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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사항 

        저희 ㈜ 대경의 BLACK BEAR HOIST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매뉴얼은 당사의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 및 조작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슷한 제품 군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이 매뉴얼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호이스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작동 전에 꼭 매뉴얼을 읽고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안전 표시 

             아래의 안전표시는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Notice [알림] 

                    제품의 사용 중 알아야 할 사항과 중요사항에 대한 충고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Caution [주의] 

                      매뉴얼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Warning against electrical voltage [감전경고]                     

                   위험한 전기 노출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호이스트의 전기 관련 부품에 직접적으로 노출 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작업자는 절연이 되는 

                     보호구 착용한 후에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Attention [조심] 

                      안전 상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다음의 표시가 있는 곳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경고와 주의를 요하는 곳에 나타냅니다. 

                                  

  

                    Danger [위험]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이 마크를 표시 합니다. 

1. 안전지침 

  1.2 작동지침 

        호이스트를 사용 전에 매뉴얼을 통해 올바른 작동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전 작동교육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사항을 인지한 후 호이스트를 작동하여 주십시오. 

        안전과 작동방법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주의사항 편을 참조해 주십시오. 

1. 호이스트의 교육을 충분히 인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전 방향 및 조작을 충분히 습득하여 안전사항을 인지한 후 작동하십시오. 

3. “작동금지”라고  표기된 곳에서는 표기자가  해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작동하여서는 안됩니다.  

- 2 - 



Black Bear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Daekyung Co., Ltd. 
1521-6 Dadae-dong, Saha-gu, Busan, Korea    Tel: +82)51-264-6611  Fax: +82)51-264-6615 

BLACK BEAR HOIST 

- 3 - 

     1.3.1 규제법령 

        * 전동 호이스트는 산업 안전 보건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 산업 안전 보건법 제 33조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와 제 34조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검사의 규제를 받습니다. 

        * 하기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바랍니다. 

법령/시행규칙 규제사항 제조사 사용자 

제33조/제46조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과부하 

방지장치 

-호이스트의 방호장치는 과부
하 방지장치를 부착하며 방호
장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제46조에 의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제58조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설계검사 

성능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호이스트의 제조사는 제조 
전에 제작기분 및 안전기준 준
수 여부의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출
고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
다. 

-사용자는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사용하
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3톤 이상의 호이스트를 사용하는 사용
자는 최초 검사기준일(완성검사)로부터 
최초3년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
아야  한다. 

제36조/제73조 
자체검사 

자체검사 

-호이스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사
용 기기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
금 6개월에 1회 자체 검사 또는 노동부장
관이 인정하는 위탁기관의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3.2 검사 

        * 만약 호이스트를 크레인으로 사용시는 반드시 산업안전 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고시),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분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사)에 의거 완성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 주시고 사후 관리 시는 

정기검사(최초3년, 이후 2년 주기)를 필 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법정검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설계 , 성능 , 완성검사를 위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 대상물을 

사용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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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부 명칭 및 세부 사양 

모델명 용 량 형 태 참 조 

DKEH 3.0 ~ 20.0 Ton 후크 고정형 

DKEHA 3.0 ~ 20.0 Ton 전동 트롤리 결합형 

DEXM / DKEHM 0.5 ~ 5.0 Ton 전동 커브드 빔 트롤리 결합형 

DELH 0.5 ~ 20.0 Ton 로 헤드룸형 

DEX – HS / HD 0.5 ~ 2.0 Ton 후크 고정형  

DEX – MS / MD 0.5 ~ 2.0 Ton 전동 트롤리 결합형 

2.1.2 전동 트롤리 결합형 (상하/좌우 작동)  

       : 상,하 작동 호이스트에 트로리를 결합하여 빔을 따라 주행이 가능합니다. 

 * 참조 : [DKEHA-030] 전동 3톤 호이스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그림 2.1 ] 

⑧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그림 2.2 ] 

⑪ 

① 상 후크 

② 바디 

③ 호이스트 모터 

④ 로드 체인 

⑤ 체인 바스켓 

⑥ 하 후크 

⑦ 조작 스위치 

⑧ 안전 랫치 

① I형 빔 [또는 H형 빔] 

② 주행 리미트 스위치 

③ 바디 

④ 호이스트 모터 

⑤ 컨트롤 패널 

⑥ 주행 모터 

⑦ 로드 체인 

⑧ 체인 바스켓 

⑨ 하 후크 

⑩ 조작 스위치 

⑪ 안전 랫치 

2.1.1 후크 고정형 (상하 작동) : 위, 아래 후크를 적용하였으며 상하작동이 가능합니다. 

 * 참조 : [DKEH-100] 전동 10톤 호이스트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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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동 커브드 빔 트롤리 결합형 

       일반 직선형 빔이 아닌 라운드가 적용된 빔에 적용가능하며 굽어진 빔을 따라 주행이 가능합니다. 

    * 참조 : [DKEHM-030] 전동 3톤 호이스트 

2.1.4 로헤드룸형 

   : 바닥에서 빔까지 거리가 좁은 협소한 환경에 적용가능하며 빔에서 후크까지 거리를 최소화 했습니다.   

   * 참조 : [DELH-100] 전동 10톤 호이스트 

① 

④ ⑤ 

⑥ 

⑦ ⑨ ⑧ 

② ③ 

⑩ 

⑪ 

[ 그림 2.4 ] 
⑫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그림 2.3 ] 

① I형 빔 [또는 H형 빔] 

② 주행 리미트 스위치 

③ 바디 

④ 호이스트 모터 

⑤ 컨트롤 패널 

⑥ 주행 모터 

⑦ 로드 체인 

⑧ 체인 바스켓 

⑨ 하 후크 

⑩ 조작 스위치 

⑪ 안전 랫치 

① 주행 리미트 스위치 ⑤ 바디 ⑨ 호이스트 모터 

② 주행 모터 ⑥ 후크 ⑩ 컨트롤 패널 

③ I형 빔 [또는 H형 빔] ⑦ 로드 체인 ⑪ 조작 스위치 

④ 체인 바스켓 ⑧ 상승 리미트 스위치 ⑫ 안전 랫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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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 : DEX series ] 

Part 
No. 

Parts Name 
Parts Per 

Hoist 
Part 
No. 

