초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면 새 로프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장치를 수리해야 합니다.  

주의:안전을 위하여 하기 어느 항목 또는 여러 항목의 교체 기준에 달한 와이어 로프는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결합이 있는 와이어 로프를 교체하지 않으면 심각한 파손 심지어 심각하거나 

또는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끊어진 와이어의 유형 및 수량 

6 및 8가닥으로 된 와이어 로프의 끊어진 철사는 부분 표면에서 발생합니다.  

여러 가닥으로 된 와이어 로프의 끊어진 철사는 부분 로프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회전 저항 와이어 로프의 교체 기준도 와이어 로프의 구조, 설치 일자, 응용 종류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고:최소한 검출된 와이어 로프의 끊어진 철사 수량과 도표에서 열거한 수량이 맞을 경우 

와이어 로프를 폐기해야 합니다.  

주의:표3-7과 표3-8에서 열거한 구동장비의 유형 M1와 M2도 관련된 것임.  

표 3-7:끊어진 철사의 와이어 로프 마모로 인한 교체 조건 

하중을 

지탱하는 

외층 철사 

수량 ① 

마모 교체 시 볼 수 있는 끊어진 철사 수 

구동 장비 유형 

M1,M2,M3,M4 

구동 장비 유형 

M5,M6,M7,M8 

크로스 트위스트 긴 트위스트 크로스 트위스트 긴 트위스트 

길이 범위 길이 범위 길이 범위 길이 범위 

N 6d 30d 6d 30d 6d 30d 6d 30d 

50 2 4 1 2 4 8 2 4 

51~75 3 6 2 3 6 12 3 6 

76~100 4 8 2 4 8 16 4 8 

101~120 5 10 2 5 10 19 5 10 

121~140 6 11 3 6 11 22 6 11 

141~160 6 13 3 6 13 26 6 13 

161~180 7 14 4 7 14 29 7 14 

181~200 8 16 4 8 16 32 8 16 

201~220 9 18 4 9 18 35 9 18 

221~240 10 19 5 10 19 38 10 19 

241~260 10 21 5 10 21 42 10 21 

261~280 11 22 6 11 22 45 11 22 

281~300 12 24 6 12 24 48 12 24 

300 이상② 0.04*n 0.08*n 0.02*n 0.04*n 0.08*n 0.16*n 0.04*n 0.08*n 

① 추가한 철사는 하중을 감당하는 철사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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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닥으로 된 와이어로프는 오직 맨 바깥 층의 가닥만을 ‘외층철사’로 인정합니다. 보강 

철심이 있는 와이어로프는 해당 철심도 내부 철사로 처리합니다. 

② 데이터는 자체로 산출해야 합니다  

주의: 외층 철사가 아주 치밀한 와이어로프 구조, 예를 들면: DIN3058와 응하는 6×19심 및 

DIN3062와 응되는 8×19심 원형 철사 와이어로프는 마모 교체 시 볼 수 있는 와이어 수가 

2개라고 가정한다면, 위의 도표에서의 규정된 수치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3‐8:도드래의 비회전 와이어 로프의 볼 수 있는 끊어진 철사의 수 

볼 수 있는 끊어진 철사 수 

구동 장비 유형 

M1,M2,M3,M4 

구동 장비 유형 

M5,M6,M7,M8 

길이 범위 길이 범위 

6d 30d 6d 30d 

2 4 4 8 

와이어 로프 끝단 단선 

● 끝단 끊어진 철사는 높은 응력 및 부정확한 설치로 인해 초래한 결과입니다. 

● 만약 와이어 로프를 아주 오래 사용했다면 끝단을 절단, 교체해야 합니다.  

● 만약 와이어 로프 클러스터링 끊어진 철사 현상이 나타나면 와이어 로프를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끊어진 클러스터 길이가 와이어로프의 6배 직경보다 작거나 끊어진 클러스터 같은 줄에서 

나타낸 상황에서 끊어진 철사의 수가 표12, 표9-2에서 열거한 수보다 적더라도 로프를 

폐기해야 합니다. 

 

끊어진 철사 간격 

일반적으로 끊어진 철사가 발생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끊어진 철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됩니다. 끊어진 철사를 발견하는 경우 와이어로프를 철저히 확인하여 끊어진 

철사의 발전 상태를 관찰하고 상황에 따라 교체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끊어진 철사 

와이어로프 전체가 끊어진 것을 발견할 때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로프 코어가 변경으로 인한 직경 축소  

로프 코어의 변경으로 인한 와이어 로프의 직경 축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내부 마모 및 함몰.  

2. 마찰과 굽힘으로 인한 내부 마모. 

3. 코어 섬유 구조의 변질.  

4. 철심의 파손.  

5. 다층 구조 와이어 로프 내층의 파손.   

상기 원인으로 인해 비회전 와이어 로프가 정상 직경의 3% 감소되었을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다른 구조의 와이어 로프는 직경이 10% 감소되었을 경우 로프를 교체해야 합니다. 끊어진 

철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와이어 로프를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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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강하 

와이어 로프의 탄성이 떨어짐은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하기 몇 가지 상황으로 인해 와이어 로프의 탄성이 강하될 경우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1. 와이어 로프 직경 축소.  

2. 와이어 로프 인장.  

3. 압축으로 인한 철사와 스트랜드 사이의 간격이 작아짐. 

4. 두 스트랜드 사이에 가는 갈색 분말이 나타남.  

5. 철사 파손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와이어 로프가 현저히 딱딱해졌고 와이어 로프의 직경이 

예상한 정상적 마모보다 많이 작음. 

 

내, 외층의 마모 

마모의 발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압력 작용 하에서 로프와 스트랜드의 접촉, 로프의 굽힘. 

2. 도르래에서의 운동 및 지면에서의 끌림. 

3. 윤활 결핍, 윤활이 없거나 더럽거나 또는 무늬가 있음. 큰 모래 입자도 마모를 가속화함. 

4. 와이어 로프가 마모로 인해 직경이 줄어들 경우 정격 리프팅 능력이 강하됩니다. 와이어 

로프가 외경 마모로 인해 직경이 7% 축소될 경우 끊어진 철사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내, 외층의 부식 

1. 부식성 환경에서 조작하면 부식을 가속화합니다.  

2. 부식은 금속 외형이 감소되도록 하고 와이어 로프의 파열 장력을 인하합니다.   

3. 부식은 와이어 로프의 표면이 평탄하지 않도록 하며 로딩 시 단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외층 부식은 외관으로부터 관측,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내층 부식은 확인하기 힘드므로 

로프의 하기 특징에 따라 부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5. 도르래를 지나간 와이어 로프의 직경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6. 녹이 불활성 와이어 로프에 부착되어 있으면 로프의 직경이 굵어질 수 있습니다.  

7. 외층 와이어로프와 스트랜드의 간격이 작아지면 끊어진 철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8. 내부 부식이 존재함을 의심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경력 기술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실증된다면 와이어 로프를 반드시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의 변형 

과도하게 죄여지거나 파손으로 인해 와이어 로프 구조 변경의 변형이 발생 시, 외관 관찰을 

통해 실증할 수 있습니다. 외관 형상에 따라 변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나선형 

와이어 로프의 나선형 변형량이 해당 직경의 1/3에 달할 경우 마모와 단선이 가속화된다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부하를 걸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나선형의 변화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SWCH390-90M 조작/정비 매뉴얼
 

89 

2. 곤돌라형 

와이어로프가 힘을 받아 신장되거나 외부 스트랜드가 강제적으로 로프에서의 위치를 변경 시 

곤돌라형 변형이 나타납니다. 헐거워진 로프가 갑자기 힘을 받을 때, 외층 스트랜드가 힘을 

받고 내층 스트랜드는 역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므로 변형이 생깁니다. 변형 현상이 나타날 때  

반드시 로프를 폐기해야 합니다.  

3. 스트랜드 돌출 

턴라운드가 평형하지 않을 경우 스트랜드가 로프의 구조에서 돌출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와이어로프를 즉시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4. 철사 돌출 

진동 하중은 단일 또는 1조의 철사가 로프 구조에서 돌출되어 연속 링을 형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와이어 로프 표면에 철사가 돌출된 현저한 현상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5. 로프 직경이 굵어짐 

심부가 비틀려 있는 외층 와이어 로프가 힘을 받음으로 인해 원위치에서 밖으로 돌출될 경우 

로프의 직경이 굵어지게 합니다. 와이어 로프 외경이 현저히 굵어지는 경우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6. 로프 직경이 가늘어짐 

와이어로프의 심부가 단열 될 때 외층 스트랜드가 단열 부위에 미끄러져 들어가 직경이 

줄어들고 고정 로프 주변의 와이어로프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에 현저한 직경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7. 편평형 

와이어 로프가 일정한 압출을 받을 때 편평형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형은 단선을 

가속화합니다. 와이어 로프가 릴에 정확하게 감기지 않았을 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편평 상황이 심각할 경우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8. 매듭 마디 

와이어 로프의 매듭 마디가 힘을 받아 팽팽히 당겨질 경우 매듭 마디를 형성합니다. 매듭 

마디가 있는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9. 접은 흔적 

접은 흔적은 외력의 영향을 받아 발생합니다.  

 

가열로 인한 변형 

와이어 로프가 300ºC를 초과하는 환경 조건에 노출될 시, 인장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광택이 없는 와이어 로프는 과도한 열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사용수명 

충분한 와이어 로프 사용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와이어 로프의 교체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 와이어 로프의 확인 부위 

일반적으로 전체 와이어 로프는 모두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기 부품에 특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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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고정 로프의 끝단 

● 드로래를 통과 또는 돌아가는 와이어 로프, 특히 항상 힘을 받는 상황에서 통과한 시브의 

홈 부분 

● 캄펜세이션 휠을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 외부 마찰로 인해 파손되는 부위 

● 부식 또는 피로를 받는 부위 

● 열원에 노출되는 부위 

1. 고정 로프의 끝단 

고정 로프 끝단의 와이어 로프의 철사가 부식되었는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 로프 

부품 자체가 변형 또는 마모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의:확인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여 나중에 검사측정 데이터를 비교함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A. 단선 수의 확정 

정확한 단선 수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반드시 전체 와이어 로프를 검사측정하여 단선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 내야 합니다. 검사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더러운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철저히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단선 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 30배 와이어 로프 직경을 길이 단위로 단선이 가장 많은 곳을 표기합니다.  

b. 와이어로프의 스트랜드나 손상 부위에서 로프 직경의 6배를 길이 단위로 표기해야 합니다. 

c. 단선을 표기한 구간 내에서 관찰 또는 터치를 통해 와이어 로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d. ISO 4309(본 장절의 표 9‐1. 9‐2등 참조)에서 허용한 단선 수와 비교하여 확인한 수치. 

B. 로프 직경의 확정 

● 허용값 및 이후의 축소 직경을 계산하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는 최초 공장에서 운송할 때 몇 

차례 측정합니다.  

● 정확한 직경값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와이어 로프의 초곡면을 측정해야 합니다. 예: 2개 

스트랜드 극점 사이의 거리. 

● 측정한 와이어 로프 상  함몰 사이의 거리를 해당 직경으로 할 때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와이어로프의 외층 스트랜드가 짝수(4‐,6‐,8‐,……..)일 때 일반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합니다. 

● 와이어로프의 외층 스트랜드가 홀수(3‐,5‐,7‐,……..)일 때 와이어로프의 극점과 함몰이 

상 하게 하고 너비를 측정하는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와이어 로프의 타원 변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한 점에서 측정 완료 후 와이어 로프를 90도 

회전하여 재측정해야 합니다.  

C. 와이어 로프 구조 강도의 검사 

힘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와이어로프의 두 바깥층 스트랜드 사이에 삽입하여 

와이어로프의 구조 강도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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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와이어로프가 저항하지 않고 심지어 드라이버가 두 스트랜드 사이의 틈새로 통과할 수 

있다면 와이어로프의 구조가 너무 느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깥층 와이어로프 스트랜드의 구조 강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합니다. 

주의:외층 스트랜드 또는 철사를 드라이버로 굽히거나 움직일 때 와이어로프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D. 도르래와 릴의 검사  

도르래 및 릴 위의 로프 홈은 반드시 매끄럽고 로프 홈 저부의 직경은 와이어 로프의 일반 

지름의 1.06~1.08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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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 보수, 유지 관리 

4.1 작업 전 

정기적이고 철저한 유지보수는 고객님의 인체 안전, 장비의 정상적인 조작, 장비의 수명 연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점검 수리, 유지 관리를 진행하기 전에조작/정비 매뉴얼를 

자세히 읽고 점검 수리, 유지 관리의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작업 중의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가 공도 작업 시 서로 연락 및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외의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동 작업 시작 전에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책임자의 일괄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일 작업반별로 장비에 해 청결, 유지 보수를 진행해야 하며 완벽히 청결한 장비를 

교 하는 작업반에 인계해야 합니다.  

매일 작업반별로 조작/정비 매뉴얼의 요구에 따라 장비의 각 부분에 해 검사, 유지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각 부 볼트가 느슨한지, 드릴 툴 연결부위의 핀이 느슨하거나 탈락하지 

않았는지, 스크류 부시에 이상이 없는지, 리더, 스테이, 섀시 등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정비 매뉴얼의 요구에 따라 장비 윤활 부위의 윤활 상태를 확인하고 윤활유를 제때에 

보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거 감속기 부분을 더욱 중시해야 하며 반드시 각 작업반별로 오일 

레벨을 확인하고 수시로 보충해야 합니다.  

청소 시의 주의 사항: 

● 세차 시 지면이 젖고 미끄럽기에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파이크가 있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 고압수, 가스로 장비를 세척 시 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하여 눈 및 피부의 부상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 단락, 오동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축전지, 커넥터, 전장부품은 고압수, 가스로 청소해서는 

안됩니다.  

● 물, 가스로 운전실 내부 세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드릴 장비의 서포트: 

드릴 장비가 리더의 비교적 높은 위치까지 상승했을 때 부품 교환 또는 수리를 진행한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반드시 드릴 장비를 지면까지 하강한 후 재차 점검 수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지면으로 하강할 수 없다면 반드시 드릴 장비를 리더 위에 고정한 후 점검 

수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드릴 장비가 이미 확실하게 고정되었음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드릴 장비의 하부에서의 작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드릴 장비의 유지 보수 등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아웃트리거 4 개, 오거 및 드릴 툴을 확실하게 착지시킨 후에야 

작업 가능합니다. 만약 연약한 지반인 경우 아웃트리거 밑에도 철판을 깔아야 합니다.  

