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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한 사용 

        저희 ㈜ 대경의 BLACK BEAR HOIST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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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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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것입니다. 트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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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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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교육 

        트롤리를 사용 전에 매뉴얼을 통해 올바른 작동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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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매뉴얼의 사항을 인지한 후 트롤리를 작동하여 주십시오. 

        안전과 작동방법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주의사항 편을 참조해 주십시오. 

1. 트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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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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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품 외형과 각부 명칭 

   * 모델명 & 용량 

모델명 용 량 형 태 참 조 

DPT 0.5~3.0 Ton 플랜 트롤리 

DGT 0.5~100.0 Ton 기어드 트롤리 

DBPT 1.0~3.0 Ton 커브드 빔 트롤리 (플랜 타입) 

DBGT 1.0~30.0 Ton 커브드 빔 트롤리 (기어드 타입) 

2. 각부 명칭 및 세부사양 

① I빔 [또는 H빔] 

② 롤러 

③ 롤러 핀 

④ 사이드 플레이트 

⑤ 로드 샤프트 

⑥ 행잉 플레이트 

⑦ 칼라 

2.1.1 플랜 트롤리 

   * 참조 : [DPT-020] 플랜 트롤리 2.0톤 

2.1.2 기어드 트롤리 

   * 참조 : [DGT-020] 기어드 트롤리 2.0톤 

[ 그림 2.2 ] 

[ 그림 2.1 ] 

③ 

① 

④ 

⑥ 

② 

⑤ 

① 

③ 

④ 

⑥ 

⑧ 

② 

⑤ 

⑦ 

⑦ 

① I빔 [또는 H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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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빔 [또는 H빔] 

② 롤러 

③ 롤러 핀 

④ 사이드 플래이트 

⑤ 로드 샤프트 

⑥ 행잉 플래이트 

⑦ 서포트 플래이트 

2.1.3 커브드 빔 트롤리 (플랜 타입) 

   * 참조 : [DBPT-020] 커브드 빔 트롤리 2.0톤 

2.1.4 커브드 빔 트롤리 (기어드 타입) 

   * 참조 : [DBGT-020] 커브드 빔 트롤리 2.0톤 

[ 그림 2.4] 

[ 그림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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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세부사양 

    2.2.1 트롤리 

형태 모델명 
용량 
(Ton) 

빔 폭 
(mm) 

핸드체인 길이 
[표준] 
(m) 

최소 반경 
(mm) 

빔-후크 간 
최소거리 

(mm) 

제품 중량 
(kgf) 

플랜 
타입 

DPT-005 0.5 75~125 - 800 112 7.0 

DPT-010 1.0 75~125 - 1200 118 10.0 

DPT-015 1.5 75~125 - 1300 157 15.6 

DPT-020 2.0 100~150 - 1300 157 15.6 

DPT-030 3.0 100~150 - 1500 173 28.0 

기어드 
타입 

DGT-005 0.5 75~125 2.5 800 104.5 8.0 

DGT-010 1.0 75~125 2.5 1200 115 12.2 

DGT-015 1.5 75~125 2.5 1300 147 18.5 

DGT-020 2.0 100~150 2.5 1300 147 18.5 

DGT-030 3.0 100~150 3.0 1500 173 30.5 

DGT-050 5.0 125~175 3.0 1600 197 42.5 

DGT-075 7.5 150~190 3.5 2100 242 80.0 

DGT-100 10.0 150~190 3.5 2500 262 114.0 

DGT-150 15.0 150~190 3.5 3200 413 246.0 

DGT-200 20.0 150~190 3.5 - 148 316.0 

DGT-300 30.0 175~190 3.5 - 157 560.0 

DGT-400 40.0 175~190 3.5 - 162 708.0 

DGT-500 50.0 175~190 3.5 - 456 810.0 

DGT-700 70.0 175~190 3.5 - 199 1340.0 

DGT-1000 100.0 175~190 3.5 - 209 1674.0 

    2.2.2 커브드 빔 트롤리 

형태 모델명 
용량 
(Ton) 