Parts Name 
Parts Per 

Hoist 

1 Name Plate 1pc 21 Snap Ring 1pc 

2 Round Head Bolt, S/W for No.1 4pc 22 Ball Bearing 1pc 

3 Cover Plate (Heat Sink) 1pc 23 Oil Seal 1pc 

4 Wr. Bolt, S/W for No.5 4pc 24 Body Gasket 1pc 

5 Electric Cover 1pc 25 Block 1pc 

6 (Inverter) 1pc 26 Air Vent 1pc 

7 Electric Plate 1pc 27 Snap Ring for No. 26 1pc 

8 Round Head Bolt, S/W for No. 7 3pc 28 Pawl 1pc 

9 Body2 1pc 29 Pawl Pin 1pc 

10 Hex. Bolt, P/W, Rubber/W 1pc 30 Pawl Spring 1pc 

11 Wr. Bolt, S/W for No.9 4pc 31 Pawl Washer 1pc 

12 Wire Holder, Round Head Bolt, S/W 1pc 32 1st. Gear & 2nd.Pinion Set 1set 

13 Connector Holder Gasket 1pc 33 Ball Bearing - 2nd. Pinion 1pc 

14 Connector Holder 1pc 34 Body Center Pin 2pc 

15 Wr. Bolt, S/W for No.14 6pc 35 Round Head Bolt, S/W for No. 36 4pc 

16 Round Head Bolt, S/W for No.12 8pc 36 Overload Cover 1pc 

17 Connector -10Pin 1pc 37 Round Head Bolt, S/W for No. 38 3pc 

18 Connector -4Pin 1pc 38 Overload Protector 1pc 

19 Pinion Shaft 1pc 39 Wr. Bolt, S/W for No.40, 25 8pc 

20 2nd. Gear (Load Gear) 1pc 40 Limit Switch Set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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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o. 

Parts Name 
Parts Per 

Hoist 
Part 
No. 

Parts Name 
Parts Per 

Hoist 

41 Holder Spring 2pc 61 Wr. Bolt, S/W for No. 60 4pc 

42 Round Head Bolt, S/W for No.43 4pc 62 Sticker 1pc 

43 Chain Guide Bottom 1pc 63 Top Hook Set 1set 

44 Body1 1pc 64 Top Pin 2pc 

45 Down Key Plat 1pc 65 Key Plate 1pc 

46 Oil Seal 1pc 66 Wr. Bolt, S/W, Nut for No. 65 1pc 

47 Load Sheave 1pc 67 Up Key Plate 1pc 

48 Round Head Bolt, S/W for No.54 4pc 68 Wr. Bolt, S/W, Nut for No. 67 2pc 

49 Motor Gasket 1pc 69 Cushion Ring 2pc 

50 Motor Center Pin 2pc 70 Load Chain 1pc 

51 Wr. Bolt, S/W for No.57 3pc 71 Collar 1pc 

52 Motor 1pc 72 Half Collar 2pc 

53 Wr. Bolt, S/W for No. 52 4pc 73 Safety Latch 1pc 

54 Chain Guide Top 1pc 74 Bottom Hook 1pc 

55 Oil Seal 1pc 75 Thrust Bearing 1pc 

56 Ball Bearing for No.57 1pc 76 Bottom Hook Holder 1pc 

57 Bearing Housing 1pc 77 Wr. Bolt, S/W, Nut for No. 76 2pc 

58 Wr. Bolt, S/W for No. 59 1pc 78 Chain Basket 1pc 

59 Brake 1set 79 Wr. Bolt for No. 78 1pc 

60 Brake Cover 1pc 80 Nut, S/W No. 78 1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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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o. 

Parts Name 
Parts Per 

Hoist 
Part 
No. 

Parts Name 
Parts Per 

Hoist 

1 Name Plate 1pc 16 3rd. Pinion 1pc 

2 Panel Cover 1pc 17 3rd. Load Gear 1pc 

3 Adapter Holder 1pc 18 Body Gasket 1pc 

4 Panel Cover Gasket 1pc 19 Body 1pc 

5 Top Plate 1pc 20 Top Pin 1pc 

6 Bearing-1st. Pinion Shaft Top 1pc 21 Load Sheave Seal 2pcs 

7 Bearing-2nd. Gear 1pc 22 Bearing-Load Sheave 2pcs 

8 1st. Gear & 2nd. Pinion Set 1set 23 1st. Pinion Shaft Seal 2pcs 

9 Pawl 1pc 24 Chain Guide Bush 9pcs 

10 Pawl Spring 1pc 25 Chain Guide Pin 3pcs 

11 Pawl Pin 1pc 26 Top Hook 1pc 

12 Middle Plate 1pc 27 Support Pin 4pcs 

13 Bearing-1st. Pinion Shaft Middle 1pc 28 Load Sheave 1pc 

14 2nd. Gear 1pc 29 Chain Guide 2pcs 

15 1st. Pinion Shaft  1pc 30 Guide Roller 1pc 

         [ 모델 : DKEH s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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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o. 

Parts Name 
Parts Per 

Hoist 
Part 
No. 

Parts Name 
Parts Per 

Hoist 

31 Stripper 1pc 46 Bottom Hook Holder 2pcs 

32 Chain Guide Spring 2pcs 47 Limit Spring 2pcs 

33 Limit Lever Set 1set 48 Bottom Hook 1pc 

34 Bearing Housing 1pc 49 Chain End Stopper 2pcs 

35 Body Cover Pin 4pcs 50 Load Chain 1pc 

36 Body Cover 1pc 51 Chain Basket & Bracket Set 1set 

37 Motor Plate 1pc 5 TON TOP & BOTTOM HOOK PART 

38 Over Load Limit 1pc 52 Top Pin 1pc 

39 Over Load Limit Plate 1pc 53 Top Hook 1pc 

40 Motor Gasket 1pc 54 Bottom Hook Holder 2pcs 

41 Motor 1pc 55 Idle Sheave Pin 1pc 

42 Motor Brake 1pc 56 Idle Sheave 1pc 

43 Brake Cover 1pc 57 Bearing-Idle Sheave 2pcs 

44 Limit 1pc 58 Idle Sheave Collar 1pc 

45 Limit Shaft 1pc 59 Bottom Hook 1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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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세부사양 

용량 
(Ton) 

모델명 
체인  
줄 수 

최소거리 
(mm) 

로드체인 크기 
(mm) 

양정 
[STD] 
(m) 

전원 케이블 
[STD] 
(m) 