 

점검 수리, 유지 관리 중의 경고: 

점검 수리, 유지 관리의 현장이 운전실 도어, 전장박스 도어 및 발전기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점검 수리 중’이라는 경고 팻말을 걸어 외부인이 터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일 온도 주의:기계 정지 후 반드시 고온유가 충분히 냉각한 후 다시 작업을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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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내부 압력 주의: 

내부 압력을 방출하기 전에 오일 플러그, 호스, 오일 배관, 필터 등 부품을 분해 시 유압유가  

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고온유인 경우 화상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작업하기 전에 

온도계로 유온이 40℃ 이하로 내려간 것을 확인한 다음 조작/정비 매뉴얼의 요구에 따라 

유압시스템의 내부 압력을 방출합니다.  

 

고압유/고압 기체 주의:  

고압 연료 또는 유압유/고압 기체가 분사되는 경우 인체 및 기관에 중 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관 내에 고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 압력을 방출한 후 배관 

부품을 분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압유/고압가스가 누설을 육안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으나 

손으로 식별 확인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반드시 보안경,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종이조각 또는 

나무조각으로 확인, 판별해야 합니다. 고압유/고압가스에 의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원 차단 주의: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점검 수리, 유지 관리를 진행하는 경우 감전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과 전장박스의 스위치를 ‘닫기’ 위치로 놓아 전원을 차단합니다.  

 

드릴 장비 상부에 물품을 놓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주의로 드릴 장비의 상부에 도구, 부품 등 물품을 방치하여 추락 시 부상 위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완료 후 반드시 드릴 장비의 상부에 다른 물품을 남겨두었는지 확인, 

체크해야 합니다.  

 

용접 주의 사항: 

용접 작업자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지라인은 용접 부위 근처에 연결해야 

합니다. 용접부위과 접지선 사이에는 패킹, 피스톤 로드, 맞물림 기어 및 베어링류 부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용접아크가 부품의 손상을 초래하여 장비 고장 및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장비에 전기 용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 컨트롤러의 모든 플러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별 힌트:일상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는 반드시 원본 기록 및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1 년 이상 보관하여 조회에 비해야 합니다.  

 

4.2 유지 보수 

4.2.1. 10 시간 작업 또는 일일 유지 보수 

1. 장비 전체 일반 점검, 유지 보수 

1) 유압시스템에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연료 탱크, 오일 실린더, 호스, 조인트, 노즐 등을 

확인합니다.  

2) 냉각시스템이 누설이 있는지, 호스 파손이 있는지, 더러운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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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3) 전면유리, 와이퍼가 파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계단, 손잡이, 통로를 확인하며 필요한 수리를 진행합니다.  

5) 조명등에 파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와이어 로프 마모 상태 확인. 

3. 유압시스템의 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4. 연료 레벨을 확인합니다.   

5. 냉각수의 레벨을 확인합니다.  

6. 운전실 내부의 조종 기구와 계기가 정상적인지 확인합니다.  

7.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장비 각부에 한 청결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특히 리더 가이드, 

클로러판 등 부위에 한 청결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이들에 부착된 드릴로 배출된 

흙찌거기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8. 클로러 주행 장치 점검 

1) 클로러 장력 확인. 충분한 길이의 직선자를 캐리어 롤러와 구동륜 또는 인장풀리 간 클로러 

위에 놓고 클로러의 최  처짐을 측정합니다. 정상적인 처짐은 약 20-30mm 여야 하고 상기 

값을 초과할 경우 클로러가 너무 느슨함을 의미하고, 상기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클로러가 

너무 타이트함을 의미하며 인장풀리의 패드를 조절하여 적절한 처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주행 장치가 이상한 마모, 소음, 누설 및 볼트의 느슨한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2.2. 50 시간 작업 또는 주간 유지 보수 

1. 선회베어링 볼트 조임. 

2. 선회 감속기 윤활유 레벨의 확인 및 볼트 조임. 

3. 각 연결핀, 베어링, 슬라이딩 레일 등의 그리스 윤활.  

4. 리더, 스테이, 가이드 블록 등 장비 각 부 볼트의 연결 부위에 한 확인 및 조임. 

 

4.2.3. 200 시간 작업 또는 월간 유지 보수 

1. 클로러 주행장치의 점검 

1) 클로러 장력의 확인 및 조절. 클로러 장력 확인. 충분한 길이의 직선자를 캐리어 롤러와 

구동륜 또는 인장풀리 간 클로러 위에 놓고 클로러의 최  처짐을 측정합니다. 정상적인 

처짐은 약 30-40mm 여야 하고 상기 값을 초과할 경우 클로러가 너무 느슨함을 의미하고, 상기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클로러가 너무 타이트함을 의미하며 인장풀리의 패드를 조절하여 적절한 

처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주행 장치가 이상한 마모, 소음, 누설 및 볼트의 느슨한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유압시스템 확인(1 차 점검: 작업 50 시간) 

1) 오일 필터 교체.  

2) 연료 탱크의 에어필터 교체. 

3. 선회베어링의 윤활 상태 확인.  

6. 에어필터 엘레먼트의 확인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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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500 시간 작업 또는 6 개월 유지 보수(1 차 오일 교환은 200 시간 작업 후) 

1. 주행 감속기의 오일 교체. 

2. 윈치 감속기 오일 교체. 

4. 선회 감속기 오일 교체. 

5. 축전지 확인. 

6. 장비 각 부 볼트의 연결 부위의 점검 및 조임. 

7. 유압유 교체. 

8. 에어 필터의 거친 엘레먼트 교체. 

 

4.2.5. 엔진 유지보수 관련  

‘5. 엔진 조작/정비 매뉴얼’ 참고  

 

4.2.6. 장기간 보관 시의 유지 보수 

1. 장비 전체를 청결합니다. 특히 주행 부분의 청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각 힌지에 윤활유를 주입합니다. 특히 슬라이딩 레일과 같은 녹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3. 축전지를 해체하고 엔진 냉각수를 전부 배출하여 녹 발생을 방지합니다. 

4.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방수포를 덮어줍니다. 

5. 매월 정기적으로 1 회 공회전하여 각 부위를 조작하여 녹 발생함을 방지합니다. 

 

4.2.7. 드릴 유지보수 및 윤활 간략도 

그림의 코드 및 위치는 아래 표 4-1 의 정비 또는 윤활 내역 및 주기를 표시합니다. 

표 4-1 

코드 정비 상 정비 내용 정비 주기 

1 모든 와이어로프 마모 상태 확인 작업 10 시간 또는 매일 

2 연료탱크 오일 레벨 확인 작업 10 시간 또는 매일 

3 유압시스템 

오일 레벨 확인 작업 10 시간 또는 매일 

1 차 점검 유압 부품 작업 50 시간 

2 차 및 향후 점검 작업 200 시간 또는 매월 

오일필터 및 에어필터 교환 작업 200 시간 또는 매월 

에어필터 엘레먼트 교환 작업 500 시간 또는 반년 

1 차 오일 교환 작업 200 시간 

2 차 및 향후 오일 교환 작업 500 시간 또는 반년 

4 라디에이터 냉각수 레벨 확인 작업 10 시간 또는 매일 

5 제어기구 및 계기 기구 위치 및 계기 기능 확인 작업 10 시간 또는 매일 

6 
각 축, 베어링 등 기계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톱 시브 도르래 축, 베어링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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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전 감속시 
오일레벨 확인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주기적 오일교환 작업 500 시간 또는 반년 

8 회전베어링 
볼트 조임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9 
윈치 감속기 등 나머지 

감속기별 

오일 레벨 확인 작업 10 시간 또는 매일 

1 차 오일 교환 작업 200 시간 

2 차 및 향후 오일 교환 작업 500 시간 또는 반년 

10 클로러 장력 상태 확인 및 청소 
작업 10 시간 또는 매일 

작업 200 시간 또는 매월 

11 모든 도르래 마모 상태 확인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12 주행 감속기 
1 차 오일 교환 작업 200 시간 

2 차 및 향후 오일 교환 작업 500 시간 또는 반년 

13 고정륜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14 이송롤러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15 리더 슬라이드 레일 정기적 윤활 작업 10 시간 또는 매일 

16 실린더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17 전 아웃트리거 실린더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18 후 아웃트리거 실린더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19 리 지 실린더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월 

20 지지  실린더 정기적 윤활 작업 50 시간 또는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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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1000 시간마다 

작업 500 시간마다

작업 200 시간마다 

작업 50 시간마다 

작업 10 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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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소모품, 마모품 관련 

장비에 일부 부품은 소모품/마모품(세부사항은 8.3 SWSD2512 소모품/마모품 리스트 참조)으로 

마모품의 마모량이 허용값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즉시 수리,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비 성능에 영향이 끼치며 관련 부품의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되어 사용수명이 

줄어들고 심지어 장비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1. 도르래 마모의 판정: 

도르래 홈이 마모된 후 반드시 제때에 교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르래 교체의 기준은 도르래 홈의 마모가 2mm 에 달할 때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2. 기타 마모품이 마모된 후에도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8.3 

SWCH780-160M 소모품/마모품 리스트 참조) 

 

4.2.9. DTH해머 및 컴프레서 

DTH 해머 및 컴프레서의 유지 보수와 소모품/마모품의 사용 수명, 보수 교체의 기준 등은 

제조업체의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수사용설명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4.3. 볼트의 조임 토크  

1. 중요한 볼트의 조임 토크치 

표 4-2 

부품 규격 나사 규격 등급 토크치(N.M) 

클로러 GB10677 LS20×1.5 12.9 620 

주행 감속기 
GB5782 

GB5782 

M18 

M24 

12.9/10.9 

12.9/10.9 

600/450 

1080/950 

선회 감속기 GB5782 M18 8.8 260 

턴테이블 선회베어링 GB5782 M24 12.9 1080 

주 윈치 감속기 
GB70 

GB5782 

M20 

M20 

10.9 

10.9 

550 

550 

주 윈치 고정 GB5782 M24 10.9 950 

서브 윈치 감속기 
GB70 

GB5782 

M16 

M20 

10.9 

10.9 

265 

520 

서브 윈치 고정 GB5782 M24 10.9 950 

리더 세우기 윈치 감속기 
GB70 

GB5782 

M16 

M20 

10.9 

10.9 

265 

520 

리더 세우기 윈치 고정, 리더 

연결 
GB5782 M24 10.9 950 

오거 안내블록 고정 GB5782 M36 10.9 2800 

주의: 중요한 볼트는 토크렌치로 균일한 힘을 가해 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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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파스너 조임 토크치(8.8 급에만 한함) 

표 4-3 

나사치수 M6 M8 M10 M12 M16 M18 M20 M24 M30 M36 

토크치(N.m) 10 24 44 78 190 260 370 640 1300 2260 

 

4.4. 연료 

연료탱크의 연료 주입 용량은 710L 로 연료 규격 및 사용은 엔진 사용설명서 참조. 

 

4.5. 유압유 

유압탱크의 유압유 주입 용량은 500L 로 훅스. Total 또는 국가규격 46＃ 내마모성 유압유를 

사용합니다. 

 

4.6. 윤활유(그리스) 

표 4-4 

윤활 부위 윤활유(그리스) 사용량 비고 

주행 

장치 

스러스트 휠 HC-8HC-11(동계)HC-14(하계)   

캐리어 롤러 10 호 기계유 (동계)15 호 기계유(하계)  
주입구 

오버플로 

주행감속기 CLP220LS2 레벨까지 주입  

텐션 풀리 칼슘계 그리스   

오거 

내측 오거 기어 N150E 산업기어유(동계), H200EP(하계) 레벨까지 주입 

레벨은 

오일게이지 

중심선 이상

외측 오거 기어 합성 칼슘계 그리스 2 호 충분히 도포  

유성 감속 장치 VG220EP(하계)VG150EP(동계) 레벨까지 주입  

베어링 합성 칼슘계 그리스 2 호   

윈치 
감속기 CLP220LS2 레벨까지 주입  

와이어로프 칼슘계 그리스   

선회 

기구 

선회베어링 칼슘계 그리스 3 호   

선회감속기 ZCLP220LS2   

슬라이드레일, 슬라이드, 축과 부싱 칼슘계 그리스  도포 

변폭 가압 및 클로러 신축 실린더 칼슘계 그리스   

엔진 엔진 사용설명서 참조   

4.7. 냉각수 

엔진 사용 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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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축전지 

1. 축전지액량 검사 

경고: 

● 축전지 전해액은 옷, 피부 및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축전지는 화기 및 열원 근처에 접근시키지 마십시오. 

● 축전지에 렌치 등 도구를 놓지 마십시오. 만일 단락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재 또는 폭발 

등 사고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일 축전지 전해액이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될 경우 즉시 물로 씻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 축전지 전해액이 부족할 경우, 즉시 증류수를 충전하십시오. 

● 증류수를 보충은 반드시 충전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축전지 설치시의 주의사항 

● 축전지는 거꾸로 설치하거나 옆으로 눕혀놓지 마십시오. 경사도는 45 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설치 시 접선단자를 두드리거나 비틀지 마십시오. 

● 교체 전 장비의 모든 전기 제품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 장비 전원을 차단할 경우 파라미터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축전지를 교체할 경우 

보조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비 전력 공급을 유지하거나 사용자가 새 축전지를 구입하여 

정비센터에서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3. 안전 주의사항 

● 양극, 음극 단자 외부 금속 도체의 직접적인 단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축전지를 운반할 경우, 보관실 경사도는 45 도 초과하지 마십시오. 

● 축전지 충전 시 충분한 환기 상태를 유지하고 흡연을 금지하십시오. 

 

4.9. 에어컨의 사용방법 

4.9.1. 경고 

● 부적절한 에어컨의 조작, 윤활, 유지보수는 위험하며 부상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조작, 윤활,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 본 설명서에서 안전 예방 조치와 경고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런 위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 

작업자와 다른 인원의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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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원리도 

본 에어컨은 냉난방 겸용 에어컨으로 냉방 및 난방 원리는 아래 그림 4-1, 4-2 와 같습니다. 

 

그림 4-1 

 

엔진 냉각시스템

펌프 

열발산 물탱크 

가열기  온수펌프
더운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 

찬 공기 

고온수 

저온수 

에어컨 난방 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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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4.9.3. 주요 기술 파라미터 

표 4-5 

번호 명칭 규격 

1 냉방 능력 5.0±10% kw 

2 난방 능력 5.81±10% kw 

3 송풍량 400m3/h 

4 전압 24V.DC 

5 총 소비전력 ≤3 Kw 

고압기체 

고압액체 

설명 

저압액체 

저압기체 

더운 공기 
운전실내 열량 콘덴서

컴프레서 

찬 공기

찬 공기

클러치 

증발기 

투시경

팽창 밸브

리시버 드라이어  더운 공기

냉난방 원리도 

충전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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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축기 소비전력 167.3  cm³/r 

7 냉매 R-134a(환경보호) 

8 냉동기 주입량 900∽1100g 

9 컴프레서 SG447160-335* A 형 홈 

10 냉동유 ND-Oil 8,100ml 

 

4.9.4. 조작방법 

(1)조작 설명 

유압굴삭기의 운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좌측 암레스트 박스에서 환경온도 

및 자체 필요에 따라 에어컨을 켜서 운전실 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국가 환경 요구 및 

에어컨 온도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제안합니다. 