빔 폭 
(mm) 

핸드체인 길이 
[표준] 
(m) 

최소 반경 
(mm) 

빔-후크 간 
최소거리 (mm) 

제품 중량 
(kgf) 

플랜 
타입 

DBPT-010 1.0 75~125 - 600 122 20.0 

DBPT-020 2.0 100~150 - 700 168 32.0 

DBPT-030 3.0 100~150 - 800 184 50.0 

기어드 
타입 

DBGT-010 1.0 75~125 2.5 600 142 25.0 

DBGT-020 2.0 100~150 2.5 700 176 36.0 

DBGT-030 3.0 100~150 3.0 800 203 56.0 

DBGT-050 5.0 125~175 3.0 1200 235 80.0 

DBGT-100 10.0 150~190 3.0 1500 279 235.0 

DBGT-150 15.0 150~190 3.5 2000 375 395.0 

DBGT-300 30.0 175~190 3.5 6500 500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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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과 보관 

             저희 대경에서는 올바르지 않는 이동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보관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1 이동 

          - 제품의 배송 전 제품의 포장상태 및 제품이 완전한지 확인하십시오. 

         -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 제품을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 제품을 작동 하기 전에 주위에 간섭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3.2 보관 

          - 습기가 없고 청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알맞은 덮개를 씌워 먼지나 습기가 닿지 않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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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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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체인 

     3) 롤러 / 행잉 플레이트 

 

4.2 사양의 확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주문한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1) 용량 (Ton), 핸드 체인 길이 

     2) 빔의 사양 (트롤리 빔 사이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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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 이하), 다습(90% 초과) 기타 약품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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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히 저온 조건(-20°C 이하)에서는 금속이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 제조사에 

        문의 해주십시오. 

     4)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특히 제품이 비를 맞게 되면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야외 설치 시 본체를 완전히 

        덮어 비를 막아주십시오. 

 

4.4 안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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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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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설치방법 

     1) 트롤리는 제품 용량 및 빔폭 사양에 적합한 I-빔 또는 H-빔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2) 트롤리는 빔이 공장이나 작업장에 설치가 되기 전 빔에 결합하여야 합니다. 

     3) 빔 끝단부에 트롤리 롤러를 밀어 넣어 설치를 하며 롤러가 빔에 정확히 안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트롤리 설치 후 빔의 양측에는 트롤리 이탈 방지를 위한 멈춤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그림 5.1 ] 

행잉 플래이트 
(또는 보조걸이) 

지지 후크 

안전 랫치 

트롤리 

빔 

지지 후크 

안전 랫치 

멈춤판 

[ 그림 5.2 ] 

빔 

트롤리 

(빔 끝단부에 트롤리를 밀어 넣는다)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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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알림] 

제품의 설치와 사용 전에 반드시 주변 안전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십시오. 

트롤리를 설치할 곳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Caution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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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 용량별 사용 가능한 빔 사이즈 ] 

타입 
정격 하중 

(Ton) 

가용 빔 폭 
[mm] 

최소 빔 높이 
[mm] 

플랜 
타입 

0.5 75~125 87 

1.0 75~125 97 

1.5 75~125 103 

2.0 100~150 107 

3.0 100~150 134 

5.0 125~175 138 

기어드 
타입 

0.5 75~125 92 

1.0 75~125 109 

1.5 75~125 133 

2.0 100~150 133 

3.0 100~150 134 

5.0 125~175 138 

8.0 150~190 201 

10.0 150~190 201 

15.0 150~190 225 

20.0 150~190 207 

30.0 175~190 232 

40.0 175~190 232 

50.0 175~190 361 

70.0 175~190 288 

100.0 175~190 330 

▶ 트롤리 

▶ 커브드 빔 트롤리 

타입 
정격 하중 

(Ton) 