조작스위치 
케이블 
[STD] 
(m) 

권상 속도 
(m/min) 제품 중량 

(kgf) 

[60Hz] [50Hz] 

0.5 DEX–005HS 1 460 Ф7.1 x P21.0 3.0 4.0 3.0 8.3 6.9 50 

0.5 DEX–005HD 1 460 Ф7.1 x P21.0 3.0 4.0 3.0 7.7 / 1.9 7.7 / 1.9 52 

1.0 DEX–010HS 1 460 Ф7.1 x P21.0 3.0 4.0 3.0 8.3 6.9 50 

1.0 DEX-010HD  1 460 Ф7.1 x P21.0 3.0 4.0 3.0 7.7 / 1.9 7.7 / 1.9 52 

2.0 DEX–020HS 2 595 Ф7.1 x P21.0 4.0 4.0 4.0 4.1 3.4 60 

2.0 DEX–020HD 2 595 Ф7.1 x P21.0 4.0 4.0 4.0 3.8 / 0.9 3.8 / 0.9 62 

3.0 DKEH-030 1 780 Ф11.1 x P33.3 4.0 4.0 4.0 6.5 5.4 110 

5.0 DKEH-050 2 960 Ф11.1 x P33.3 4.0 4.0 4.0 3.2 2.7 140 

7.5 DKEH-075 3 1140 Ф11.1 x P33.3 4.0 4.0 4.0 2.1 1.8 190 

10.0 DKEH-100 4 1220 Ф11.1 x P33.3 5.0 5.0 5.0 3.2 2.7 340 

15.0 DKEH-150 6 1420 Ф11.1 x P33.3 5.0 5.0 5.0 2.1 1.8 450 

20.0 DKEH-200 8 1410 Ф11.1 x P33.3 5.0 5.0 5.0 1.6 1.3 545 

용량 
(Ton) 

모델명 
체인 
줄 수 

최소거리 
(mm) 

로드체인 크기 
(mm) 

양정 
[STD] 
(m) 

전원 케이블 
[STD] 
(m) 

조작스위치 
케이블 
[STD] 
(m) 

권상 속도 
(m/min) 

주행 속도 
(m/min) 제품 중량 

(kgf) 

[60Hz] [50Hz] [60Hz] [50Hz] 

0.5 DEX-005MS 1 465 Ф7.1 x P21.0 3.0 4.0 3.0 8.3 6.9 11.0 9.2 85 

0.5 DEX-005MD 1 465 Ф7.1 x P21.0 3.0 4.0 3.0 7.7 / 1.9 7.7 / 1.9 11.0/2.7 11.0/2.7 87 

1.0 DEX-010MS 1 465 Ф7.1 x P21.0 3.0 4.0 3.0 8.3 6.9 11.0 9.2 85 

1.0 DEX-010MD 1 465 Ф7.1 x P21.0 3.0 4.0 3.0 7.7 / 1.9 7.7 / 1.9 11.0/2.7 11.0/2.7 87 

2.0 DEX-020MS 2 585 Ф7.1 x P21.0 4.0 4.0 4.0 4.1 3.4 11.6 9.7 95 

2.0 DEX-020MD 2 585 Ф7.1 x P21.0 4.0 4.0 4.0 3.8 / 0.9 3.8 / 0.9 11.6/2.9 11.6/2.9 97 

3.0 DKEHA-030 1 770 Ф11.1 x P33.3 4.0 4.0 4.0 6.5 5.4 12.0 10.0 155 

5.0 DKEHA-050 2 960 Ф11.1 x P33.3 4.0 4.0 4.0 3.2 2.7 12.8 10.7 205 

7.5 DKEHA-075 3 1108 Ф11.1 x P33.3 4.0 4.0 4.0 2.1 1.8 12.8 10.7 292 

10.0 DKEHA-100 4 1102 Ф11.1 x P33.3 5.0 5.0 5.0 3.2 2.7 11.7 9.8 570 

15.0 DKEHA-150 6 1217 Ф11.1 x P33.3 5.0 5.0 5.0 2.1 1.8 9.8 8.2 640 

20.0 DKEHA-200 8 1215 Ф11.1 x P33.3 5.0 5.0 5.0 1.6 1.3 9.5 7.9 720 

    2.2.1 후크 고정형 

    2.2.2 전동 트롤리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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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Ton) 

모델명 
체인 
줄 수 

최소거리 
(mm) 

로드체인 크기 
(mm) 

양정 
[STD] 
(m) 

전원 케이블 
[STD] 
(m) 

조작스위치 
케이블 
[STD] 
(m) 

권상 속도 
(m/min) 

주행 속도 
(m/min) 제품 중량 

(kgf) 

[60Hz] [50Hz] [60Hz] [50Hz] 

0.5 DELH-005 1  400 Ф7.1xP21.0 3.0 4.0 3.0 6.7 5.6 12.0 10.0 240 

1.0 DELH-010 1  400 Ф7.1xP21.0 3.0 4.0 3.0 6.7 5.6 12.0 10.0 240 

2.0 DELH-020 1  560 Ф11.1xP33.3 4.0 4.0 4.0 6.5 5.4 12.3 10.2 400 

3.0 DELH-030 1  560 Ф11.1xP33.3 4.0 4.0 4.0 6.5 5.4 12.3 10.2 400 

5.0 DELH-050 2  680 Ф11.1xP33.3 4.0 4.0 4.0 3.2 2.7 12.8 10.7 510  

7.5 DELH-075 4  550 Ф11.1xP33.3 4.0 4.0 4.0 3.2 2.7 12.0 10.0 850 

10.0 DELH-100 4  550 Ф11.1xP33.3 5.0 5.0 5.0 3.2 2.7 12.0 10.0 850 

15.0 DELH-150 6  780 Ф11.1xP33.3 5.0 5.0 5.0 2.1 1.8 10.0 8.3 1200  

20.0 DELH-200 8  780 Ф11.1xP33.3 5.0 5.0 5.0 1.6 1.3 10.0 8.3 1300 

    2.2.4 로헤드룸형 

용량 
(Ton) 

모델명 
체인 
줄 수 

최소거리 
(mm) 

최소반경 
(mm) 

로드체인 크기 
(mm) 

양정 
[STD] 
(m) 

전원 케이블 
[STD] 
(m) 

조작스위치 
케이블 
[STD] 
(m) 