(2)제어판넬은 아래 그림 4-3 과 같습니다: 

 

그림 4-3 

1. 전원스위치 

2. 풍속 조절 버튼 

3. 온도 설정 버튼 

4. 송풍구 선택 버튼 

5. 자동 모드 스위치 

6. 공기 도입 내외 순환 선택 버튼 

7. LCD 

8. 에어컨 ON/OFF 스위치 

(3) 각 버튼/스위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 스위치 

팬 및 에어컨의 운전 정지 제어:  

OFF 스위치 ①를 누르면 LCD 에서 설정한 온도 및 

송풍량이 사라지고, 자동 스위치기의 A/C 스위치 상부 

램프가 소등하며, 에어컨이 정지됩니다.  

 

<모니터 표시 및 풍량> 

LCD 풍량 

풍량 ‘저’ 

풍량 ‘중 1’ 

풍량 ‘중 2’ 

풍량 ‘중 3’ 

풍량 ‘중 4’ 

풍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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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속 조절 버튼 

송풍량은 1~6 까지 설정 가능하며 LCD 에서 표시됩니다.  을 누르면 송풍량이 

강해지고, 을 누르면 송풍량이 약해지며 자동 모드로 조작 시 송풍량이 

자동으로 절환됩니다.  

3. 온도 설정 버튼 

운전실 내 온도 설정:  

온도는 18~32 도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하고,  을 누르면 설정 온도가 높아지고, 

을 누르면 설정 온도가 낮아지며 일반 상태에서 사용 온도는 25 도입니다. 

 

 

LCD 에서 설정한 온도 표시 

모니터 표시(℃) 설정 온도 

18.0(64.4℉) 가장 낮음 

18.5~31.5(65.3℉~88.7℉) 운전실 내 온도를 설정 온도로 조절 

32.0(89.6℉) 가장 높음 

 

4. 송풍구 선택 스위치 

송풍구 모드의 설정: 

선택스위치 ④를 한 번 

누르면 LCD 의 모드 

표시를 1 회 변환하고, 

표시된 송풍구 모드로 

송풍을 합니다. 자동 모드 

시 송풍구 모드를 자동 

절환됩니다.  

LCD 

송풍 모드 

전/후면부 및 

발밑 송풍 

송풍구 

비고 
전면부 후면부 발밑

서리 

제거 

전/후면부 송풍 ○ ○ ○   

 
전면부 송풍 ○ ○    

 
발밑 및 서리제거  ○   

자동 조작 모드 시 

선택 불가 

 
서리제거 송풍   ○   

 
송풍 모드   ○ ○ 

자동 조작 모드 시 

선택 불가 

 

전/후면부 및 

발밑 송풍 
   ○ 

자동 조작 모드 시 

선택 불가 

비고: ○는 해당 송풍구에서 송풍을 표시. 
 

5. 자동 모드 스위치 

설정 온도에 따라 송풍량, 송풍구, 내부 공기 순환/외부 공기 도입 절환을 자동 설정합니다. 

자동 모드 설정 스위치 ⑤를 누르면 스위치 램프가 켜집니다. 일반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고 온도 설정 스위치 ③을 적합한 온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자동 작동합니다.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절환 시 각 스위치로 송풍량, 송풍구 및 내부 공기 순환/외부 공기 

도입 절환 모드만 재설정하면 됩니다. 이 때 스위치 상부의 램프가 소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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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 도입 내외 순환 선택 버튼 

내부 공기 순환/외부 공기 도입의 절환. 

이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 램프가 ON 하면서 순환 상태가 활성화됨을 표시합니다. 자동 모드 

시 외부 공기 도입 모드와 내부 공기 순환 모드가 자동 절환됩니다.  

 

내부공기 순환 버튼— 
 

외부공기 순환 버튼— 
 

 

내부공기 순환 
외부공기를 닫고 실내 공기만 순환하는 상태 

실내 급속 냉난방 또는 외부공기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 사용 

외부공기 도입 
외부공기를 실내에 도입하는 조작 모드 

깨끗한 공기 도입 및 서리제거 시 사용 

7. LCD 

에어컨 작동시의 설정 온도, 송풍량, 송풍구 상태를 표시합니다. 

OFF 스위치 ①을 누르면 설정 온도 및 송풍량 표시 후 에어컨이 정지한다. 

 

8. 에어컨 ON/OFF 스위치 

에어컨(냉방, 난방, 서리제거)의 ON/OFF 를 

제어한다. 에어컨 스위치 ⑧을 누르면 

에어컨이 시작하고 버튼 램프가 점등하며, 

다시 누르면 에어컨이 OFF 되고 램프가 

소등합니다. 

주: 팬 미 작동 시(LCD 송풍 상태 표시) 

스위치 ⑧을 누르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냉방, 난방, 서리제거)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우선 풍속 조절 버튼②을 눌러 

풍속을 선택하여 송풍기를 ON 한 다음 다시 

A/C 버튼을 누릅니다. 

 

 

온도 설정 스위치
자동 모드 설정 스위치 

송풍량 표시  설정 온도 표시 

OFF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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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주의 

● 에어컨 사용 시 온도제어 스위치를 COOL 

위치까지 돌리지 말고 풍량 스위치를 저속으로 

돌리마세요. 증발기에 서리가 끼어 냉방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냉난방형 에어컨은 하계 냉방 시 냉방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온수밸브를 

열지 마세요. 

● 난방 시스템의 열원은 엔진 냉각수를 

사용하므로 환경온도가 낮은 경우 장비가 일정 

시간 작동 하여 엔진 수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에어컨이 난방 모드에서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스마트 기억 기능: 굴삭기 전원을 

OFF 시 에어컨 작동 상태(OFF 상태 포함)를 

기억하여 다음에 굴삭기 전원을 켰을 때 

에어컨은 자동으로 이전 기억 상태를 

유지합니다. 

 

 

4.9.6. 일반 조작 방법 

자동 운전 

1. 자동 모드 설정 스위치 ⑤를 ON 으로 

설정하면 LCD 에 온도, 송풍량이 표시되고, 

자동 스위치, 에어컨 스위치 램프가 

점등합니다. 

 

2. 온도조절 스위치를 조절하여 적합한 온도를 

설정합니다. 설정 온도에 따라 에어컨은 

송풍량, 송풍구 및 내부 공기 순환/외부 공기 

도입을 자동 절환합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자동 운전을 합니다. 

비고: 자동 운전 시 송풍구의  또는 

 상태에서 엔진 수온이 낮을 때 차가운 

바람의 송풍을 방지하기 위해 송풍량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자동 운전의 정지 

OFF 스위치 ①을 누릅니다. 

LCD 에 설정 온도 및 송풍량이 표시되고 자동 

스위치, 에어컨 스위치의 램프가 소등하면서 

운전이 정지됩니다. 

OFF 스위치

조작방법(기타 방법) 

팬 속도 설정 스위치② 송풍구 모드 설정 스위치④ 
자동 모드 설정 스위치⑤ 

내/외부 공기 모드 설정 스위치⑥ 
온도 설정 스위치③

팬 속도 설정 스위치② 송풍구 모드 설정 스위치④ 

온도 설정 스위치③
내/외부 공기 모드 설정 스위치⑥ 

팬 속도 설정 스위치

온도 설정 스위치 

내/외부 공기 모드 설정 스위치
에어컨 스위치 

출풍구 습도 설정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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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제어운전 

1. 팬 조절스위치 ②를 눌러 송풍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LCD 부 표시를 통해 

설정온도 및 송풍량을 확인합니다. 

2. 스위치 상단의 램프 점등 여부를 통해 

에어컨 스위치 ⑧이 확실히 켜졌는지 

판단합니다. 

3. 온도 전환 스위치 ③을 통해 적합한 온도를 

설정합니다.  

4. 출풍 모드 전환스위치 ④를 통해 필요한 

출풍구를 설정합니다. 

5. 내/외부 공기 모드 설정 스위치 ⑥을 

선택하여 필요한 내외 공기 모드를 

선택합니다. 

 

수동 운전 정지 

OFF 스위치 ①을 누릅니다. 

LCD부의 설정 온도 및 송풍량 표시 및 에어컨 

스위치 상단 소등 후 운전 정지. 

 

 

 

 

 

 

 

 

 

 

 

 

 

 

두냉각열 모드 운전(BYLEVEL) 

1. 팬 스위치 ②를 눌러 송풍량을 조절합니다. 

LCD 를 통해 설정 온도 및 송풍량을 

확인합니다. 

2. 송풍구 모드 설정 스위치 ④를 눌러 송풍 

모드를 선택하면 LCD 에 가 표시됩니다. 

3. 에어컨 스위치 ⑧을 ON 위치에 놓고 

스위치 램프 점등여부로 확인합니다. 

4. 팬 속도 설정 스위치 ②, 온도 설정 스위치 

③, 내/외부 공기 모드 설정 스위치 ⑥을 

적당한 위치로 조절합니다. 

머리 쪽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발쪽에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두냉각열 모드로 

작동합니다. 

 

서리제거 운전 

1. 팬 스위치 ②를 눌러 송풍량을 조절합니다. 

LCD 를 통해 설정 온도 및 송풍량을 

확인합니다. 

2. 송풍 모드 절환 스위치 ④를 조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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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되게 한 다음 으로 

절환합니다. 

3. 내/외부 공기 모드 설정 스위치 ⑥로 외부 

공기 도입 상태를 선택합니다. 

4. 온도 조절 스위치 ③을 32 도(치  

난방량)으로 설정합니다. 

바람이 유리창에 불 수 있도록 송풍구 날개 

방향 및 위치를 조절합니다.  

또한 장마철에 유리창에 물기가 있거나 습기 

제거가 필요한 경우 에어컨 스위치 ⑧을 

ON 하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4.9.7. 에어컨 기타 기능 

자아진단 기능 

에어컨에 사용하는 각종 센서 및 기계류 

부품의 고장을 확인합니다. 

1. OFF 스위치 ①을 누릅니다. LCD 의 설정 

온도 및 송풍량 표시가 사라지고 운전이 

정지됩니다. 

2. 온도 설정 스위치 ③의 제어 버튼을 3 초 

이상 누르면 LCD 에 고장 코드가 표시됩니다. 

(LCD 표시 고장 코드) 

표시 고장 코드 새부 내용 

E-- 고장 무 

E11 내부공기 센서 단선 

E12 내부공기 센서 단락 

E15 수온 센서 단선 

E16 수온 센서 단락 

E18 일사계 단락 

E43 송풍 댐퍼 이상 

E44 공기 혼합 댐퍼 이상 

화씨 및 섭씨 도 표시 간 절환 

팬 작동 시 온도 설정 스위치 와 를 동시에 5 초 이상 누르면 섭씨와 화씨 도를 절환할 

수 있습니다. 

 LCD 

섭씨 도 ℃ 18.0~32.0 

화씨 도 ℉ 63~91 

재설정 

신규 설치 에어컨 또는 고장 수리 후 고장 코드의 제거에 사용합니다. 

내부공기 스위치와 외부공기 스위치를 동시에 3 초 이상 눌러 고장 코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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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DTH해머와 컴프레서의 사용 

DTH 해머와 컴프레서의 사용 관련 세부 사항은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유지관리 사용설명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내/외부 공기 모드 설정 스위치



 SWCH390-90M 조작/정비 매뉴얼
 

110 

4.11. 윈치 밴드브레이크의 조절 요령 

 

그림 4-4 

조정요령:중량물 윈치 1 사례(중량물 윈치 2 과 중량물 윈치 1 조정요령은 동일함.): 

A. 예를들면, 제동 스프링의 높이를 336mm 조정하고, 볼트 조절을 통해서 템플릿의 각도를 

90 도로 조정한다. 

B. 기기 작동 상승 중량물 윈치는 중지하고 반복 여러 회 후 중지하고 제어 조종간과 조종판 

중심선 각도가 90 도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종간을 조절함. 최종 조종간과 제어판 중심선 

각도를 90 도로 설치 

C. 제동 스프링 앞뒤의 너트를 조절하면 실리더 머리 부분에서 항통 단면  길이 30mm 까지 

해제한 다음에 제동 스프링의 높이를 336mm 로 조정하고, 마지막에 제동 스프링 앞뒤의 

너트를 고정하면 된다. 

D. 상승 중량물 윈치가 중지하고 리미티드 나사축을 조절하여 상단과 브레이크 외표면 거리가 

1mm 로 유지함(상기 수치는 변경 가능함), 브레이트 벨트 내표면과 롤 제어 외표면 거리는 

모두 0.8~1mm 로 유지. 

제어판 

제어 스프링 실린더 해지 

리미티드 나사축 

브레이크 실리더 

283 （ 실리더가 완전히

움츠러들었다） 

볼트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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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주일 간격으로 제어 조종간과 제어판 중심선 각도가 90 도인지 확인하고 상기 조정요령 B 에 

따라 조정함. 

2. 중량물 윈치 사용과정에 브레이크 력의 변화에 주의하고 브레이크 문제 혹은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상기 조정요령 B 에 따라 조정함. 

3. 중량물 윈치 브레이크 및 엑셀 마찰편에 물, 오일 및 기타 액체 유입을 금지하며 물, 오일 

등 액체가 유입될 경우 청결 후 사용해야 함. 

4. 브레이크편 두께는 12mm, 브레이크 편이 9mm 이하로 마손되었을 경우 교체해야 함. 

5. 중량물 윈치 하단 및 부근에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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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진의 조작 및 유지보수 

5.1 엔진의 조작 및 유지보수 

5.1.1. 머리말 

사용자와 작업자에게   

예방성 유지 관리는 아주 간단하고 경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유지관리지침’에서 추천하는 

유지관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유지관리 기록을 확실히 하도록 합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연료, 윤활유와 냉각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후처리시스템을 적용한 엔진은 엔진 윤활유와 연료를 혼합해서는 안됩니다.  

커민스와 ReCon ® 호환성 순정 부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커민스의 정비소 정비요원들은 모두 훈련을 받은 요원이기 때문에 전문화 유지 보수 및 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범위, 보증 제한 및 사용자 책임은 ‘품질보증 조례’를 참조하면 

됩니다. 

주의  

차량 용접시 축전지(+)양극 케이블과 (-)음극 케이블을 축전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전기

용접기에 접지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 케이블과 용접 부품 간 거리는 0.61m[2 in]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 용접기 접지 케이블을 ECM 냉각판 또는 ECM 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엔진

ㅂ르록 또는 엔진의 설치 부품에서 용접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5.2. 통용 안전수칙 

5.2.1. 중요한 안전 주의 사항 

경고  

부정확한 규정, 부주의 또는 경고 설명 무시는 화상, 절상, 사지 훼손, 질식 또는 기타

인체 상해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지 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안전보증 조치와 경고를 자세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 인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일반 안전보증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별 안전보증 조치는 실시하는 구체적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업 구역의 주변은 반드시 깨끗하고 밝고 통풍이 양호해야 하며 잡물, 분산되어 있는 

도구, 부품, 화기 및 기타 위험 물품이 있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 작업 시 항상 보안경, 안전화를 확실히 착용해야 합니다.  

