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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Part Number DM-20080REV. DATE 10/23/19

설명서는 고객에게 Zamboni® 정빙기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중요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설명서의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따르십시오. 모든 새로운 사용자는 반드시 정빙기의 첫 운행
전에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설명서의 주기적인 검토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정빙기의 운영과 유지보수 시 주의를 기울일 경우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며 안전 운전과 유지 보수를 보증합니다.

귀사의 잠보니 제품 선택에 감사드리며 본 기계에 대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장할 것을 희망합니다.

설명서는 기계의 영구적 구성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계의 재판매시 설명서는 중요한
안전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를 다음 소유자 / 작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 기기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설명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도면 및 사양은 인쇄 시 이용 가능한 최신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사는 본 기기가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ZAMBONI COMPANY LTD.

Zamboni® 및 Zamboni® 정빙기의 구성은 Frank J. Zamboni & Co.,Inc.의 등록상표입니다.

구매일자

정빙기 일련번호



안전 표시

안전 표시

안전 표시
안전 표시는 기본적인 안전 주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기계의 작동 또는 윤활 및 유지 보수 작업 실행 전에 모든 안전, 주의 사항 및 경고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안전

이 표시는 작업자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경우 표시합니다.

DANGER!

이안전표시는작업자의상해및사망가
능성을경고합니다.

WARNING!

이안전표시는부상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장비손상

CAUTION!

이표시는정빙기에서발생할수있는손상
가능성을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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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보호 장치

정빙기보호장치
잠보니 정빙기에 사용되는 보호 장치는 그림1.1 및 1.2.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1.1 정빙기 보호 장치

수직 오거

카플링 커버

컨디셔너 커버 체인 및 도르래 가드,

수평 오거

눈(Snow)

이동 커버

vii



정빙기 보호 장치

그림 1.2 정빙기 보호 장치 –스노우탱크 안전 지지대

스노우탱크 안전 지지대

viii



잠보니 정빙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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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니정빙기사양

구성요소

모터
Parker Hannifin GVM210150 영구 자석 AC모터
(Sevcon Gen4 PMAC 컨트롤러에 의해 구동됨)

유압
전동장치

Sundstrand 가변 배수 펌프 및 고정 변위
모터를 사용하여 풀타임 4WD 

차대(Chassis)
튜브형 강철 프레임, Dana axles의 리어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포함.

타이어
강철 휠의 LT215/75R15 하중 범위 C 등급의
텅스텐 팁 스터드

유압식기계
파워 스티어링에 우선하는 전체 비례 제어
장치.

전기시스템

Lithium Werks의 모듈러 배터리 팩,  Sevcon 
Gen 4 모터 컨트롤러와 전용 DC-DC 
컨버터가 공급하는 12 VDC 시스템.

계측기

모터 제어기,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충전기는 모두 CANbus를 통해 통신한다.
CANbus 데이터는 ifm efector 컨트롤러에
공급된다. 컨트롤러 출력은 모두 다 기능
표시창에 표시된다. 또한, 이 게이지에는 모든
온보드 시스템의 고장 진단 코드가 표시된다.

삭빙날
운전자 조정 가능, 195.6 x 12.7 x 1.27 cm
(77 x 5 x ½ in.)

세척수펌프 12 VDC의 일체형 전자 클러치

컨베이어시스템
25.4 cm (10 in.)직경의 이중 오거
2개(수평/ 수직)



잠보니 정빙기 사양

x

스노우 탱크 실제용량 2.66 m3 (94 ft3) 최대압축용량 3.17 m3 (112 ft3)

제빙수 627 L 166 USG 138 IMP GAL

세척수(opt.) 218 L 58 USG 48 IMP GAL

합계 845 L 224 USG 186 IMP GAL

유압오일 72 L 19 USG 16 IMP GAL

스노우 탱크를 올릴 경우 스노우 탱크를 내릴 경우

길이 4.70 m (185 in.) 3.84 m (151 in.)

높이 3.43 m (135 in.) 2.06 m (81 in.)

폭 2.13 m (84 in.)

휠베이스 1.57 m (62 in.)

휠 트랙 1.37 m (54 in.)

회전반경 4.57 m (15 ft.)

무게 공차:   2660 kg (5860 lb) 물 포함:  3502 kg (7720 lb)

탱크용량

규격

배터리용량

일반배티러 14.1 kWh / 138 Ah

확장배터리 21.2 kWh / 207 Ah



잠보니 정빙기 사양

규격

회전반경

xi



머리말

xii

머리말
• 설명서는 안전, 윤활 및 유지관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설명서는 새 운영자를 위한 참고 자료며,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위한 최신 정보의 자
료 입니다.