권상 속도 
(m/min) 

주행 속도 
(m/min) 제품 중량 

(kgf) 

[60Hz] [50Hz] [60Hz] [50Hz] 

0.5 DEXM-005MS 1 500 800 Ф7.1 x P21.0 3.0 4.0 3.0 8.3 6.9 10.3 8.5 91 

1.0 DEXM-010MS 1 500 800 Ф7.1 x P21.0 3.0 4.0 3.0 8.3 6.9 10.3 8.5 91 

2.0 DEXM-020MS 2 620 900 Ф7.1 x P21.0 4.0 4.0 4.0 4.2 3.4 10.3 9.0 122 

0.5 DEXM-005MD 1 500 800 Ф7.1 x P21.0 3.0 4.0 3.0 7.7/1.9 7.7/1.9 10.3/2.6 10.3/2.6 91 

1.0 DEXM-010MD 1 500 800 Ф7.1 x P21.0 3.0 4.0 3.0 7.7/1.9 7.7/1.9 10.3/2.6 10.3/2.6 91 

2.0 DEXM-020MD 2 620 900 Ф7.1 x P21.0 4.0 4.0 4.0 3.8/0.9 3.8/0.9 10.3/2.6 10.3/2.6 122 

3.0 DKEHM-030 1 795 1000 Ф11.1 x P33.3 4.0 4.0 4.0 6.5 5.4 10.4 8.6 231 

5.0 DKEHM-050 2 980 1200 Ф11.1 x P33.3 4.0 4.0 4.0 3.2 2.7 12.4 10.3 265 

    2.2.3 전동 커브드 빔 트롤리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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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설치 전 제품의 확인 

     저희 (주)대경 제품은 엄격한 테스트을 거쳐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받으신 후 먼저 아래 기본 장비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제품 본체 

     2) 전원 케이블 

     3) 조작스위치 및 케이블 

     4) 후크 및 후크 홀더 

     5) 로드 체인 

     6) 체인 바스켓 
 

4.2 사양의 확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주문한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1) 용량 (Ton), 전압 (V), 주파수 (Hz) 

     2) 로드체인 길이(양정), 조작스위치 길이, 전원 케이블 길이 

     3) 빔의 사양 (트롤리 빔 사이즈) 

     4) 사양이 다르다면 구입 대리점 또는 당사 영업소로 문의 하십시오. 
 

4.3 특수환경하에서 사용 

     1)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환경 조건이 고온(40°C 초과), 저온(-10°C 이하), 다습(90% 초과) 기타 약품의 영향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 영업소 및 대리점에 상담해 주십시오.  

     3) 특히 저온 조건에서는 금속이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용량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특히 호이스트가 비를 맞게 되면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노천 설치 시 본체를 완전히 

        덮어 비를 막아주십시오. 
 

4.4 안전사항 

     호이스트를 작동하기 전에 작업자는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장갑, 안전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4. 설치 전 유의사항 

             저희 대경에서는 올바르지 않는 이동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보관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1 이동 

          - 제품의 배송 전 호이스트의 포장상태 및 제품이 완전한지 확인하십시오. 

         - 호이스트를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 호이스트를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 호이스트를 작동 하기 전에 주위에 간섭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3.2 보관 

          - 습기가 없고 청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알맞은 덮개를 씌워 먼지나 습기가 닿지 않게 하십시오. 

          - 후크, 체인, 브레이크에 녹이 슬지 않게 보관 하십시오. 

3. 이동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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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 후크 고정형 

<DE, DKEH, DEX-HS/HD 모델> 

[ 그림 5.2 ] 전동 트롤리 결합형 

<DEA(M), DKEHA(M), DEX(M)-MS/MD 모델> 

[ 그림 5.3 ] 로 헤드룸형 

<DELH 모델> 

걸이판(러그) 
(또는 보조걸이) 

지지 후크 

전원 케이블 

멈춤판 

I형 빔 (또는 H형 빔) 

전동 트롤리 
전원 케이블 

매직 헹거 

리미트 스위치판 

주행 리미트 스위치 

안전 랫치 

5.1 설치 방법 

     1) 후크 고정형 (상하 작동) 호이스트는 용량에 맞는 안전한 보조걸이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2) 후크가 보조걸이 및 걸이판에 걸렸을 때는 안전을 위해 안전 랫치가 완전히 닫혀야 합니다. 

     3) 빔의 양측에는 각각 멈춤판, 리미트 스위치판를 반드시 설치하여 호이스트가 빔의 끝까지 

        이동하였을 때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멈춤판의 위치는 트로리 휠 직경의 1/4 이상 높이를 가져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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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케이블 

매직 헹거 

전동 트롤리 

리미트 스위치판 

I형 빔 (또는 H형 빔) 

멈춤판 

주행 리미트 스위치 

5.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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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1 [ 용량별 사용 가능한 빔 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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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정격하중 

(Ton) 
가용 빔 폭 

[mm] 
최소 빔 높이 

[mm] 

전동 트롤리 
결합형 

0.5 75 ~ 125 125 

1 75 ~ 125 125 

2 100 ~ 150 165 

3 100 ~ 150 165 

5 125 ~ 175 150 

7.5 150 ~ 190 150 

10 150 ~ 190 210 

15 150 ~ 190 220 

20 150 ~ 190 230 

전동 커브드 빔 
트롤리 결합형 

0.5 75 ~ 125 150 

1.0 75 ~ 125 150 

2.0 100 ~ 150 150 

3.0 100 ~ 150 165 

5.0 125 ~ 175 170 

로 헤드룸형 

0.5 75 ~ 125 170 

1 75 ~ 125 170 

2 100 ~ 150 170 

3 100 ~ 150 170 

5 125 ~ 175 170 

7.5 150 ~ 190 180 

10 150 ~ 190 180 

15 150 ~ 190 180 

20 150 ~ 190 180 

Notice [알림] 

호이스트의 설치와 사용 전에 반드시 주변 안전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십시오. 

호이스트를 설치할 곳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Caution [주의] 

제품의 설치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중심과 빔 또는 구조물의 중심을 일치시켜 설치하십시오. 