● 회전 부품은 절상, 사지 장애 심지어 교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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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렁하거나 또는 해진 옷을 입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장식구도 착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보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축전지(우선 음극[-] 케이블을 차단)를 차단해야 하며 모든 

콘덴서가 방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엔진이 갑작스런 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에어 

스타트 모터(장착 시)를 차단해야 하며 운전실 또는 제어장치에 ‘조작 금지’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수동으로 엔진 회전 시에는 오직 정확한 엔진 시동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팬을 

돌리는 방법으로 크랭크축을 회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심각한 인체 상해, 

재산 손실 또는 팬 블레이드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팬이 조기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엔진이 이미 일정 시간 동안 운전했다면 냉각수가 뜨겁습니다. 우선 엔진이 서서히 

냉각하도록 한 다음에 주입구를 천천히 풀어 냉각시스템의 압력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 임의의 유지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적합한 지지 블록 또는 지지 로 

작업물을 받쳐야 합니다. 잭 또는 리프팅 장치가 작업물을 받치고 있을 때 아무런 작업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 배관, 조인트 또는 관련 부품을 해체하거나 차단하기 전에 반드시 에어, 윤활유, 연료 

및 냉각시스템 중의 압력을 방출해야 합니다. 압력시스템에서 임의의 장치를 차단 시, 잔류 

압력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인체 상해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 손으로 

압력 누설을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압 윤활유 또는 연료가 인체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질식 또는 동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또는 방호복을 확실히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풍이 양호한 작업 구역에서만 액상 냉매(프레온)의 배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확한 설비로 드레인 및 액상 냉매를 시스템에 주입해야 

합니다. 해당 설비는 냉매가스(플로로카본)가 공기 중으로 확산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은 냉매를 회수, 순환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품 무게가 23 kg [50 lbs] 이상일 경우 부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리프팅 시에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도움 하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리프팅 장비 

예하면 체인, 후크 또는 링의 상태가 양호하고 충분한 하중 능력을 갖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후크의 리프팅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항상 가로 를 사용하여 보조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후크는 횡방향 하중에 견디지 못합니다.  

● 부식방지제(SCA 와 윤활유 중의 성분) 중에 알칼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피부가 장기간 반복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삼키지 마십시오. 만일 접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피부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만일 눈에 들어갈 경우 즉시 물로 15 분 이상 씻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을 받으십시오. 

어린이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 나프타와 메칠에칠케톤(MEK)은 가연물로 사용 시 반드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을 준수하여 안전을 보증해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 화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엔진 정지 후 뜨거운 부품, 배기 흐름, 배관, 배관 내 

뜨거운 액체 및 엔진 룸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샘해야 합니다.  

● 항상 상태가 양호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유지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도구의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오직 순정 Cummins® 부품 또는 커민스 ReCon®의 호환성 

부품만을 사용합니다.  

● 파스너 교체 시, 항상 같은 품번의 파스너(또는 동등 제품)를 사용합니다. 만약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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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품질 불량 파스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필요 시, 훈련을 받은 기사가 회전 부품, 구동 장치와/ 또는 벨트의 보호 장치를 해체, 

교체하도록 합니다. 방호 장치를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엔진을 끄고 모든 시동 기구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방호 장치를 재차 설치할 경우 반드시 모든 파스너를 교체해야 합니다.  

● 몸이 아주 피곤하거나 또는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유지 보수 작업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 미국의 일부 주와 연방기관에서는 사용했던 윤활유가 암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식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활유 증기의 흡입을 피해야 하며 부주의로 

삼키거나 사용했던 윤활유를 장시간 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점퍼 시동 케이블 또는 축전지 충전 케이블을 어떠한 점화 또는 거버너 제어용 도선에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점화 또는 거버너에 전기적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항상 기술 규범에 따라 파스너와 연료 조인트를 조여야 하며 과도하게 죄였거나 또는 

느슨한 경우 누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와 LPG 연료 및 공기스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 연료 누설의 냄새가 차츰 약해지므로 항상 지시 방법에 따라 연로 누설이 있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 유지 관리, 보수 및 실내에 차량을 주차 시, 반드시 수동 연료 밸브를 닫아야 합니다.  

● 냉각수는 독성이 있습니다. 만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친환경 법규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 촉매에 디젤엔진 배기 처리액이 함유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눈에 들어갈 경우, 즉시 물로 15 분이상 씻으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피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접촉될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피부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삼키지 마십시오. 만일 부주의로 촉매를 흡입했을 경우 즉시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촉매에는 오산화바나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오산화바나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오산화바나듐을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보호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여 촉매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눈에 들어갈 경우, 

즉시 물로 15 분 이상 씻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피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접촉될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피부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 촉매에는 오산화바나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오산화바나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촉매 교체 시에 반드시 현지 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제 65 조 규정의 경고 – 캘리포니아주는 디젤엔진의 폐기 및 그중의 일부 

성분이 암, 이상 발육 및 생식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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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통용 보수 설명 

A. 개요 

해당 엔진은 제조  당시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때문에 고객님은 통상적 유지 보수의 

규정에 따라 유지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품질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자체로 엔진 또는 부품을 함부로 개조 또는 유지 보수를 추천도 허용도 하지 않지만  

커민스가 서비스 정보에서 열거한 부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허가 없이 안전성 관련 

부품에 해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 경우 인체 상해와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민스에서 제공한 안전성 관련 부품(부분)의 리스트입니다. 

1. 컴프레서 

2. 에어 컨트롤러  

3. 에어 차단 밸브 어셈블리 

4. 카운트 웨이트 

5. 냉각팬 

6. 팬 허브 어셈블리  

7. 팬 설치 브라켓 

8. 팬 설치 볼트 

9. 팬 허브 액슬 

10. 플라이휠 

11. 플라이휠 크랭크축 어뎁터 

12. 플라이휠 설치 볼트 

13. 연료 커팅 어셈블리 

14. 연료 공급배관 

15. 인양고리 

16. 액셀러레이터 컨트롤러  

17. 터보 차저 압축기 하우징 

18. 터보 차저 윤활유 회수관 

19. 터보 차저 윤활유 급유관 

20. 터보 차저 터빈 하우징 

21. 댐퍼 설치 볼트  

● 본 절차에서 언급한 모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엔진 보수 시 엔진 생산업체에서 권장하는 세척용제 및 기타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의 확인에 따르면 일부 용제 또는 사용했던 윤활유는 독성이 있어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량 흡입, 복용 또는 이런 물질과 접촉함을 피해야 합니다. 도구와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항상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반드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절차에서 규정한 세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의의 유지 보수 진행 시 엔진 및 해당 부품은 반드시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엔진 또는 

부품의 오염은 조기 마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절차에서 규정한 검사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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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 또는 마모가 기술 규정치를 초과한 부품 또는 어셈블리를 교체합니다.  

● 커민스 또는 ReCon® 서비스의 신규 순정 부품과 어셈블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조립 요령은 이미 서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 한 많은 부품과 어셈블리에 적용됩니다. 부품 

또는 어셈블리의 교체가 필요 시, 교체 절차에 반드시 커민스 또는 ReCon®의 신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의 모든 유지 보수 서비스는 커민스 도매상 또는 다수 

리점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정된 해체와 조립 절차를 준수하여 부품 파손의 가능성을 줄인다.  

 

전자제어 연료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서 용접해야 합니다. 

주의  

차량 용접시 축전지 (+)양극 케이블과 (-)음극 케이블을 축전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전기

용접기 접지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 케이블과 용접 부품 간 거리는 0.61m[2in]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기 용접기 접지 케이블을 ECM 냉각판 또는 ECM 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엔진 또는 엔진을 설치한 부품에서 용접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엔진

또는 부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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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동력계통 설명도 

 

1‐흡기시스템            2‐냉각시스템                3‐엔진  설치 

                              4‐연료  배관  설치    5‐메인펌프  설치 A      6‐후처리  시스템 

엔진은 장비 전체의 동력원이다. 엔진을 장비에 장착하여 동력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주로 엔진 

설치 시스템, 메인펌프 설치 시스템, 흡기시스템, 냉각시스템, 연료배관 시스템, 

배기시스템[후처리 시스템(4 단계 엔진)] 등을 포함하며, 엔진 전기제어시스템은 전기시스템 

참조. 

이 제품에 사용된 엔진은 QSB6.7-C225-T4f 로 배출가스는 EU Stage IV, EPA/CARB Tier 4(f)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기체 오염물질 및 미립자 배출물질은 TIER3 보다 90%가 저감되어  

배출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 엔진 동력 성능이 우수하고 연료 소모량이 작다. 유압펌프와 

정확하게 매칭되면 동력 출력이 강력하고 기계 작업 효율이 높다. 

엔진의 사용과 유지보수는 장비에 동봉된 ‘커민스 엔진 조작 및 유지보수 매뉴얼’ 참조. 일상 

작업 중 엔진 장착 볼트, 메인펌프 장착 볼트의 느슨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느슨한 경우 즉시 

조여야 한다. 흡기시스템, 냉각시스템, 연료배관 시스템의 배관용 클립의 느슨여부를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 즉시 조여야 한다. 호스의 노화 파손 조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교체한다. 

냉각시스템의  라디에이터는 반드시 부동액(에틸렌 글리콜 또는 프로판디올 50%와 정제수 

50%의 혼합액)을 첨가해야 하며, 절  물을 직접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연료시스템에 

사용되는 연료는 황 함유량 15ppm 이하, 기계유 등급은 CJ4 또는 ACEA E9 로 한다. 에어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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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분리기, 연료필터, 기계유필터 등 소모품은 장비 작업시간 및 환경에 따라 ‘커민스 엔진 

조작 및 유지보수 매뉴얼’ 및 당사 A/S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즉시 교체하여 엔진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본 장비는 커민스 4 단계 엔진을 선정하여 원래의 3 단계 동력보다 제품 사양 측면에서 후처리 

시스템을 더 추가하였다. 주로 EGR(배출가스 재순환, 엔진 자체 장착), DOC(디젤산화촉매장치), 

SCR(선택형촉매환원장치), DRT(분해 반응관), 요소탱크, 요소 분사펌프 등이 포함된다. 후처리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주로 요소 분사펌프를 이용하여 요소탱크로부터 요소용액(32.5% 

고청정도 요소+67.5% 탈이온수)을 흡입한 다음 DRT 로 분사하고, 요소용액이 암모니아 가스로 

분해된 다음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주요 성분은 NOx, PM)가 DOC 촉매 산화를 거친 

성분과 혼합 반응한 다음 다시 SCR 로 유입되어 촉매 환원을 하여 최종 NOx 를 N2 와 물의 

형태로 배출한다. 이로써 배기가스 정화 작용을 하게 된다. 

 

후처리 시스템의 사용 및 유지보수 주의 사항: 

1. 요소탱크에는 반드시 고청정도 요소 32.5% + 탈이온수 67.5%의 혼합액을 첨가해야 한다. 

2. 요소 용액은 소모량이 적고 소모인자(Base Wastage Factor)는 약 0.037(고출력 엔진 ISX15 

비)로 요소탱크의 용액이 적은 편이며 운전실 실내에 경고등이 있으며 즉시 보충해야 한다. 

3. 요소 분사 모듈에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입구 엘리먼트(100μm)가 있으며, 메인 

엘리먼트(10μm)는 보통 4500-6000 시간 후 보수 및 교체한다. 

4. 후처리 시스템의 각 센서는 물 유입을 피한다. 

5. 후처리 시스템은 많은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제어 방식은 전기 시스템 부분 참조. 

특별 주의: 엔진을 저온 또는 초저온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엔진 조작설명서의 요구사항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요소탱크  요소  분사  모듈 

분사  모듈  엘리먼트 

장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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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작 설명 

5.4.1. 조작 설명——종합 서술 

엔진을 세심하고 정확히 사용하면 해당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최적의 성능과 더욱 양호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지침(제 2 절)에서 서술한 방법에 따라 일일 

유지 보수,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에서 언급된 신규 Cummins® 엔진은 ‘길들이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의 본 장절에서 엔진을 정확한 사용에 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고  

가연성기체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디젤엔진을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체는 흡기시스템을 통해 엔진 내에 흡입되어 

엔진의 가속 및 과속을 초래하는데 이럴 경우 

화재, 폭발 또는 중 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기 차단 장치와 같은 여러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엔진이 

해당 용도의 필요로 인해 연료 누설 또는 가스 누설로 인한 가연성 환경에서 운행될 경우

되도록 과속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커민스사는 고객님이 어떻게 엔진을

조작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엔진 사용자와 작업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엔진을 조작한데 해 완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현지 커민스 정비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연성 환경에서 작동하는 엔진에 해 커민스사는 흡기차단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성 환경(예: 연료 누설 또는 가스 누설)에서 작업 시에 발생하는 엔진 과속 

위험을 줄이도록 제안합니다. 

주의  

엔진이 부식성 화학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식성 화학품은 엔진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
연

성
 기

체
 

 가
연

성
 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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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정상 시동 절차 

경고  

엔진 시동 시, 액셀러레이터 다이얼이 아이들링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 

엔진의 과속을 초래하여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스타터 모터의 파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터를 30 초 이상 연속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타터

모터의 2회 시동 사이에 2 분 간격을 둬야 합니다.(전동 스타터 모터에만 한함) 

 

 

주의  

시동 후의 15초 내에 엔진은 반드시 충분한

윤활유 압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15초 내에

저유압 경보 알람이 꺼지지 않거나 또는 계기에

유압이 없다고 표시될 경우에는 즉시 정지하여

엔진의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엔진이 부하 상태로 운전하기 전에 아이들 상태에서

3-5 분간 운전해야 합니다. 

 

차가운 엔진을 시동한 후, 엔진의 회전속도(rpm)를

서서히 높여 베어링에 충분한 윤활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윤활유 압력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링

3~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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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냉각수의 온도가 유지보수 기술규범에서 규정한

최저 온도보다 낮을 경우 엔진이 장시간 낮은

아이들링으로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활유가 연료에 의해 희석됨  

 실린더 내부에 탄소 증착 

 실린더 헤드밸브 스턱  

 성능 강하 

 

 

5.4.3. 한랭한 기후에서의 시동 

 

경고  

이러한 엔진에서 시동액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엔진은 인테이크 히터가 장착되어 있기에

시동액을 사용하면 폭발, 화재, 인체 상해, 엔진의

심각한 파손과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그릴히터와 인테이크 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키스위치를 ‘ON’(연결) 위치로 전환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열됩니다. ‘WAIT-TO-START’(시동 기

알람)가 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키스위치를

‘START’(시동) 위치로 전환합니다.   