• 모든 작업자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잠보니 정빙기의 설명서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 설명서 내의 일부 그림은 실제 운영되는 기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그림상의 보
호 장치와 커버가 없는 것은 그림의 이해를 위해 제거된 것입니다.

• 보호 장치는 항상 정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 제품 디자인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으로 당신의 잠보니 기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판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빙기 또는 출판물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아이스앤스포츠로 문의해 주
십시오.

• 설명서의 지속적인 숙달을 권고합니다.

안전

"일반 안전 사항＂ 장에는 최소 안전 주의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
는 잠보니 기계에 사용되는 경고 라벨을 설명합니다.

제품의 윤활, 유지보수 및 수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사항에 나와 있는 기본 주의사항
을 읽고 숙지하십시오.

작동

설명서에는 시스템 게이지와 스위치, 정빙 및 제어 장치 및 기본 작동 방법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기본 운영 기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잠보니 정빙기의 정빙법과 그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에 따라서 운전자의 기술
은 발전할 것입니다.



일반 안전 사항

일반안전사항

안전

본 항목의 안전 규칙 및 규정은 모든 사항이 아닌 일부 사항을 대표합니다. 캐나다 산업 안전
보건("CCOHS") 뿐 아니라 산업 안전 보건법 ("미국 산업 안전 보건청 (OSHA)")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며 해당 내용이 그대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산업 안전 보건청 (OSHA)의 규칙 및 규정의 전체 목록에 대하여는 연방 관보 제 1910 및
후속 판을 참조하십시오.
CCOHS 규칙 및 규정의 전체 목록에 대하여는 지방 보건 및 안전 규제 기관을 참조하십시오. 
규정은 주 또는 지방에 따라 다르며, 귀사의 잠보니 정빙기를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운영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주요 안전 표시

잠보니 기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적절한 운용, 윤활 및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 설명서는 권장 절차를 설명하며 그 중 일부는 특별한 공구 또는 작업 방법을
요구합니다.

DANGER

본 표식은 부상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기계의 오작동, 급유와 유지보수는 위험과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본기계의작동또는윤활과유지보수작업실행전모든안전주의사항과경고를숙지해야함.

일반 안전 주의사항으로 본 설명서에 안전 항목 및 작업상 위험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제공하고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정
위험 요소의 식별을 위하여 본 기기에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 기계의 소유자는 기계가 작동하는 전체 환경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을 분석,
수행 및 매년 모든 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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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사항

본 설명서 및 기계의 경고 표식은 다음과 같이 식별됩니다 :

DANGER!

이 안전 표식은 신체 상해 또는 사망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WARNING!

이 안전 표식은 신체의 상해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CAUTION!

이 표식은 기기의 손상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DANGER!

제품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은 제품 및 본 설명서에서 구별됩니다.

잠보니는 잠재적 위험을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상 할 수는 없습
니다.

본 설명서와 시스템의 경고는 모든 상황을 포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잠보니에
서 권장하지 않는 절차, 도구 또는 작업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
고 기계가 손상 또는 고객의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오작동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이 필
요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운용, 윤활, 유지 보수 또는 수리 절차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
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잠보니 또는 ㈜아이스앤스
포츠에 무료 상담과 조언을 요청하십시오.

DANGER!

본 설명서의 지시 사항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였으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  부적절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는 위험과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수리 방법
을 ㈜아이스앤스포츠에 문의하십시오 .  적절한 운영 및 유지보수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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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사항

제품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와 관련된 사고는 기본 안전 사항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경고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 및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기계 사양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양 변경은 제품에 부여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앤스포츠 또는 잠보니사에서
최신 정보를 받아 보십시오.

최신 출판물이 필요하다면 ㈜아이스앤스포츠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경고 표식 및 라벨

본 기계에는 다수의 특정 안전 표식이 있습니다. 

안전 표식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만약 글을 읽을 수 없거나 그림을 볼 수 없으면 청소하거나 교체하십시오. 라벨 청소 시 천, 
물과 비누를 사용하십시오. 용매, 가솔린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손상되었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 라벨을 교체해야 합니다. 라벨이 교체될 라벨의 위치에 새
라벨을 부착하십시오. 새로운 라벨에 대한 정보는 ㈜아이스앤스포츠에 무료 상담하십시오.

DANGER!

숙련되고 권한이 부여된 직원만이 본 기계를 작동 할 수 있습니다 .  안전
한 작동을 위해 본 기기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읽고 다음과 같은 경고
를 준수하십시오 :

• 모든 보호 장치를 정해진 위치에 사용합니다. 어떤 보호 장치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적절한 작동을 위해 모든 제어 및 경보기를 점검하십시오.

• “켜짐-꺼짐＂스위치는 항상 중립기어에서 작동하십시오.

• 시동, 회전과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작동시킵니다. 회전하거나,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표면에서는 속도를 늦춥니다. 회전 또는 경사지에 있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 보행자와 장해물, 천장과 부딪히는 사고에 주의하십시오.