I – Beam 1 ton 2 ton 3 ton 5 ton 

150x75x5.5/9.5 2.7M - - - 

200x100x7/10 4.5M 3.2M 2.6M - 

250x125x7.5/12.5 6.9M 4.9M 4.0M 3.1M 

300x150x10/18.5 - 7.7M 6.3M 4.9M 

450x175x13/26 - - - 9.6M 

* 참조2 [ I – Beam 의 지지간격 선정 ] 

   I – Beam의 지지하는 최대 간격(최대 스판)의 선정 시 아래표를 참조하십시오.  

* 참조3 [후크 고정형 러그의 선정 - 러그길이 60mm 일때 기준] 

후크를 지지할 러그의 선정 시 아래표를 참조하십시오. [재질 S45C 기준] 

용  량 “A”[mm] “B”[mm] “C”[mm] 

1 ton 10T 이상 18 이상 Ø18 이상 

2ton 15T 이상 28 이상 Ø26 이상 

3ton 19T 이상 28 이상 Ø28 이상 

5ton 22T 이상 30 이상 Ø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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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전원 연결 시 반드시 차단기를 확인하고 전원이 내려진 상태에서 연결하여 주십시오. 

2) 손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는 전원을 연결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전원선 중 녹황색 선은 접지선 이므로 정션 박스 내부의 볼트 자리에 연결하여 접지시켜  

   주십시오.  

4) 전원 연결이 잘못된 상태에서 상승 또는 하강 리미트까지 작동하지 마십시오. 

L1 

PE PE 

[ 그림 5.4 ] 

L2 L3 L1 L3 L2 

  Notice [알림] 

  만약 상/하가 반대로 작동한다면 전원 연결이 바로 되지 않았으므로 전원선을 바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 5.2 전원 연결 참조 ] 

“상승” 

“하강” 

“UP” 버튼 

“DN” 버튼 

[ 그림 5.5 ] 

5.2 전원 연결 

     5.2.1 호이스트를 사용 장소에 설치하시고, 전원에 전선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UP” 또는 “DN" 스위치를 

            눌러 시험 작동을 시켜주십시오. 

            만약 "UP" 또는“DN"이 바뀌었을 시에는 전원에 연결된 3가닥의 전선 중 2가닥의 위치를 바꾸어서  

            연결하고 다시 작동하여 주십시오. [그림 5.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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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전 테스트 

     제품을 작동 전에 주변환경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고 사용하십시오.   

      5.3.1 작동 테스트 

              5.3.1.1 후크 고정형 

                        “UP” 버튼을 눌렀을 시 후크가 상승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DN” 버튼을 눌렀을 시 후크가 하강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 참조 : [DKEH-100] 전동 10.0톤 호이스트 



Black Bear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Daekyung Co., Ltd. 
1521-6 Dadae-dong, Saha-gu, Busan, Korea    Tel: +82)51-264-6611  Fax: +82)51-264-6615 

BLACK BEAR HOIST 

5.3.1.2 전동 트롤리 결합형 

“UP” 버튼을 눌렀을 시 후크가 상승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DN” 버튼을 눌렀을 시 후크가  하강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R” 버튼을 눌렀을 시 호이스트가 우측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L” 버튼을 눌렀을 시 호이스트가 좌측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5.3.1.3 로헤드룸형 

“UP” 버튼을 눌렀을 시 후크가 상승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DN” 버튼을 눌렀을 시 후크가  하강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R” 버튼을 눌렀을 시 호이스트가 우측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L” 버튼을 눌렀을 시 호이스트가 좌측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UP” 버튼 

“DN” 버튼 

“R” 버튼 

“L” 버튼 

“상승” 

“하강” 

“우” “좌” 

[ 그림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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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하강” 

“우” “좌” 

[ 그림 5.6 ] 

“상승” 

“하강” 

“우” “좌” 

“UP” 버튼 

“DN” 버튼 

“R” 버튼 

“L” 버튼 

  Notice [알림] 

  만약 상/하, 좌/우가 반대로 작동한다면 전원 연결이 바로 되지 않았으므로 전원선을 바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 5.2 전원 연결 참조 ] 

  Notice [알림] 

  만약 상/하, 좌/우가 반대로 작동한다면 전원 연결이 바로 되지 않았으므로 전원선을 바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 5.2 전원 연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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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비상 정지 버튼 테스트 

          조작 스위치 최 상단의 주황색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버튼이 누름 고정 상태가 되면 호이스트의 

          전원은 자동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 버튼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원상복귀 됩니다. 

5.3.2 리미트 테스트 

        5.3.2.1 상승 리미트 스위치 사용시 

                  상승 리미트 스프링(후크 홀더 끝에 위치)이 리미트 스위치에 닿을때 까지 “UP”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때 상승 동작이 완료되어 상승 리미트 스프링이 리미트 스위치에 닿으면  

                  전원은 자동으로 끊어져야 합니다. * 이때는 “UP”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DN” 버튼 

                  작동만 가능하게 됩니다. 

 5.3.2.3 주행 리미트 스위치 사용시 

           주행 리미트 스위치(트롤리 옆 양쪽 끝에 위치)가 빔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 판에 닿을 때 까지 “L” 또는 “R”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 이 때 트롤리가 빔 끝까지 주행이 

           완료되어 리미트 스위치가 리미트 판에 닿아 스위치가 

           회전하게 되면 전원은 자동으로 끊어져야 합니다. 

        * 이때는 진행방향으로 동작이 되지 않으며 반대방향의 

           작동만 가능하게 됩니다. 
주행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판 

비상 정지 버튼 

원상복귀 시 시계방향 회전 

       5.3.2.2 하강 리미트 스위치 사용시 

                  하강 리미트 스프링(체인 끝에 위치)이 리미트 스위치에 닿을때 까지 “DN”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때 하강 동작이 완료되어 하강 리미트 스프링이 리미트 스위치에 닿으면 전원은 

                  자동으로 끊어져야 합니다. * 이때는 “DN”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UP” 버튼 작동만 

                  가능하게 됩니다. 

[ 그림 5.8 상승/하강 리미트 스위치 작동 ] 

[ 그림 5.9 ] 

[ 그림 5.10 ] 

상승 리미트 스위치 
하강 리미트 스프링 

하강 리미트 스위치 

상승 리미트 스프링 

< 표준상태 > < 상승 리미트 스위치 작동 > < 하강 리미트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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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용 전 점검  

      1) 안전 랫치가 파손되었거나 손상이 있을 시 사용 금지. 

      2) 사용 전 안전 랫치가 완전히 닫혀있는지 확인. 