가용 빔 폭 
[mm] 

최소 빔 높이 
[mm] 

플랜 
타입 

1.0 75~125 98 

2.0 100~150 102 

3.0 100~150 134 

기어드 
타입 

1.0 75~125 98 

2.0 100~150 102 

3.0 100~150 134 

5.0 125~175 135 

10.0 150~190 210 

15.0 150~190 230 

30.0 175~19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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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 

“우” “좌” “우” “좌” 

5.2.1.2 기어드 트롤리 

         핸드체인을 “A” 방향으로 당겼을 시 트롤리가 우측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핸드체인을 “B” 방향으로 당겼을 시 트롤리가 좌측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 참조 : [DGT-020 / DBGT-020] 기어드 트롤리 2.0톤 

[ 그림 5.4 ] 

“A” “B” 

“우” “좌” “우” “좌” 

“A” “B” 

5.2 사전 테스트 

     제품을 작동 전에 주변환경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고 사용하십시오. 

      5.2.1 작동 테스트 

            5.2.1.1 플랜 트롤리 

                    플랜 트롤리 이동하기 위해 체인블록의 핸드체인을 이용하여 좌우방향으로 끌어 이동하십시오. 

                     * 참조 : [DPT-020 / DBPT-020] 플랜 트롤리 2.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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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용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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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제품에 이물질이 묻어있지는 않은가.  

 

 6.2 과부하 사용금지 

     1) 트롤리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매달아 올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작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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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사의 제품은 설계 시 노후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고려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므로 

         절대 초과하지 말고 정격하중 이내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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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호이스트 개조 사용 금지 

      1) 호이스트는 사용자가 무단으로 개조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6.4 조작 중 주의사항 

      1)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트롤리의 사용시 트롤리에 표기된 안전 하중(SWL)을 꼭 지켜주십시오. 

         만약 용량에 벗어난 하중물을 사용한다면  작업자가 크게 다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하중을 반듯이 수직방향을 유지하여 작동하십시오. 

      3) 하중물 운반시 이동경로 주변을 잘 살피고 천천히 트롤리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4) 하중물 밑으로 손과 발을 넣지 마십시오. 사람 머리 위로 하중물을 들지 마십시오. 

      5) 사용전에 트롤리의 용량을 확인하세요. 트롤리의 용량을 초과하는 하중물을 달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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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중물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회전시키거나 흔들지 마십시오. 하중물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예 : 절단 및 용접)하여서는 안됩니다. 

      8) 트롤리에 비를 맞게 하면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만약 제품을 밖에서 사용 할 경우 

         트롤리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사용하여 비를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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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최초 점검 

   

   1) 트롤리는 습기가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트롤리를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장기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트롤리를 야외에 보관 될 때에는 반드시 덮개로 덮어 주십시오.  

 

   3) 점검 중에는 < 수리 중 > 또는 < 검사 중 > 등의 표시판을 걸어두어 점검 중 임을 다른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7.2 정기 점검과 조정 

 

    7.2.1 매월 점검 

           그림 7.1의 “A”와 같이 롤러와 빔 사이 간격을 확인 후 5.0mm 이상 벌어졌을 경우 트롤리 사용을 

            즉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 그림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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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용 후 보관 

     - 장시간 트롤리의 사용이 없을 시 트롤리가 움직이지 않게 스톱퍼 후크를 이용하여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스톱퍼 후크는 선박용으로만 제공됩니다.) 

7.3 점검표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기준 

본 체 

외 관 흠집, 파손, 변형이 없을 것 

이상음 모터 또는 본체 내부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소리가 나지 않을 것  

사이드 플래이트 마모 및 변형이 없을 것 

감속 기어 흠집, 파손, 심한 마모가 없을 것 

기 타 핸드 체인 핸드체인 작동이 부드러울 것 

빔 

아이 볼트 

트롤리 

스톱퍼 후크 

[ 그림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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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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품질보증 

본사/공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21-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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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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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