 

 

 

5.4.4. 엔진 조작  

항상 냉각수 온도게이지, 엔진 고장 지시기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 중의

윤활시스템 기술규범과 냉각수시스템 기술규범에서

권장하는 작업 압력과 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압력 또는 온도가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엔진 운행 과정에서 만일 엔진 냉각수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거나 유지보수 기술규범에서 지정한

값보다 낮을 경우 엔진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링

시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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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고장은 조기 경고가 있습니다. 엔진 성능, 

소리 또는 외관의 변화를 듣고 관찰하여 엔진의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관찰 가능한

엔진의 변화에는 하기 내용이 있습니다.  

● 엔진 실화 

● 진동 

● 엔진의 이상 소음 

● 엔진 작동 온도 또는 압력 갑작스러운 변화  

● 과 한 연기 배출 

● 출력 부족 

● 윤활유 소모량 증가 

● 연료 소모량 증가 

● 연료,. 윤활유 또는 냉각수 누설 

 

 

5.4.5. 엔진의 작동 범위 

주의  

엔진 토크 회전속도의 피크치(엔진 명판에서 제공한 토크 회전속도 피크치 참조)보다 낮을 경우

엔진 액셀러레이터의 풀 오프닝이 30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엔진 토크 회전 속도

피크치보다 낮을 경우 엔진 액셀러레이터를 풀 오프닝하면 엔진 보수의 간격을 줄이고

심각한 엔진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규정 위반의 조작으로 간주됩니다. 

Cummins® 엔진은 설계상 토크 회전속도 피크치보다 낮고 액셀러레이터 풀 오프닝의 조건에서 

순간 운전을 만족시킵니다. 이것은 권장하는 조작 규정에 부합됩니다. 

주의  

엔진의 회전속도가 최  회전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전속도가 최  회전

속도 초과 시, 심각한 엔진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서 정확한 조작 방법으로 엔진의

과속을 피해야 합니다. 

 

 

주의  

엔진이 아이들링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해서는 안되며 장시간 아이들

속도(10분 초과)는 엔진 성능이 떨어지게

합니다. 
 

 

 

？성능 

？소리 

？엔진 외관 

유지 보수

아이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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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운전 중지 

엔진을 전부하 운행 후, 반드시 엔진 아이들링

상태에서 3-5 분 정도 작동후에야 시동을 끌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스톤, 실린더, 베어링과

터보차저 부품이 충분히 냉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그니션 스위치를 OFF(차단) 위치로

해줍니다.  

 

5.5. 유지 보수 

5.5.1. 엔진 정비 내용 및 주기 약표 

엔진 정비 내용 및 주기 

순번 교체 항목 50 시간 강제 

정비(회사 

A/S 

요구사항) 

250 시간 또는 

3 개월마다 

500 시간 또는 

6 개월마다 

1000 시간 

또는 

12 개월마다 

2000 시간 

또는 

24 개월마다 

1 기계유 √ √    

2 냉각수     √ 

3 에어필터 메인 

엘리먼트 

 집진  √  

4 에어필터 안전 

엘리먼트 

   √  

5 오일필터 엘리먼트 √ √    

6 유수분리기 

엘리먼트 

√ √    

7 연료필터 엘리먼트 √ √    

8 엘리먼트   √   

비고:  에어필터  엘리먼트의  유지보수:  에어필터의  엘리먼트에는  메인  엘리먼트와  안전  엘리먼트 

등  두  가지  엘리먼트가  있다.  에어필터    경보지시기가  알람  발생  시(빨간색  표시)  메인 

엘리먼트를  빼서  먼지를  불어내고(먼지  블로우용  압력이  크지  않은  경우  압축공기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블로우함),  안전  엘리먼트는  뺄  필요가  없다.  보통  메인  엘리먼트의  블로우  횟수 

3‐5 회  후  교체해야  하며,  교체  시  반드시  안전  엘리먼트와  함께  교체해야  한다.  안전  엘리먼트 

표면에  먼지가  발견되면  반드시  메인  엘리먼트와  안전  엘리먼트를  교체해야  하며  먼지를 

불어서는  안  된다. 

세부  정비  내용은  후속  사항  참조. 

 

5.5.2. 매일 1 회 유지 보수 절차 

개요 

매일 시스템의 상황에 한 파악으로부터 예방성 유지 보수를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시동하기

3~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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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관련 유액 레벨을 확인합니다. 하기의 상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누설 

● 부품이 느슨하거나 파손 

● 벨트 마모 또는 파손 

● 고압 및 저압 와이어링 하니스의 마모 또는 파손 

● 시스템 외관의 모든 변화 

● 연료 냄새 

● 전자장비의 냄새 

 

A. 흡기관 

흡기관의 마모와 파손이 있는지, 죔쇠가

느슨한지, 엔진 파손을 초래하는 작은 구멍이

있는지를 매일 확인합니다. 필요 시, 파손된

배관을 교체하며 느슨한 죔쇠를 죄어주어

에어시스템이 누설되지 않도록 확보합니다.  

토크값: 8 n.m [71 in-lb] 

흡기관의 죔쇠와 호스에 부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식 시 부식물과 이물이

흡기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체하여 청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B. 크랭크축 박스 TUBE. BREATHRER 

TUBE. BREATHRER 에 오니, 부스러기 또는

결빙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빙 날씨에는 항상 TUBE. BREATHRER 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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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냉각수 레벨 

 

경고  

뜨거운 엔진의 압력 커버를 열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냉각수가 50°C [120°F]이하로

냉각된 후에야 압력 커버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온 상태의

냉각수 또는 증기가 분출되어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주의  

밀봉 첨가제를 이용하여 냉각시스템의 누설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

냉각시스템의 막힘 및 냉각수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엔진 과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매일 냉각수 레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뜨거운 엔진에 차거운 냉각수를 주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엔진

주조물을 파손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의

온도가 50°C [120°F]로 내려간 후,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 주입한 냉각수는 반드시 정확한 비율의

부동액, 보조 냉각수 첨가제 및 물로 혼합해야

엔진 파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냉각시스템에 냉각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냉각수는 반드시 팽창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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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구동 벨트 

립벨트 풀리 

 

주의  

모든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엔진이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모든

시동기구가 전부 차단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벨트 점검은 하나의 적절한 개구부를

통해 진행합니다. 함부로 보호장치를 해체해서는

안됩니다.매일 벨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벨트가

교차적인 균열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횡방향(너비방향) 균열은 허용합니다. 횡방향

균열과 교차되는 종방향 균열 (벨트길이 방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벨트가 마모 또는

불완전한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제 A 절의 벨트

조정 및 교체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벨트 파손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력이 부적절 

● 규격과 길이가 부정확. 

● 벨트 풀리와 불일치 

● 설치 부정확 

● 작업 환경 열악 

● 벨트에 윤활유 또는 그리스가 있음 

 

 

 

타이밍벨트 

매일 벨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벨트에

균열, 마모 또는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교체하도록 합니다. 미세한 균열은 허용합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벨트를

교체합니다. 이것은 벨트의 공회전을

나타냅니다. 정확히 설치하고 벨트를 조여준 후, 

벨트 풀리와 벨트는 균일하게 마모됩니다. 

제 A 절의 벨트 조정 및 교체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벨트 파손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력 부적절 

규격과 길이가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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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풀리와 불일치 

설치 부정확 

작업 환경 열악 

벨트에 윤활유 또는 그리스가 있음 

사용 교환법(편위법) - 벨트 풀리 사이의 V 형

벨트에 110 N [25Ib]의 작용력을 인가하여

벨트의 장력을 확인합니다. 만일 피트당 벨트

풀리 중심거리의 처짐이 벨트의 두께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벨드 장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E. 오일 분리기 

엔진을 끕니다. 

손으로 드레인 밸브를 엽니다. 시계

반 방향으로 밸브를 약 3½바퀴 돌려 밸브가

25.4mm [1 in] 하강된 다음부터 배출합니다.  

깨끗한 연료가 나올 때까지 분리기 중의 물을

배출합니다. 

주의  

드레인 밸브를 닫을 때 밸브를 과도하게

조여서는 안됩니다. 과도하게 조일 경우

나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밸브를 닫을 때 손으로 밸브를 들어올려

시계방향으로 돌려 꽉 조여줍니다. 

 

 

F. 윤활유 레벨 

 

주의  

윤활유 오일 레벨이 L(낮은 오일

레벨)표시보다 낮거나 H(높은 오일

레벨)표시보다 높을 경우 엔진을 운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럴 경우 엔진 성능이

떨어지거나 엔진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윤활유 레벨을 점검 시 엔진은 반드시 수평으로

놓여져 측정값의 정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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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정지한 경우에만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최소 15 분간 정지한 후에 윤활유 레벨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기간에 윤활유가 오일 팬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5.5.3. 250 시간 또는 3 개월 시의 유지 보수 절차 

개요: 

이번 정비는 반드시 사전 정비 간격에 나열된 모든 점검 및 이번 정비 간격에 나열된 점검

작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에어 필터 엘레먼트 교체 

 

주의  

에어 필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엔진을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공기가 반드시 필터를

통해 먼지와 부스러기가 엔진에 유입으로

인한 조기 마모를 피해야 합니다. 

필터 엘레먼트에 이물이 축적됨에 따라 에어

필터가 막히게 되므로적시에 교환해야 합니다. 

 

B. air-air intercooler 배관 

air-air intercooler 배관 및 호스가 누설, 구멍, 

균열 또는 연결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호스의 죔쇠를 꽉

조여줍니다. 차량이나 장비 제조업체의

기술규범을 참조하여 정확한 토크치를

확인합니다. 

 

 

C. 라디에이터 호스 

모든 호스에 균열, 베어진 상처 또는 함몰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고: 엔진 냉각수 규소 수지 호스는 탄성을

갖고 있기에 팽창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파손이 발견된다면 호스를 교체하고

커민스 정비소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D. 윤활유와 윤활유 필터 엘레먼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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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인체 상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반드시

뜨거운 윤활유가 피부에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주의  

윤활유가 뜨거울 때 윤활유를 배출해야만

더러운 이물이 윤활유 위에 부유 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엔진을 운행시켜 냉각수 온도가 60°C [140°F]에

달하도록 한 후, 엔진을 끕니다.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해체하고 즉시 윤활유를 배출하여

엔진 속의 모든 윤활유 및 부유 이물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윤활유 필터 주변을 청소합니다. 

윤활유 필터를 해체합니다. 

필터 베이스 위의 가스켓 표면을 세척합니다. 

비고: O 링이 필터 베이스 위해 접착될 수

있습니다. 새 필터를 설치하기 전에 O 링을

해체했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  

엔진 파손을 피하기 위하여 시동 시 윤활유

필터는 반드시 윤활유가 가득 주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15W-40 윤활유를 사용하여 윤활유 필터

가스켓 표면에 윤활유를 도포합니다. 

깨끗한 15W-40 윤활유를 필터에 주입합니다.  

 

 

가스켓이 필터 표면에 밀착하도록 필터를

조여줍니다. 베이스 표면까지 가스켓이 접촉한

후 3/4 바퀴 조여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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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너무 조일 시, 나사가 비틀려 변형될

수 있거나 필터 엘레먼트의 실링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QSB4.5 및 6.7 엔진은 반드시 양질의 CH-4 및

이상 등급의 윤활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커민스 Premium Blue® 또는 동등 제품 

 

 

적절한 레벨에 도달하도록 엔진에 깨끗한

윤활유를 주입합니다. 

 

 

주의  

만일 엔진 시동 후 15초 내에 윤활유 압력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엔진을 꺼서 엔진 내부

파손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엔진 아이들링 상태에서 오일 배출용 플러그가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엔진 끄고 약 10분간 기하면서 윤활유가 엔진

상부 부품을 통해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오일

레벨을 재확인합니다.  

필요 시 윤활유 오일게이지 고레벨 ‘H’ 눈금까지

윤활유를 추가합니다. 

 

 

 

E. 연료 필터  

기

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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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료는 가연성 물질입니다. 연료시스템 작동

시 담배, 불꽃, 알람램프, 아크설비 및

스위치가 작업 구역에서 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작업 구역에 통풍 설비를

설치하여 심각한 인체 상해 및 사망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연료 모이스처 센서에서 도선 와이어링

하니스를 차단합니다. 연료 필터를 해체합니다. 

가스켓이 필터 베이스에 걸려있지 않도록

확보합니다. 필요 시, O 링 해체용 도구로

가스켓을 해체합니다. 

 

 

 

주의  

사전 필터에 주입 시, 연료를 필터의

중앙(청결측)에 주입하지 않아야 하며 깨끗한

연료를 필터의 외부 개구부(더러운 측)에

주입합니다. 만일 적용 시, 청결측의 차단식

플러그로 연료가 필터의 청결측에 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사전에 필터의 청결측에

연료를 주입하면 부스러기가 연료시스템에

들어가 연료시스템 부품에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디젤 연료 새로운 필터를 입력합니다. 

 

 

깨긋한 디젤을 새로운 여과기에 주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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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필터를 과도하게 조여주면 나사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필터 엘레먼트 가스켓 또는

필터 통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료 필터를 필터 베이스에 설치합니다. 필터를

돌려 가스켓이 필터 베이스의 표면에

접촉하도록 합니다.  

가스켓이 연료 필터 베이스 표면과 접촉한 후, 

연료 필터를 1/2-3/4 바퀴 더 조여줍니다. 

워터 센서 위의 도선 와이어링 하니스를 삽입한

후 

 

만일 아래 어느 경우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수동으로 배기해야 합니다.  

설치 전에 연료 필터에 연료가 충분히 가득

채워지지 않았음.  

연료 분사 펌프를 교체.  

고압 연료 배관의 조인트가 느슨해지거나 연료

배관 교체. 

엔진이 최초로 시동되거나 장시간 정지 후

최초로 시동.  

수동 배기: 반복적으로 오일분리기 핸드펌프를

누름. 

 

 

 

5.5.4. 500 시간 또는 6 개월 시의 유지 보수 절차 

개요: 

이번 정비는 반드시 사전 정비 간격에 나열된 모든 점검 및 이번 정비 간격에 나열된 점검

작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냉각수, 부동액 농도. 

부동액의 농도를 확인합니다. 50% 물과 50% 

글리콜 또는 아세톤 부동액을 사용하며 엔진이

일년 내내 -32°C 온도 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굴절계(부품번호: C2800)가 신뢰도가 높고 읽기

쉽고 동결점 방지와 글리콜 농도(부동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후에서도 반드시 부동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엔진의 작업 온도 범위를 증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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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의 빙점이 떨어진 동시에 냉각수의

비등점이 높아집니다. 

방부제는 냉각시스템의 부품의 부식을 방지하며

부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합니다. 