      3) 후크와 체인등 눈에 띄는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 

      4) 모든 고정볼트, 너트 등의 조임 상태 또는 부착상태가 양호한가 확인. 

      5) 후크의 회전동작이 가볍고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가. 

      6) 기타 호이스트에 이물질이 묻어있지는 않은가. 

 

 6.2 과부하 사용금지  

     1) 호이스트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매달아 올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 입니다.  

     2) 사용시 항상 호이스트 명판에 부착된 기기의 정격 하중을 확인하십시오. 

     3) 호이스트 설계 시 노후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4) 하지만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고려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므로 

         절대 정격하중 이내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하시고 체인 호이스트에 표시된 정격하중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주) : 로드 리미터는 출하 시 설정되어 있으며 초기 설정을 사용자 임의로 개조 하거나 수정을 엄금합니다. 

 

6.3 모터의 과열방지 

      1) 모터의 정격 사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할 경우 열을 충분히 

         발산 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사용하여 주십시오.  

     2) 갑작스런 버튼스위치의 조작은 모터에 무리를 가하게 되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필요이상의 조작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6.4 후크의 이탈방지 

     1) 아래 후크에 하중을 걸때 와이어, 로프 등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걸어 주십시오. 

         이 때 사용 로프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후크걸림부에 안전랫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내지 마십시오.  

     

 6.5 호이스트 개조 사용금지  

      1) 전동 체인 호이스트는 사용자가 무단으로 개조해서는 안됩니다. 

      2) 전동 체인 호이스트는 승객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개조사용을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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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후크에 거는 작업  

      1) 하중보다 낮은 용량의 보조걸이(로프/와이어/걸어 쓰는 체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업 전 보조걸이의  손상이나 변형 여부를 확인 하여 주십시오.  

       

      2) 물건을 안전하게 들어 올리려면 길이 및 용량에 맞는 보조걸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각 작업에 사용하는 보조걸이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단일 하중에 1개 이상의 후크 사용 금지합니다. 

 

      4) 후크의 입구부에 신체의 일부분(ex 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5) 후크를 때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6) 후크에 하중물을 로프/와이어/걸어 쓰는 체인으로 걸 때에는 후크의 중심부에 정확하게  

         걸려야 합니다. 올바르게 걸리지 않을 경우, 하중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중물을 걸고 나서 안전하게 걸렸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후크 끝단에 하중을 달지 마십시오. 

 

      8) 걸려있는 하중물은 항상 균형이 잡혀있어야 합니다.  

          보조걸이(로프/와이어/걸어 쓰는 체인)  등이 기울어 지거나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9) 호이스트를 구조물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10) 하중물을 측면에서 들거나 끌지 마십시오. 호이스트 동작 중 

         조작 스위치 케이블을 당기지 마십시오. 

 

    11) 후크에 보조걸이가 걸렸을 때 안전랫치는 반드시 닫힌 상태여야 합니다.  

         보조걸이 두께로 인해 안전랫치가 닫히지 않는다면 다른 보조걸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후크에 로프를 걸때는 두 로프의 각도(θ)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의 각도(θ)가 지나치게 넓으면 HOOK의 간격을 벌리는 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걸쇠의 파손이나 짐이 낙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짐을 걸 때 로프의 안전한 각도(θ)는 60°보다 적어야 합니다.  

 

 

    13) 체인으로 하중물을 직접 감아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체인을  감아서 사용하면 하중물의 모서리 부에 체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체인의 강도를 저하시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4) 체인은 수직방향의 하중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경사작업은 하중의 중심을 잃게 되어 위험합니다. 

         또한 체인은 가로방향의 당기는 힘 대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꼭 수직방향의 하중에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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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조작 중 주의사항 
 

     1) 호이스트가 하중을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원하는 위치까지 하중물이 상승하는 동안 “UP”버튼 

         스위치를 정확하게 눌러 주십시오. 하중물의 이송 중에 중간 중간 정지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스위치 조작을 삼가 해 주십시오.  

 

     2) 일단 하중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여 상승 작동이 완료되면 “UP” 스위치에서 손을 떼고 

         하중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 후, 다음 동작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모터를 갑자기 역회전 시키는 것은 기계에 충격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터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3) 작업이 진행 중 또는 작업 완료 후 이거나 호이스트가 정지되어 있을 때에도 조작버튼 스위치가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원하지 않는 불의의 동작으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4) 호이스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하중물에 집중을 하고,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중물을 

         매달아 놓지 마십시오. 

 

     5) 하중물 운반시 이동경로 주변을 잘 살피고, 사람 머리 위로 하중물을 들지 마십시오.  

 

     6) 사람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하중물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7) 하중물 밑으로 손과 발을 넣지 마십시오. 

 

     8) 사용 전에 호이스트의 용량을 확인하세요. 호이스트의 용량을 초과하는 하중물을 달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잡아 끄는 식으로 호이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9) 호이스트를 작동하기 전에 체인의 꼬임 및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10) 체인 호이스트의 로드 체인이나 보조걸이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인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에 짐을 약간 들어올려 짐의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인 브레이크가 확실하게 작동 하는지 상하로 몇 차례 시운전을 하여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11) 호이스트의 중심은 빔 또는 지지물의 중심과 일치 되어야 합니다.  

 

    12) 후크에 로프를 걸 때는 이탈의 위험이 없도록 정확하게 걸어 주십시오.  

         후크의 끝단부에 로프가 걸면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13) 하중물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회전시키거나 흔들지 마십시오.  

         하중물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예 : 절단 및 용접)하여서는 안됩니다. 

         옮기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14) 호이스트에 비를 맞게 하면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만약 호이스트를 밖에서 사용 할 경우 

        호이스트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사용하여 비를 막아주십시오. 
 

    15) 하나의 하중물을 두 대의 호이스트에 달아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하중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큰 하중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량을 꼭 확인하시고 하중물의 균형과 수평을 

        유지하여 안전상태 꼭 확인하십시오.  

 

    16) 만약 호이스트에 무리하거나 과도한 하중으로 작동, 또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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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최초 점검 

   

   1) 최초 500시간 사용 후 기어박스 속의 윤활유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그 후는 3개월마다 한번씩 점검하고 보충하거나 교환하여 주십시오.  

      

   2) 호이스트는 습기가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호이스트를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장기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3) 호이스트를 밖에 두게 될 때에는 덮개로 반드시 덮어 주십시오.  