• 운전자를 제외한 본 기계의 동승자는 언제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정빙중에는 빙면에 스케이터 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차량 이동중 누군가가 전방에 서있거나 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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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사항

• 장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구조여야 합니다.

• 기계에 연료 취급 및 배터리 교체 또는 충전 시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 제빙수 탱크에 올라서지 마십시오. 탱크가 파손될 수 있으며,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압착또는절단방지

• 장비 및 부속물 하부에서 작업 시 안전 지지대를 사용 하십시오.

• 유압 실린더의 작동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어장치가 움직이거나 유압계통이 파손되면
부착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기계가 이동하거나 작동 중에는 절대로 기계의 조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 기계 결합부가 있는 곳에서 결합 부위의 유격은 조립체의 이동에 따라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합니다.

• 모든 회전 및 작동 부품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 작동중인 휀 날개에서 물건을 멀리 하십시오. 휀 날개에 떨어지는 물건 또는 공구가 튕겨
서 물건 등을 날리거나 절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 고정 핀은 힘으로 타격 시 튕겨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정 핀 구동
시 해당 부근에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고정 핀 타격 시 눈 부상 방지를 위해 보호 안경을 착용 하십시오. 

• 타격 시 칩 또는 다른 파편물이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물건을 타격하기 전에 튕겨나가는
파편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모든 보호 장치는 제자리에 두고 보수하십시오.

화재또는폭발방지

오일

• 유압 오일과 증기는 배기 파이프 및 매니폴드 같은 뜨거운 표면에 접촉 시 가연성이
있어 점화 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뜨거운 기름 및 구성 요소는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피부에 뜨거운 기름 또는 구성
요소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유압 탱크는 작동 온도에서 고열 및 압력상태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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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사항

• 기기 정지 후에만 유압 탱크 필러 캡을 제거하십시오. 필러 캡은 맨손으로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 지지 않습니다.

• 압력 완화를 위해 유압 탱크 필러 캡을 서서히 제거합니다.

배터리

WARNING!

잠보니 모델 450의 배터리 팩은 공장에서 밀봉된 유닛입니다. 배터리
서비스는 숙련된 기술자만 수행해야 합니다.

• 배터리 전해질은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터리
모듈의 케이스를 열지 마십시오.

• 숙련되고 지정된 담당자만이 배터리충전을 담당해야 합니다.

• 배터리 서비스, 교환 및 처리는 적절한 안전 및 환기 시설이 제공된 허가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즉, 눈 세척 세면대, 샤워실 등)

• 점검, 충전 또는 정비 시 배터리 모듈을 스파크나 불꽃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체
인 및 금속 공구를 배터리 상단으로 부터 멀리 두십시오.

• 모든 전기 연결부를 청소하고 조이십시오. 매일 느슨하거나 마모된 전선이 있는
지 점검하십시오. 잠보니 정빙기를 작동하기 전에 느슨하거나 마모된 모든 전기
선을 조이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하십시오.

윤활유

대부분의 윤활유는 가연성입니다.

• 모든 윤활유는 제대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하고 무자격 취급자의 접근을 막으십시오.

• 안전한 장소의 승인된 용기에 모든 기름걸레 등의 인화 물질을 보관하십시오.

• 용접 또는 가연성 유체를 포함하는 파이프 또는 튜브를 용접 또는 산소 절단하지 마
십시오. 용접 또는 산소 절단 전에 불연성 용제로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 기름, 오물 등이 기기에 축적되기 전에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정빙기를 불꽃, 소각 장소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소화기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숙지 후에 설명서에 권장된 대로 서비스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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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사항

전선, 튜브및호스

• 고압선을 구부리거나 충격 주지 마십시오. 구부러지거나 손상된 전선, 튜브 또는 호스
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누수는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느슨하거나 손상된 오일 전선, 튜브 및 호스는 수리하십시오. 수리 또는 교체 시 ㈜아이
스앤스포츠에 문의하십시오.

• 전선, 튜브 및 호스는 신중을 기해 점검하며, 누출 확인을 위해 맨손으로 확인하지 마십
시오.  누출 확인을 위해 보드 또는 판지를 사용합니다. 모든 연결부는 권장 장비로 조
이십시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교체하십시오.:

• 피팅류 손상 또는 누출

• 외피가 벗겨지거나 또는 절단되어 와이어선의 노출

• 외피가 국소적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 호스의 유연한 부분의 비틀림 또는 파손 증거

• 외부 커버에 박힌 파편

• 말단 피팅류 이탈시

• 작업 중 다른 부분과 과도한 마찰, 진동 방지를 위해 모든 클램프, 가드 및 열차
단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운전

잠보니기계를작동하기전에

• 운전석에서만 시스템을 작동하십시오.