 

5.5.5. 1000 시간 또는 1 년의 유지 보수 절차 

개요: 

이번 정비는 반드시 사전 정비 간격에 나열된 모든 점검 작업 및 이번 정비 간격에 나열된

점검 작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A.냉각팬 벨트 인장기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인장기의 상부 또는

하부의 리미트가 인장기 위의 주조물 보스와

접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어느 리미트가

보스와 접촉 시, 반드시 충전기 벨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존재 시, 품번이 정확한

벨트를 검사, 확인,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장기 벨트 풀리와 인장기 본체에 균열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균열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인장기를 교체하고 Cummins® 정비소와

연락해야 합니다. 

인장기에 이물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존재 시, 반드시 인장기를

해체하여 증기로 세척해야 합니다. 

 

 

 

냉각팬의 벨트를 해체한 후, 인장기 암의 하단에

있는 리미트가 인장기의 러그와 접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접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인장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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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벗 인장기 암이 고정된 원형 베이스와

접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이 두 부위가

접촉한다면 피벗 파이프 라이너가 이미 파손된

것으로 반드시 인장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마모된 인장기에 간격이 있거나 벨트가 벨트

풀리에서 이탈될 경우 벨트 풀리에 위치가

어긋남을 나타냅니다. 

비고: 벨트 풀리 최  편차는 3 도.  

직선자 또는 경사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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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벨트 구동용 팬 허브 

구동 벨트를 해체합니다.  

 

 

주: 팬 허브 회전 시, 어떠한 흔들림 또는

축방향 틈새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팬 허브 축방향의 틈새 

mm  in 

0.15 최  0.006 
 

 

 

 

5.5.6. 2000 시간 또는 2 년의 유지 보수 절차   

개요: 

이번 정비는 반드시 사전 정비 간격에 나열된 모든 점검 및 이번 정비 간격에 나열된 점검

작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냉각시스템-세척 

 

주의  

뜨거운 엔진에서 라디에이터 압력 커버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냉각수의 온도가

50°C[120°F ]이하로 떨어진 후, 압력 커버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온

상태의 부동액 또는 증기가 분출되어 인체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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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부동액은 독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애완동물들이 부동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친환경 법규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라디에이터의 드레인 밸브를 오픈하고 워터

인테이크 하단의 막힘을 해체하여 냉각시스템을

드레인합니다. 부분 적용 모델은 용량이

19리터 [5갤런]의 용기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파손된 호스 및 느슨하거나 파손된 호스 죔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교체하도록

합니다. 라디에이터에 누설, 파손 또는 이물

축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세척

또는 교체합니다. 

 

 

 
 

주의  

가스락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은

반드시 정확히 주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입

시, 반드시 엔진 냉각수 통로에서 공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중간 냉각식 엔진은 반드시

인터쿨러 위의 마개를 열어야 합니다. 

2-3분간 기하여 공기가 배출된 후, 

혼합액을 주입하여 레벨에 상부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주입 속도: 분당 19 리터로 주입하면 충분히

깨끗이 비울 수 있습니다. 

 

 

 

주의  

라디에이터 커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은 반드시 압력 커버가 없는

상태 에서 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탄산나트륨과 물의 혼합액(또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동종 상품)을 주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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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리터 물에 0.5kg 의 탄산나트륨을 첨가합니다.

 

주의  

부동액은 독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애완동물들이 부동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친환경 법규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냉각수의 온도가 80°C [176°F] 이상 상태에서

엔진을 5 분간 운전합니다. 

엔진을 끄고 냉각시스템을 깨끗이 드레인합니다.

 

 

냉각시스템에 깨끗한 물을 주입합니다. 

주: 라디에이터 커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냉각수의 온도가 80°C 이상인 상태에서 엔진을

5 분간 운행합니다. 

라디에이터 커버를 설치 또는 새 냉각수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엔진을 끄고 냉각시스템 중의 세척액을

배출합니다. 

만일 배출한 물이 의여전 더럽다면 반드시

배출한 물이 깨끗할 때까지 시스템을 다시

세척해야 합니다. 

 

 

 

냉각시스템은 특정 용량의 냉각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냉각수의 레벨이 낮을 경우 엔진은

과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냉각시스템에 요구에 충족하는 냉각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냉각시스템의 주입 속도는 분당 19 리터입니다. 

 

 

압력 커버를 설치합니다. 엔진을

80°C[180°F]까지 가동한 다음 냉각수 누설을

확인합니다. 

냉각수의 레벨을 재검사하여 냉각수가

냉각시스템에 가득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시스템에 회수병이 설치되어 있다면 냉각수의

레벨이 회수병의 열점 눈금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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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무 댐퍼의 확인 

댐버 휠 허브(B)와 관성측정 장치(C)의

마크라인(A)을 확인합니다. 만일 두 라인의

편차가 1.59 mm [1 /16 in]를 초과한다면 댐퍼를

교체해야 합니다. 

 

고무부품이 노화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만일

고무블록이 분실되었거나 또는 탄성부품의

금속표면까지의 거리가 3.18 mm [1/8 in] 초과

시, 댐퍼를 교체해야 합니다. 

휠 허브 상 범퍼 링이 앞으로 이동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범퍼를

교체하십시오.  

 

C. 점성댐퍼의 확인 

댐퍼에 실리콘 오일의 손실, 함몰 및 흔들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댐퍼의 두께를 검사하여

댐퍼의 덮개에 변형 또는 돌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설명: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댐퍼 속의 실리콘

오일이 점차 고체로 변하여 댐퍼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댐퍼의 효력 상실은 엔진

시스템 및 동력전달 시스템의 심각한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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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유지 보수 기술 규정  

5.6.1. 연료시스템 규정  

커민스 커먼레일 연료시스템연료 권장사항 

 

경고  

가솔린, 알코올 또는 알코올 및 가솔린의 혼합 연료와 디젤유를 혼합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시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디젤분사시스템의 공차 끼워맞춤이 아주 정밀하므로 연료 청결을 유지하고 오염 또는 수분이

없도록 유지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연료시스템에 오염 또는 수분이 있는 경우 연료펌프와

인젝터의 심각한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커민스사는 ASTM 2D 등급번호 연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2 등급번호 디젤을 사용하면 

최적의 엔진 성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온도가 0°C [32°F]보다 낮을 시, 2D 및 1D 

등급번호가 혼합된 디젤연료를 사용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경질 연료는 연료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 디젤유 미립필터를 장착한 엔진은 최  황산함유량이 30 ppm 인 디젤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체품이 없습니다. 

온도가 40°C [104°F]인 경우 연료 점도는 반드시 1.3 cSt 이상을 유지하여 연료시스템 부품이 

오일을 펌핑하여 충분히 윤활되도록 보증합니다. 

하기 표에서 해당 엔진이 사용 가능한 체 연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체 연료 

1D 등급번호 

디젤(1)(2) (3) 

2D 등급번호 

디젤(3) 

1K 등급번호 

등유 
Jet-A Jet-A1 JP-5 JP-8 Jet-B JP-4 CITE 

A 합격 불합격 A A A A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연료의 윤활성이 충분한 경우 ‘A’는 허용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ASTM 기술규정 D6078 의 SLBOCLE(scuffing 

load ball-on-cylinder lubricity evaluator)로 측정한 BOCLE 수치가 3100 또는 이상이어야 하고, ASTM 고주파 

왕복시험(HFRR)(기술규범 D6079, 즉 ISO 12156)으로 연료의 윤활성을 측정할 수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해당 

방법으로 측정 시, 마모 반점 직경은 반드시 0.45 mm [0.02 in] 또는 이하여야 합니다. 

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해 진행한 모든 보상 성능을 떨어들이는 조절은 품질보증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연료 배합소에서 제공하는 동절기용 혼합 연료는 1D 등급번호와 2D 등급번호 디젤유의 혼합물로 이러한 

혼합 연료는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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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번호가 3379001 인 커민스 엔진 연료 매뉴얼에서 권장 연료와 기술 규격 관련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조작/정비 매뉴얼 뒷면의 주문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6.2. 윤활시스템의 규범 

개요 

주의  

만일 윤활유 및 필터 교체 주기가 권장값을 초과할 경우 부식, 침전 및 마모 등 원인으로 엔진

사용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의  

커민스 엔진에 권장 사용하는 모든 엔진 윤활유 중 황산염의 회분 최  함량은 1.85%입니다. 

회분이 과다하게 높은 윤활유는 밸브 및/또는 피스톤을 파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윤활유의

소모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 엔진 윤활유를 사용하고 적절한 윤활유와 윤활유 필터 교체 주기를 연계하는 것은 

엔진의 성능과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관건 요소입니다. 만일 엔진 윤활유와 필터 교체 주기가 

권장값을 초과할 경우, 부식, 침전 및 마모 등 원인으로 인해 엔진 사용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제 2 절의 102-002 절차를 참조하여 따라 사용 유형에 적합한 윤활유 교체 간격을 

정합니다. 

커민스사는 양질의 SAE 15W-40 중형 부하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예: 

Valvoline®PremiumBlue®(USA) 또는 Valvoline Premium Blue Extra(국제). 

비고: 해당 책임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만약 권장사항을 무시하는 경우 A/S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PI:미국석유협회 

CES:Cummins®기술규격 

ACEA – 유럽자동차공업협회  

JAMA – 일본자동차공업협회 

표 1: 윤활제 Cummins®기술 규격(CES) 

커민스 기술규격(CES) 북미지역 분류 국제 분류 주석 

폐기. 사용하지 않음 

API CD API CE 

ACEA E-1 폐기. 사용하지 않음 

API CG-4/SH 

CES-200751 API CF-4/SG 

ACEA E-2 중등 마력의 엔진에 사용 

가능한 최저 윤활유 

등급이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ACEA E-3 

JAMA D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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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0712 

API CH-4 4/SJ ACEA E5 
중등 마력의 엔진에 사용 

가능한 윤활유 등급 
CES-200762 

CES-200772 

CES-20078 API CI-4 ACEA E7 
중등 마력의 엔진에 

사용하는 양질의 윤활유 

CES-20081 API1 CJ-4 

ACEA E9 초저 유황 경유를 사용한 

중등 마력 엔진에 

사용하는 양질 윤활유 JAMA DH-2 

표 주석: 

1. 중형 엔진의 경우 소재 지역에서 CH-4/SJ 또는 CG-4/SH 윤활유를 구입할 수 없다면 

CES-20075 요구에 부합되는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활유 교체 주기와 필터 

교체 주기는 반드시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2. 북아메리카 지역 외에 CES-20071, CES-20076 또는 CES20077 에 부합되는 윤활유 공급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한 커민스사의 가장 중요한 제안은 EMA, ACEA 和 JAMA 가 공동 

제정한 Global DHD-1 규범의 윤활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초저유황 경유는 경유의 유황 함량이 0.0015 (15 ppm) 중량 백분비(ASTMS-15 에서도  

초저유황 경유에 해 정의)를 초과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밸브와 피스톤 침전물 및 윤활유 소모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황산염 회분의 질량 백분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API 사용 기호는 별첨 도면에 표시합니다. 기호의

상반부분은 적용하는 윤활유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하반부분은 윤활유의 활성 유지 특성을 나타내는 어구를

포함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SAE 윤활유 점도 등급을 표시합니다. 

 

윤활유가 오염되면 기본적인 윤활유 첨가제는 변질하게

됩니다. 윤활유는 첨가제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기간에

줄곧 엔진을 보호하며 윤활유와 필터의 교체 주기 내에

윤활유의 점진적 오염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엔진의

작동 상태, 윤활유를 사용하여 주행한 주행 거리, 연료

사용량과 새 윤활유의 첨가는 모두 오염물 총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만일 윤활유와 필터의 교체 주기가 권장하는 주기 초과

시 부식, 침전물 및 마모 등 원인으로 인해 엔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본 장절의 윤활유 교체 리스트를 참조하여 고객님의

엔진에 적용해야 할 윤활유 교체 주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기계유 중 기계유 첨가제 

첨
가

제
 함

량
  활성 첨가제 

활성 첨가제 

Km(주행거리)/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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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온도가 -15°C [5°F] 이상인 정상 사용 상태에서 15W-40 멀티 등급 윤활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5W-40 멀티 등급 윤활유는 고온 작동 조건에서 양호한 윤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침전물의 형성을 줄이고 엔진의 저온 시동 성능을 개선하며 엔진의 내구성을 

향상합니다. 멀티 등급 윤활유와 단일 등급 윤활유 비교 시, 30%의 윤활유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멀티 등급 윤활유 사용은 엔진이 적용해야 하는 배출의 요구 사항을 

보증하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합성 엔진 윤활유’(API 제 3 종 또는 제 4 종 기본 원료로 제작)를 사용함을 허용하나 

석유(광물)를 윤활기유로 하는 엔진 윤활유와 같은 성능 및 점도에만 한합니다. 석유(광물) 

윤활기유를 적용한 합성 윤활유는 반드시 동일한 윤활유 교체 주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선의 점도 등급은 15W-40 으로 저점도 멀티 등급 윤활유는 더욱 추운 기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첨 도면을 참조. 점도 등급이 15W-40 이하인 모든 윤활유는 반드시 CES 20081 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주변 온도가 지속적으로 -25°C [-13°F] 이하인 여건에서 작동하는 Cummins® 엔진은 API III 종 

및 IV 종 합성 윤활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변 온도가 항상 0°C [32°F]를 초과하지 

않는 여건 에서 작동 시 API III 종 및 IV 종 기준에 부합되는 합성 0W-30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W-30 다점도 윤활유는 더 높은 등급의 다점도 윤활유와 같은 연료 희석을 

방지하는 수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큰 하중에서 0W-30 윤활유 사용 시 에어실리더의 

마모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온도℉

 

 

온도℃ 

모든 기후 

모든 기후 

동계 기후 

동계 기후 

한랭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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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윤활유의 방향이 15W-40 윤활유의 유막보다 얇기 때문입니다. 20°C [70°F] 이상에서 

반드시 고품질 Fleetguard®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윤활유 공급업체는 이러한 윤활유 

사용 시 더욱 높은 연비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을 것입니다. 커민스사는 커민스사가 

제작하지 않은 제품에 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오직 고객과 윤활유 

공급업체를 상 로 한 것입니다. 윤활유 공급업체에서 이러한 윤활유가 Cummins® 엔진을 

위해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권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규 구입한 엔진은 길들이기 윤활유를 사용합니다.  