 

   4) 전원 스위치를 반드시 끄고, 다른 사람이 다시 전원을 연결하는 염려가 없도록  처치해 놓으십시오.  

 

   5) 점검 중에는 < 수리중 > 또는 < 검사중 > 등의 표시판을 걸어두어 점검 중 임을 다른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7.2 정기 점검과 조정 

 

    7.2.1 매일 점검 

 
           호이스트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무부하 상태에서)  
 

           - 전력이 바르게 공급되는지와 손상의 징후는 없는지 여부  

 

           - 전압이 정상이고 모터가 작동하는지의 여부  

 

           - 기계의 비정상적인 소음이 나는지의 여부  

 

           - 아래쪽 후크의 안전 랫치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 제반 부품, 리미트 스위치,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  

 

           - 로드 체인에 충분한 윤활 상태 여부  

 

           - 체인바스켓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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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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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매월 점검  

   

 1) 체인점검  

     하중이 걸릴 체인이 늘어났거나 부식했을 때는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알림 : 

          체인의 직경과 내부길이 측정 시 허용 한계치를 벗어난다면 즉시 체인을 교체하십시오. [ 7.5.1 참고 ] 

 

2) 후크 점검  

    후크는 정격 하중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켰을 때는 변형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였거나 때로는 과부하가 걸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크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십시오.  

    입구가 벌어져 있는 등 변형의 징후가 있으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알림 : 

          후크 개구부의 길이측정 시 허용 한계치를 벗어난다면 즉시 후크를 교체하십시오. [ 7.5.2 참고 ] 

   

  3) 리미트 스위치 점검  

      무부하 상태에서 수시로 리미트 스위치를 손으로 밀어보아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 짐이 완전 상승하여 내려오지 않거나 완전히 내려 온 상태에서 상승하지 않거나 하면 리미트 

      스위치를 점검하시고, 파손여부 등 스프링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용량 직경 내부길이 외부길이 
체인 줄 수 참조 

 (Ton) mm(D) mm(P) mm(B) 

0.5 7.1 21 23 1 

1 7.1 21 23 1 

2 7.1 21 23 2 

3 11.1 33.3 36.4 1 

5 11.1 33.3 36.4 2 

7.5 11.1 33.3 36.4 3 

10 11.1 33.3 36.4 4 

15 11.1 33.3 36.4 6 

20 11.1 33.3 36.4 8 

[ 그림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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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매년 점검  

 

 1) 기어박스를 분해하여 기어류, 베어링 등의 마모 또는 손상 등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교체 하십시오.  

 

 2) 라쳇트, 스톱퍼(폴) 또는 브레이크 라이닝에 마모 또는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에는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3) 스톱퍼 스프링의 장력은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점검이 완료되면 재조립하여 윤활유를 새것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5) 최종적으로 무부하 상태에서 2~3회 정도 약 40~50cm 상하작동을 시켜서 이상 소음, 누유 등을 확인하시고 다시     

    하중을 걸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미끄러짐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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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터 브레이크 점검  

     모터측의 마그네트 브레이크 캡이 사용 한계가 다 되었거나 사용 한계를 초과 하였을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하여  

     조정합니다. 

① 

② 

 - 모터 측의 커버를 분리한 후  ① 의 너트 부분을 조절  

   하여 ②부의 간극(GAP)량을 맞춘다. .  * 아래표 참조 

  

브레이크 용량 
간극 (GAP) mm 

조정치 사용한도 

1.5Kw 0.3 0.8 

3.0Kw 0.3 0.8 

[ 그림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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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본   체 

외 관 흠집,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이상음 모터 또는 본체 내부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소리가 나지 않을 것  

사이드 플레이트 마모 및 변형이 없을 것 

감속기어 부분 흠집, 파손, 심한 마모가 없을 것 

로드 쉬브 흠집, 파손, 심한 마모가 없을 것 

로드 체인 

녹 및 흠집 심한 녹 및 흠집이 없을 것 

윤활 상태 오일이 골고루 칠해져 있을 것 

후   크 

  

변형 벌어지거나 늘어지거나 않았을 것 

홀더 부분 흠집, 파손 및 변형이 없을 것 

체인 핀 마모 및 구부러짐이 없을 것 

안전 랫치 안전 랫치(해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전 장 품 

전선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단선이 없을 것 

리미트 스위치 전선 그랜드에서 전선 연결 상태 확인 할 것 

조작 스위치 접점의 접촉, 불량이 없고 확실하게 작동할 것 

모터 과열 현상이 없을 것 

기   타 체인 바스켓 
볼트가 풀리거나 파손되어 주머니가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주머니 내에 이물질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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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윤활 

    최초 500시간 사용 후 기어박스 속의 윤활유(또는 그리스)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그 후는 3개월마다 한번씩 점검하고 보충하거나 교환하여 주십시오.  

용량 
(Ton) 

모델명 
요구량 
(Liter) 

대체 상품 
참조 

TOTAL SHELL MOBIL BP CASTROL FAMM 

0.5~2.0 DEX 1.5 

ELF EPONA 
Z 150 

OMALA 
OIL 150 

MOBIL 
GEAR 
629 

ENERGOL 
GR-XP 150 

ALPHA 
SP 150 

MEROPA 
150 

오일 타입 3.0~7.5 DKEH 4.0 

10.0~20.0 DKEH 4.0 ( 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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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체인, 후크의 사용한계 

    7.5.1 체인 

      - 후크 고정형 

      - 전동 트롤리 결합형 

      - 로 헤드룸형 

용량 치수 (mm)  

참조 
(Ton) 표준치수 (P) 허용한계 표준치수(D) 허용한계 

0.5 21.0  21.7 Ф 7.1 Ф 6.8 

  

1.0 21.0  21.7 Ф 7.1 Ф 6.8 

2.0 21.0  21.7 Ф 7.1 Ф 6.8 

3.0 33.3  34.3 Ф 11.1 Ф 10.6 

5.0 33.3 34.3 Ф 11.1 Ф 10.6 

7.5 33.3 34.3 Ф 11.1 Ф 10.6 

10.0 33.3 34.3 Ф 11.1 Ф 10.6 

15.0 33.3 34.3 Ф 11.1 Ф 10.6 

20.0 33.3 34.3 Ф 11.1 Ф 10.6 

용량 
(Ton) 

모델명 
치수 (mm)  

표준치수 (A) 허용한계 

0.5 DEX 34.0 37.4 

1.0 DEX 34.0 37.4 

2.0 DEX 42.0 46.2 

3.0 DKEH 47.2 51.9 

5.0 DKEH 50.4 55.4 

7.5 DKEH 69.3 76.2 

10.0 DKEH 69.3 76.2 

15.0 DKEH 96.2 105.8 

20.0 DKEH 96.2 105.8 

    7.5.2 후크 

      - 후크 고정형 

      - 전동 트롤리 결합형 

      - 로 헤드룸형 

[ 그림 7.3 ] 

[ 그림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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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5 ] 전동 트롤리 결합형 

<DEA(M), DKEHA(M), DEX(M)-MS/MD 모델> 

클램프 

클램프 

클램프 

7.6 사용 후 보관 

     - 주로 선박 사용시 선체가 기울어 질 때 호이스트가 빔을 따라 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시간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을 위해 호이스트 양쪽 끝에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 그림 7.6 ] 전동 로헤드룸형 

<DELH 모델> 

클램프 
클램프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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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 회로도 

  8.1 DE 0.5, 1.0, 2.0 ton, DEX 0.5 1.0, 2.0 ton , DKEH 3.0, 5.0, 7.5 ton 2점식 회로도 (Single Speed) 

       Model Name : DE-005, DE-010, DE-020, DEX-005HS, DEX-010HS, DEX-020HS, 

                            DKEH-030, DKEH-050, DKEH-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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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DKEH 10.0, 15.0, 20.0 ton 2점식 회로도 (Single Speed) 

     Model Name : DKEH-100 , DKEH-150 , DKEH-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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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DEX 0.5, 1.0, 2.0 ton 2점식 회로도 (Dual Speed) 

     Model Name : DEX-005HD,  DEX-010HD , DEX-020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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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DEA 0.5, 1.0, 2.0 ton , DEX 0.5, 1.0, 2.0 ton ,  DKEHA 3.0, 5.0, 7.5 ton 4점식 회로도 (Single Speed) 

 Model Name : DEA-005, DEA-010, DEA-020, DEX-005MS, DEX-010MS, DEX-020MS,  

                      DKEHA-030, DKEHA-050, DKEHA-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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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DKEHA 10.0, 15.0, 20.0 ton 4점식 회로도 (Single Speed) 

       Model Name : DKEHA-100 , DKEHA-150 , DKEHA-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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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DEX 0.5, 1.0, 2.0 ton 4점식 회로도 (Dual Speed) 

     Model Name : DEX-005MD, DEX-010MD , DEX-02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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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DEX 0.5, 1.0, 2.0 ton 4점식 회로도 (Dual Speed) 

     Model Name : DEX-005MD, DEX-010MD, DEX-02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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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스트 사용 중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판매 대리점에 즉시 연락해서 조치를 받으십시오. 

상  태 확  인 고  장  상  태 처  치  요  령 

호이스트가 
움직이지 
않는다 

전원은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상·하 조작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는다.  

전원을 확인한다.  
버튼을 확실하게 누른다.  

스위치 접점을 깨끗이 한다.  

모터에 소음과 
열이 많이 발생한다. 

입력선이 단선일 경우가 
있으니 결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시동이  
좋지 않고 
출력이 

안 나온다 

단상 작동을 
하고 있는가? 

모터에 소음과 
열이 많이 발생한다. 

전압은 정상인가를 확인한다. 
전원의 단선 또는 전원스위치를 점검 

 작동중에 
모터가 

 정지한다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 되었는가? 

경사 작업 또는 체인이 
꼬였을 경우, 체인이 가이드를 
밀어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 

호이스트가 정지된다. 

로드체인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심한 경사 및 꼬임 상태를 

바로 잡는다. 

접촉 불량 
전원선, 터미널 스위치의  

접촉 또는 접속이 불완전해서 
불연속 작동된다. 

교체 또는 수리를 한다. 

과부하 
모터의 소음과 전류를 

체크한다. 
정격하중 이내에서 작동 시킨다. 

 제동불량 
서서히 계속  

미끄러져 내려간다 
라이닝의 마모가 

예상된다. 
A/S에  

조정 요청을 한다.  

 전기적인 사항 누 전 
본체, 체인등에서  

가벼운 전류를 느낀다 

접지를 완전하게 한다. 
 절연 저항 체크, 스위치의 

수분 증기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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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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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 Dadae-dong, Saha-gu, Busan, Korea    Tel: +82)51-264-6611  Fax: +82)51-264-6615 

BLACK BEAR HOIST 

1) 저희 (주) 대경의 BLACK BEAR HOIST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따른 엄격한 검사를 거친 제품으로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합니다. 

 

3)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입 대리점 또는 당사 영업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제품의 이상 발생시 구입 후 1년간은 무상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유상서비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서비스 처리됩니다.) 

 

 ※ 유상서비스 해당 항목 

 

  - 사용에 따른 소모, 마모성 부품의 교체  

 

  - 사용자측의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고장 및 파손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당사 또는 당사제품 취급점(대리점) 외의 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 일반적인 사용목적 이외의 특수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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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질보증 



Black Bear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Daekyung Co., Ltd. 
1521-6 Dadae-dong, Saha-gu, Busan, Korea    Tel: +82)51-264-6611  Fax: +82)51-264-6615 

BLACK BEAR HOIST 

1)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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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사, 영업소 안내 

TEL 051 - 264 – 6611~4 

FAX 051 – 264 – 6615,    051 – 980 – 0052 

소재지 
ADDRESS 

부산 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21-6번지  ㈜ 대경 

1521-6,  DADEA-DONG,  SAHA-GU,  BUSAN,  KOREA 

2) 영업소 

서울영업소 

대경기공 02 – 2676 – 7781 

부산영업소 

대경상사 051 – 319 – 4352 

대경 서면 영업소 051 – 802 – 6668 

한국기업 051 – 342 – 7878 

대구영업소 

크레텍 책임 기업 053 – 250 – 0760 

목포 영업소 

신원산업 061 – 283 – 3456 

울산 영업소 

에스투엔테크니코 052 – 285 – 0038 



본사/공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3 (다대동) 

전 화 : 051) 264 6611~4             팩 스 : 051) 264 6615,  051) 980  0052 

E-MAIL : dkhoist@korea.com    HTTP : www.dkhoist.com 

(주)   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