신규 구입 또는 재조립한 Cummins® 엔진에 전용 ‘길들이기’ 윤활유를 사용함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길들이기 기간에는 일반 상황과 동일한 윤활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A/S 시장 윤활유 첨가제의 사용  

커민스사는 A/S 시장의 윤활유 첨가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양질의 전반적 

첨가제 엔진 윤활유의 기술이 아주 성숙되었기에 윤활유에 혼입하는 첨가제의 정확한 용량은 

엄격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활유는 윤활제 공업 규격의 성능, 특성에 

부합됩니다. A/S 시장의 윤활유 첨가제를 적용해 엔진 윤활유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없으며 

일부 경우 오히려 완제품 윤활유의 엔진 보호 능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5.6.3. 냉각시스템 규범 

서모스탯 작업 범위 기준 조절 82-93°C [180-200°F] 

압력커버 압력 103kPa[15psi] 

최소 주입 속도(저레벨 알람 없음) 19 리터/분 [5 gpm] 

최  배기 시간 25 분 

시스템 최상부 물탱크 냉각수 온도 107°C [22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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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배합비에 따른 냉각수/부동액 

커민스사는 Cummins®공정표준(C.E.S.) 14603 에

부합되는 완전히 배합비에 따른 부동액/냉각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커민스 엔진사는 냉각시스템에 주입 시, 50/50 의 양질의

물과 완전히 배합비에 따른 부동액 또는 완전 배합비에

따른 냉각수의 혼합액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양질의 물을 사용함은 냉각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과량의 칼슘과 마그네슘은

물때가 발생할 수 있고,  과다한 염화물과 황산염은

냉각시스템을 부식할 수 있습니다. 

수질 

칼슘, 

마그네슘(경도) 

(CaCO3 + MgCO3)을 기준으로 하는 최  

함량은 170 ppm입니다.  

염소 (CI)을 기준으로 하는 함량은 40 ppm 

황산 (SO4)를 기준으로 하는 함량은 100 ppm 
 

 

완전 배합비에 따른 부동액은 반드시 양질의 물과

50/50 의 비율로 혼합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작동

범위는 40-60%) 50/50 의 비율로 부동액과 물을 혼합한

용액의 빙점은 -36°C [-33°F], 비등점은 108°C 

[226°F]이므로  북아메리카 지역의 요구를 완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비율이 68%인 경우 에틸렌글리콜

부동액은 최저 빙점에 도달합니다. 고농도의 부동액을

사용 시 부동액의 빙점을 높이며 실리카겔 형성의

가능성을 증가합니다. 

 

반드시 굴절계로 부동액의 빙점을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커민스 Filtration™ 굴절계(품번은 CC2800 또는

CC2806)를 사용합니다. 

 

 

결빙점 

비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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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흡기시스템의 규범 

주의  

오물과 부스러기가 엔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에 흡기 시 반드시 여과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공기 흡입관이 파손되었거나 느슨해진 경우 여과를 거치지 않은 공기가 엔진에

들어가 엔진이 조기 마모될 수 있습니다. 

최  흡기 저항 

깨끗한 에어 필터 엘레먼트  254 mm H 2 O [10 in H 2 O] 

더러운 에어 필터 엘리먼트  635 mm H2O [25 in H2O] 

공-공중 냉각기 저항력(최 ) 152 mm Hg [6.0 in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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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송 및 보관 

6.1. 운송 

6.1.1. 트레일러 운송 

1. 설비 질량이 아주 크므로 분해 운송 방식으로 운송합니다. A，B，C，D 4  차량으로 

운송합니다. 6.1.2 분해 조립 예시 참조. 

2. 톤수가 충분히 큰 트레일러를 선택하십시오 

3. A 차 장비 본체의 하역(图 6-1) 

1) 장비는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장비를 하역하기 전에 트레일러 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3) 장비를 운송할 경우 화물적재용 램프로 하역해야 하고, 화물적재용 램프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화물적재용 램프와 지면 사이의 경사도를 15 도 이내로 해야 

합니다.(장비와 동봉한 상차 장치를 사용하시기 제안합니다) 

4) 장비를 화물적재용 램프에 직접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정차하고 구동륜은 장비 뒷면에 위치, 

즉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마주할 경우, 장비를 앞쪽으로 전진하여 트레일러로 상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램프에 오르기 전에 장비의 2 개 후면 아웃트리거를 최  위치까지 펼쳐 상차 시 

아웃트리거와 지면 및 경사면과의 충돌을 피하고 장비를 트레일러에 상차 후 아웃트리거를 

접어 운송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비를 하차하기 전에 우선 아웃트리거를 

펼쳐 지면 및 경사면과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5) 화물적재용 램프와 트레일러 결합부 통과 시 장비 균형에 유의해야 합니다. 

4. A 차 장비 본체 고정. 

1) 유압 시동 조작 레버를 ‘잠금’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2) 엔진 시동 스위치를 ‘차단’ 위치로 설정하고 엔진 작동을 멈춘 다음 엔진 시동 키를 

제거하십시오. 

3) 드릴 장비 상차 및 섀시 브라켓을 핀으로 고정시켜 회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장비 각 도어를 잠그십시오. 

5) 클로러를 스토퍼를 끼우고 적절한 로프로 각 방향별로 장비를 고정하십시오. 

5. 다른 차량 하역 및 고정. 

다른 차의 부품은 크레인 작업 방법을 활용하며 리프팅 작업시 적절한 크레인 톤수를 선택하고 

장비의 안정적 균형과 차량의 적절한 설치 순서를 유지하고 각 부품의 순조로운 상차를 

보장해야 하며 최 한 트레일러 중심부에 놓여지도록 하고 적합한 로프와 침목을 사용해 

고정해야 합니다. 흔들림 및 구름을 방지하고 각 공압/유압 배관별 조인트 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주의: 하역 작업시 작업자는 장비 사이에 협착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업무 담당자를 

배정하여 작업자의 통일적 행동을 지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주의: 도로 운송의 화물 적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치수, 중량 등 운송 과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6.1.2 분해 운송 방안 1 

설비 질량 부피가 아주 크고 충분한 적재능력이 있는 트레일러로 드릴 전체를 운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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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설비를 분해하여 운송합니다. 상하 주행체를 각각 단독 운송하고 다른 부품은 원활한 

분차 운송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상/하부 주행체 어셈블리(전 아웃트리거, 싱글랙 포함) – 34.98 톤 

 

2. 카운터웨이트——9t 

2.1 메인 카운터웨이트 A— —3.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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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메인 카운터웨이트 B——3.2t 

 

2.3 서브 카운터웨이트— —2.6t 

 

3. 지지 ——3.32 t 

3.1 신축 파이프 + 신축 바——0.42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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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지 절——0.24t×2 

 

3.3 지지  실린더——1t×2 

 

 

4 포스트— —10.8t 

4.1 회전 리더 + 연결 리더 – 3.19 톤 

 

4.2 3m 포스트——1.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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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m 포스트——2.53 

 
4.4 지지부분——1.19t 

 

4.5 4.8m 포스트——1.65t 

 

4.6 3m 포스트——1.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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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스넥 붐——1.7t 

 

주 1: 상기 내용은 참조용으로 최종 계약에서 확정한 규격을 기준으로 함. 

주 2: 기타 작은 부품, 스페어 부품, 도구 등 열거하지 않았음(약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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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치수 및 중량표 

번호 
각부 중량 

명칭 중량 단위 수량 총 중량 비고 

1 상/하부 주행체 어셈블리 34980 Kg 1 34980 
전 아웃트리거, 

싱글랙 포함 

2 카운트웨이트 

메인 

카운터웨이트 A 
3200 Kg 1 

9000 
다른 부수적 

조각 

메인 

카운터웨이트 B 
3200 Kg 1 

추가 

카운터웨이트 
2600 Kg 1 

3 지지  

伸缩管+伸缩杆 420 Kg 2 

3320 
다른 부수적 

조각 
지지 절 240 Kg 2 

지지  실린더 1000 Kg 2 

4 리더 

회전 리더 + 

연결 리더 
3190 Kg 1 

10800 
다른 부수적 

조각 

3m 리더 1120 Kg 1 

6m 리더 2530 Kg 4 

지지부분 1190 Kg 1 

4.8/m 리더 1650 Kg 1 

3m 리더 1120 Kg 1 

5 구스넥 붐 1700 Kg 1 1700  

 총중량  Kg  59800  

 

6.1.4 분해 운송 방안 2 

1. 상/하부 주행체 어셈블리(전 아웃트리거, 싱글랙, 카운터웨이트, 16m 리더, 스테이 포함) – 

55.33t 

 

주의: 위 그림의 상태로 운송 시 장비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므로 상기 상태에서 운송 차량에 

상차 시 후진하여 상차하는 동시에 후 아웃트리거를 최 한 지면 및 운송 차량에 밀착하여 

전복을 피해야 하며 상차 후 후 아웃트리거를 확장하여 차에 지탱해야 한다.  

전 회전 리더는 전 아웃트리거의 확장을 통해 수직상태로 한 다음 전 아웃트리거의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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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여 회전 리더의 90 도 초과를 방지해야 한다.  

2. 4.8m 리더——1.65t 

 

3. 3m 리더——1.12t 

 

4. 구스넥 붐——1.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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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보관 

6.2.1. 보관 준비 

장시간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따라 보관하십시오： 

1. 각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건조한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십시오. 실외에 보관할 경우 

평탄한 지반에 보관하고 하부에 침목을 깔고 방수포 등으로 덮으십시오. 

2. ‘4.6 윤활유(그리스)’ 요구에 따라 장비 각 부분 윤활유/그리스를 주입하십시오. 

3. 유압실린더 로드 노출 부분 외에 그리스를 발라 방청을 하십시오. 

4. 기온이 낮을 경우(＜0℃) 냉각수를 드레인시키고 운전실에 ‘냉각수 없음’ 경고 팻말을 

걸어놓으십시오. 

5. 배터리 단자 결선을 제거하고 덮어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해체하여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6. 엔진 시동 키를 빼십시오. 

7. 각 조작 레버 및 스위치 등을 중립 상태로 위치하고, 각 부품 고정핀,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 등을 삽입하십시오. 

 

6.2.2. 보관중 

장기 보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월 1 회씩 엔진을 시동하고 장비 각 부분 동작, 윤활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2. 배터리는 제때에 충전해야 합니다. 1 개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6.2.3 장기간 보관 후 

장기간 보관 후 재사용 전 주의사항: 

1. 각 윤활 부위를 점검하고 그리스 열화 시 교환하며 충분한 주유 및 그리스 주입을 합니다. 

2. 월별 점검 요구사항에 따라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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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7.1. 규격 

7.1.1. SWCH390-90M 장비 외형 치수도 

 

 

접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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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SWCH390-90M 본체 섀시 외형 치수도 

 

 

7.1.3. 주요 사양표 

SWCH390-90M 주요 사양표 

항목 단위 주 기술 파라미터 비고 

엔진 
엔진 모델명 —— QSB6.7-C225 四阶段 

정격 출력 kw 168  

파일 프레임 리더 

리더 길이 m 16、18、21、24、（27） 括号内为特配 

리더 직경 mm φ610  

메인 슬라이드 레일 

규격 
mm φ102×600  

서브 슬라이드 레일 

규격 
mm φ70×330  

전/후 경사각 ° ±5  

좌우 경사각 ° ±1.5  

최  허용 인상력 kN(t) 372（38）  

메인 윈치 단일 와이어 속도 m/min 96/48 플로팅 천공 기능 

 와이어로프 직경 mm 20  

 rope capacity m 250  

서브 윈치 단일 와이어 속도 m/min 40 플로팅 천공 기능 

 와이어로프 직경 mm 20  

 rope capacity m 250  

팬던트 윈치 1 단일 와이어 속도 m/min 40 훅 자유 낙하 기능 

 와이어로프 직경 mm 20  

 rope capacity m 80  

팬던트 윈치 2 단일 와이어 속도 m/min 40 훅 자유 낙하 기능 

 와이어로프 직경 mm 20  

 rope capacity m 80  

클로러 섀시 

클로러 최  확장 너비 mm 4200  

클로러 수축 너비 mm 3300  

클로러 슈 너비 mm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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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러 길이 mm 5262  

양 클로러 휠 중심거리 mm 4400  

주행속도 km/h 0.8～1.3  

상부주행체 선회속도 r/min 1～2  

등판 능력 ° 21.8 
본체에만 한정, 리더, 

카운터웨이트가 없음 

외형치수 
작동 상태 m 7.4×4.2×26.4  

운송 상태 m 15.1×3.3×3.52  

카운터웨이트 질량 t 9  

본체 질량  35 
리더, 스테이, 

카운터웨이트 없음 

완성차 최  허용 주행 질량 t 80 
어테치먼트 장착 시 

설명서 참조 

접지면적 ㎡ 6.7  

지압 Mpa 0.132  

*** 본 제품의 개선을 위해 상기 표의 파라미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상기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1.4. 오거 허용 인발 능력표 

허용 인발 능력표 

리더 메인 슬라이딩 레일에서 구멍 중심까지의 거리 

655 mm 

내측 오거 외측 오거 

최  허용 리프팅력(ｔ) 최  허용 리프팅력(ｔ) 

38 0 

0 38 

주의: 

1. 내측, 외측 윈치가 단독 또는 동시에 어테치먼트 리프팅 시 반드시 백 로프를 팽팽하게 당겨야 한다. 

2. 메인/서브 윈치가 어테치먼트를 동시에 권양 시 최  허용 리프팅력으로 동시에 권양해서는 안 됨. 

3. 메인/서브 윈치가 어테치먼트를 동시에 권양 시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측 리프팅력＋외측 리프팅력＜46ｔ 

내측 리프팅력＜38ｔ 

외측 리프팅력＜38ｔ 

경고:  

1. 오거를 탑재하여 작업 시의 실제 리프팅력은 중 한 안전사고 및 설비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상기 표의 규정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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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안전성 관련 

장비 작업 전 반드시 장비 전체의 안정성을 계산 및 확인하고 안정적 각도는 아래 판정 기준에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국제 통상 규격에 따른 본체 안정성의 요구를 충족하는 판정 기준은 견고한 수평 지면에 

안착하고 안정성 각도는 5 도 이상으로 한다.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상기 기준을 지키고 규정을 위반하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리점 및 당사와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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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압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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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기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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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용 그리스표(참조용) 

제 6 장   부록 

6-4 사용 그리스표 

그리스명 주변 
그리스 

규격 
코스모 이데미쓰 소와 쉘 모빌 

연료 

일반 
JIS 경유 

2# 
    

한랭지역(-10℃ 

이하) 

JIS 경유 

3# 
    

기계유 

일반(0～40℃) SAE30 

COSMO 

디젤엔진 

CD  30 

APOLLOIL 

DieselMotive

S-330 

쉘 Mysella 

Parrot Super 

S-3 오일 30 

모빌 

Delvac Super 

1330 

한랭지역(-25～

20℃) 

SAE 

20W20 

COSMO 

디젤엔진 

CD  20W 

APOLLOIL 

DieselMotive

S-320 

쉘 Mysella 

Parrot Super 

S-3 오일 20 

- 

기어유 

일반 SAE90 
COSMO 기어 

GL-4  90 

APOLLOIL 

기어  HE90 

쉘 Mysella 

EP90 

페가수스 

기어유 90 

혹한 지역 

(-20℃ 이하) 
SAE80 

COSMO 기어 

GL-4  80 
- 

쉘 Mysella 

EP80 

페가수스 

기어유 80 

모빌 루브 

GX-A80W 

극서 지역 

(30℃ 이상) 
SAE140 

COSMO 기어 

GL-4  140 
- 

쉘 Mysella 

EP140 

모빌 루브 

1SHC 

유압유 일반 ISOVG32 

●COSMO 

유압유 

HV32 

다프네 

슈퍼 유압유 

32X(비 Zn 계)

STS32<XHVI>SX32 

텔라스 유압유 T32 

모빌 DTE13X 

모빌 내마모 

유압유 K32 

만능 

윤활유 
일반 

JIS 점도 

번호 #2 

COSMO 

코스모 윤활유

Dynamax 

Super NO.2 

다프네 

그리스 #2 

알바니아 그리스 

S2 

션사인 그리스 2 

모빌 LUX 2 

극압 

범용 

그리스 

일반 
JIS 점도 

번호 #2 

COSMO 

코스모 그리스

Dynamax 

EPNO.2 

다프네 

그리스 EP2 

●알바니아 EP 

그리스 2 
모빌 LUX EP2

내고온 

그리스 
일반 

JIS 점도 

번호 #2 

●COSMO 

내고온 그리스

ANO.2 

다프네 

그리스 

SR2 

쉘 Staina 그리스 

RL2 

모빌 고온 

그리스 

SHC100 

몰리브덴 

함유 

그리스 

일반 
JIS 점도 

번호 #2 

코스모 

몰리브덴 함유

그리스 NO.2 

다프네 

그리스 M2 

션사인 그리스 

MB2 

Staina 그리스 

HDP2 

모빌 그리스 

스페셜 

윤활유 

또는 

기어 

합성유 

일반 
JIS 점도 

번호 #2 

COSMO 

코스모 기어 

합성유 

NO.2 

다프네 

개방식 

기어유 2 

- 
모빌탁 

MM,4 

방청유 일반 

동적 점도 

약 

4-6cst 

COSMO 

코스모 

No last 

P300,PAS 

다프네 

Super coat 

TW 

- 금속방청 240 

부동액 일반 내구형 중경화성 Coolant Antifreez 

● 표시 그리스명은 기계 설비 출하 시 오일 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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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록 

 

그리스명 그리스 규격 신닛폰 석유 Esso 닛폰 에너지 키그나스 

연료 

JIS 경유 

2# 
    

JIS 경유 

3# 
    

기계유 

SAE 30 

●신닛폰석유 Econo

my 

HDS-3  30 

에쏘 LOOP X1  

30 

D-3  30 

- 

 

범용 오일 

S-3  30 

SAE 20W20 HDS-3 20W - - 

 

범용 오일 

S-3  20W20 

기어유 

SAE90 하이포이드 기어 90 
표준석유회사 

기어유 90 
기어 4 90 - 

SAE80 하이포이드 기어 80 - 기어 4 80W - 

SAE140 하이포이드 기어 140 - - 기어유  MP140

유압유 ISOVG32 
HighLand 고원용 

윤활유 32 

UniPower  XL32

유니비스 J32 

유니비스 N32 

Hydraulx 내마모 

유압유 

ES32 

Unit Oil  E32 

만능 

윤활유 

JIS 점도 

번호 #2 

Multinoc 

Deluxe2 
Lithtan 2 Risonics 그리스 2 

KYGNUS  MP 

그리스 2 

극압 범용 

그리스 

JIS 점도 

번호 #2 

EPNOC 극압 그리스 

APNo.2 
Lithtan  EP2 

Risonics 그리스 

EP2 
GR EP 그리스 2

내고온 

그리스 

JIS 점도 

번호 #2 

Sermonoc 그리스 

No.2 
NOLBA 275 

Thermo nix 그리스 2 

알루미늄계 그리스 2 

KYGNUS 

내고온 그리스 2

몰리브덴 

함유 

그리스 

JIS 점도 

번호 #2 

MORINOX 

그리스 No.2 

모빌 BEACON 

Q2 

그리스 MD2 

Risonics 그리스 

M-2 

KYGNUS M-5 

그리스 2 

윤활유 

또는 

기어 

합성유 

JIS 점도 

번호 #2 

Klannoc 

합성유 No.2 
- 기어합성유 2 기어합성유 2 

방청유 
동적 점도 

약 4-6cst 

Antirust 

바셀린 분산형 

용제희석형 장기 

방청유 

P-1300,P-1325 

Antirust 

P-1600,P-2000 

Antirust ND33 

Antirust ND34 

Antirust 935 

Antirust 940 

Everproof 용제형 

방청유 

P-3 

금속 코팅 NP-3

부동액 내구형 중경화성 Coolant Antifreez 

● 표시 그리스명은 기계 설비 출하 시 오일 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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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페어부품 및 도구 리스트 

8.1. 스페어부품 리스트 

순번 품번 명칭 수량

1 875698000000.S2 스페어부품 1 

2 750101010241 컨베이어 SWTC50LDB 1 

3 750502000240 베어링 JDB-1-110X130X100 2 

4 704103020001 wire rope grip 20KTH GB/T 5976 4 

5 704104009501 샤클 9.5T GB/T 10603 2 

6 704104010001 샤클 S-BW4 JB/T 8112 2 

7 701703005001 분할핀 5X35 GB/T 91 4 

8 701703004012 분할핀 4X32-DKL GB91 8 

9 703101010003 오일컵 M10X1 JB/T 7940.1 6 

10 760306000015 그리스 Multifak EP2 16Kg 1 

11 750401000009 그리스건 JC-LG14K 1 

12 750401000008 그리스건 노즐 2 

13 712993990002 노끈 D16 12 

14 704101006001 와이어로프 6X19-12.5-sZ-1700 GB/T 1102 12 

15 760402000049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변성 페인트 

Kx-4001(산하록) 
2 

16 760410000015 경화제(A/S 전용)KX-360 1KG/통 1 

17 720211000047 퓨즈 ATN3 3A 10 

18 720211000039 퓨즈 BX2011D 5A/1 10 

19 720211000040 퓨즈 BX2011D 10A/1 10 

20 720211000041 퓨즈 BX2011D 15A/1 10 

21 720211000042 퓨즈 BX2011D 20A/1 10 

22 720211000043 퓨즈 BX2011D 25A/1 10 

23 720211000046 퓨즈 BX2011D 30A 10 

24 720211000001 fusible line BX901C-3S 1 

25 720202000006 중간계전기 PALA24V/AY33002 8 

26 720204000018 계전기 B120-7018 24V/20A 1 

27 720236000246 계전기 JK992-107 1 

28 730403000111 에어필터 외측 엘리먼트 AF25270 1 

29 730403000112 에어필터 내측 엘리먼트 AF25271 1 

30 750201010674 연료필터 엘리먼트 4989106 1 

31 750201010647 연료 1 차 필터 3973233 1 

32 750201010648 오일필터 3937736 1 

33 730403000208 유수분리기 엘리먼트 FS19816 1 

34 730401000088 압력배관 필터 MDM101OF121M18D1 1 

34 730401000088 압력배관 필터 MDM101OF121M18D1 1 

35 730401000129 오일 리턴 필터는 TEF.625.10VG.16.S.P-FS.8.E1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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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30401000130 오일 리턴 필터는 TEF.625.10VG.16.S.P-FS.8.E1 적용 2 

37 730603000026 O 링 G70 (A70)  9-5510 N674-70 4 

38 730603000041 O 링 G70 2-222N552-90 10 

39 730603000068 O 링 G70 23.39X3.53 (A90) 2-213 N552-90 4 

40 730603000073 O 링 32.92X3.53 2-219 N552-90 10 

41 730603000135 O 링 47.7X3.5JISB2401 （HS90) 6 

42 730603000381 O 링 CO0215A(JIB2401-G100) 6 

43 703201030002 O 링 30X2.65 GB/T 4352.1 4 

44 730603000399 O 링 47.22X3.53 AS568 （HS90） 4 

45 703201170001 O 링 17X1.8 GB/T 3452.1 6 

46 730603000382 O 링 2-219N552-90 10 

47 730603000042 O 링 2-214N552-90 4 

48 730603000051 O 링 C9RG-10 8X1.5 10 

49 730603000052 O 링 C9RG-20 16.3X2.4 10 

50 730603000053 O 링 C9RG-25 20.3X2.4 10 

51 730603000054 O 링 C9RG-30 25.3X2.4 10 

52 730603000057 O 링 C9RG-16 13X2 10 

53 730603000059 O 링 CARG-15 12X2 6 

54 730603000060 O 링 CARG-18 15X2 6 

55 730603000061 O 링 CARG-22 20X2 10 

56 730603000062 O 링 CARG-28 26X2 6 

57 730603000063 O 링 CARG-35 32X2.5 6 

58 730603000064 O 링 CARG-42 37.7X2.6 6 

59 703202018001 bonded washer 18 JB982 6 

60 703202014002 bonded washer 14 JB982 6 

61 740505000011 목상자 610X340X220 1 

62 730199000168 측압 JT-ELCY10L-G1/4X 2 

63 730101000206 측압 조인트 EMA3/1/4ED 2 

64 730603000138 O 링 37.69X3.53 AS568 （HS90） 40 

65 739806000049 블라인드 플러그 ROV16SA3CX 16 

66 739806000042 블라인드 플러그 ROV10LA3CX 4 

67 739806000011 블라인드 플러그 VKA16A3C 16 

68 730199000061 너트 M16SA3CX 16 

69 739806000030 플러그 VKA10A3C 4 

70 730199000055 너트 M10LA3CX 4 

71 730101000085 end straight GEO10LROMDA3C 5 

72 730653000053 오일실링 AC1361E0 4 

73 305070000722.S10 가스켓 1 

74 720419000047 소형 무전기 HDDQ-350 6 

75 703351018008 통기성 플러그 스크류 M18X1.5 4 

76 730101000032 end straight GE20SR1/2EDOMDA3C 4 

77 730101000010 end straight GE10LREDOMDA3C 5 

78 720212000590 압력 스위치 P11-011SG14HO DT 2 



 SWCH390-90M 사용 설명서
 

165 

79 720212000297 압력 스위치 0110411031043 정격치 10BAR 2 

80 730502002563 호스 어셈블리 F381CACF101005-2000 5 

81 730502001352 호스 어셈블리 F481CACF101005-2200 5 

82 730104000018 T 이음 ET10LOMDA3C 5 

83 750699000242 안전벨트 T2XB 2 

84 730099000005 분할형 잭 HJS20B-150 1 

85 760305000085 디젤 오일 15W-40APICh-4 18L/통 18 

86 730403000457 필터심 0160D010ON 1 
 

. 

8.2. 도구 리스트 

순번 기호 명칭 수량

1 740121000033 플라스틱 손잡이 –자 드라이버 50X2.5X0.4 GB/T 10639 1 

2 740121000024 플라스틱 손잡이 –자 드라이버 75X2.5X0.4 GB/T 10639 1 

3 740121000029 플라스틱 손잡이 –자 드라이버 150X6.5X1 GB/T 10639 1 

4 740121000016 플라스틱 손잡이 –자 드라이버 250X10X1.6 GB/T 10639 1 

5 740121000035 플라스틱 손잡이 +자 드라이버 100 GB/T 1064-89 1 

6 740121000011 플라스틱 손잡이 +자 드라이버 3X150 GB/T 1064-89 1 

7 740121000014 플라스틱 손잡이 +자 드라이버 200 GB/T 1064-89 1 

8 740121000032 플라스틱 손잡이 +자 드라이버 250 GB/T 1064 1 

9 740103000002 멍키스패너 200X24 GB/T 4440 1 

10 740103000005 멍키스패너 375X45 GB/T 4440 1 

11 740104000019 렌치 S3 GB/T 5356-85 1 

12 740104000003 렌치 S4 GB/T 5356-85 1 

13 740104000004 렌치 S5 GB/T 5356-85 1 

14 740104000005 렌치 S6 GB/T 5356-85 1 

15 740104000006 렌치 S8 GB/T 5356-85 1 

16 740104000007 렌치 S10 GB/T 5356-85 1 

17 740104000009 렌치 S14 GB/T 5356-85 1 

18 740104000010 렌치 S17 GB/T 5356-85 1 

19 740104000011 렌치 S19 GB/T 5356-85 1 

20 740104000051 렌치 S36 GB/T 5356-85 1 

21 740106000037 박스스패너 신형 6 개 세트 1 

22 740106000022 박스스패너 34-36 GB/T 4388-84 1 

23 740115000044 stud dead spanner 신형 6 개 세트 1 

24 740115000021 stud dead spanner34-36 1 

25 740105010018 1 인치 중형 curved bar 1 

26 740105000216 중형 소켓렌치 95 1 

27 740131000055 retainer plier 9 축 직선 1 

28 740131000004 와이어커터 200MM 1 

29 740210000006 목재손잡이 둥근머리 해머 2P 1 

30 740239000007 Crowbar D25×1000 1 

31 740505000011 목재상자 610×340×2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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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40131000164 알루미늄합금 파이프렌티 36 2 

33 740104000008 렌치 S12 GB/T 5356-85 2 

34 740105000022 소켓렌치 32 개 세트 1 

35 750699000242 안전벨트 T2XB 2 

36 740105000234 래칫렌티 36 2 

37 740105000235 래칫렌티 30 2 

38 740110010039 토크 렌치 200-1000Nm-25×25 1 

39 740105000103 소켓렌치 소켓 30(사각구멍 25mm) GB/T 3390.1 1 

40 740105000104 소켓렌치 소켓 36(사각구멍 25mm) GB/T 3390.1 1 

41 730099000005 분할형 잭 HJS20B-150 1 

 

8.3. 소모/마모품 리스트 

순번 기호 명칭 수량 

1 704105020017 
와이어로프 20NAT6×29Fi＋IWR-1870ZS 

GB/T8918（외측와이어로프） 
250m

2 704105020017 
와이어로프 20NAT6×29Fi＋IWR-1870ZS 

GB/T8918（내측와이어로프） 
250m

3 704105020017 
와이어로프 20NAT6×29Fi＋IWR-1870ZS 

GB/T8918 (팬던트 와이어로프 1) 
80m 

4 704105020017 
와이어로프 20NAT6×29Fi＋IWR-1870ZS 

GB/T8918 (팬던트 와이어로프 2) 
80m 

5 306990000408 D20 도르래 15 

6 875602110100 d20 D110 도르래 부품 4 

7 302010006025 도르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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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업체 자료 

회사명칭:산하스마트장비주식유한회사 

상표:  

주소:호남 장사 성사경제기술개발구 이상중로 16 호  

연락처:0086-0731-8402 0688 무료 핫라인:800 878 6230(일반전화로 전화하시기 바람) 

http://www.sunward.com.cn 

정비소: 각 성, 시 주재 사무소 

판매업체정보: 

판매업체정보 

판매업체명칭:  

주소: 

 

 

전화:  

팩스:  

Email:  

담당자: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