• 페달 조작을 안전하게 하도록 좌석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작동하십시오.

• 정빙기는 조명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정빙기 가동 시 상하부 또는 인근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작동 부근에 사람이 없
는지 확인하십시오.

• "작동 금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경고 태그가 키 스위치나 제어장치에 부착된 경우 기기를
이동하거나 작동부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각운전자들은기기와함께제공된 “CIRCLE

CHECK LIST(순회점검)”을숙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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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를 중립으로 이동합니다.

• 기기 및 기기 부근에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 정빙기 이동 경로에서 모든 장애물을 이동시켜 주십시오.

• 장식물, 블록, 기둥, 와이어, 캔, 같은 위험물에 주의하십시오.

• 경적 및 다른 경고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제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탑승 및 하차

• 발판 또는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만 정빙기를 탑승 또는 하차하십시오.

• 탑승 또는 하차 시 양손과 얼굴은 기기를 향해야 합니다.
젖어 있거나 미끄러운 상태일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움직이는 기기에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기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 도구 및 용품 운반 시 기기에 오르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작동

• 모든 교통 규칙 및 경고 표시를 준수하십시오.

• 항상 바닥 하중 제한을 지키고, 기계와 천장과의 간격을 확인하십시오.

• 정빙기를 회전 시 안전 속도로 서서히 회전하십시오.

주차

• 허가된 영역에서만 기기를 주차하십시오.

• 엑셀패달에서 발을 땐 후 기기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합니다.

• 주차 브레이크 활성화합니다.

• 하단에 블록을 놓고 컨디셔너를 내려 놓습니다.

• 키 스위치를 끄고 키를 빼냅니다.

• 가능하면 평탄 지역에 주차하십시오. 기기가 어떤 경사면에 주차된 경우 주차 후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차단하십시오.

•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주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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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사항

유지보수

순회 점검

잠보니 기계의 유지 보수 및 작업자 안전과 최대 서비스 수명을 위해 윤활 및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 철저히 점검합니다. 느슨하거나 이탈된 볼트, 쓰레기 또는 먼지 축적, 오일
누출 및 절단 또는 타이어 파손 여부 등을 잘 점검합니다.

부적절한 윤활 또는 유지 보수는 위험하므로 부상 또는 사망 사고를 초
래할 수 있습니다. 윤활 또는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작동 및
유지 보수 지침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운영자의 지시 사항을 읽고 이해하지 않는 한 기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조작, 부적절한 기계 작동은 위험하며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서비스 담당자 또는 운전자는 기계의 많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작업을 수행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은 구성
요소의 제거 또는 분해 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항상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예방 조치 목록입니다.

• 본 제품을 작동, 윤활 또는 수리하기 전에 기기의 모든 경고 플레이트 및 표식물
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 오거 조작을 중단시킨 후에도 수직 및 수평 오거는 단시간 동안 계속 회전합니다. 
오거 근처에서 작업하기 전에 오거가 완전히 회전을 중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오거 근처 또는 차량 근처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 작업 할 때는 항상 보호 안경과 보호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특히 해머로 기계 또
는 부속 장치의 일부를 두드리는 경우 보호 안경을 착용합니다. 용접 작업 시 적
합한 용접 장갑, 후드/고글, 앞치마 및 기타 보호복을 사용하십시오. 느슨한 옷이
나 찢어진 옷은 착용하지 마십시오. 기계 작업 시 손가락에서 반지 등을 제거하십
시오.

• 잭이나 호이스트를 사용중에는 기계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분해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블록 또는 잭 스탠드를 사용하여 기계를 지탱하십시오.

• 기계를 정비하기 전에 컨디셔너 또는 다른 도구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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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를 장착하거나 분리 할 때 걸쇠 및 손잡이(해당하는 경우)를 사용하십시오. 사용
하기 전에 계단, 통로 또는 작업 플랫폼에서 진흙이나 찌꺼기를 청소하십시오. 사다
리 및 통로를 사용할 때 항상 안면을 기기 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지정된 접근 장
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다리, 비계 또는 작업 플랫폼을 제공하여 안전한 수리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구성 요소를 제거 할 때 적절한 리프팅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허리 부상을 피하기 위
해, 무게가 50 파운드(23kg) 의 구성 부품을 들어 올릴 때 호이스트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체인, 고리, 슬링 등의 상태가 양호하고 올바른 용량인지 확인하십시오. 후크가
올바르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리프팅 눈은 리프팅 작업 중에 가로 방향으로
장착되면 안됩니다.

• 화상을 방지하려면 기기의 뜨거운 부품과 라인, 튜브 및 해당 부위의 고온 유체에 주
의 하십시오.

• 덮개판을 제거 시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두 볼트 또는 너트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덮개나 장치의 반대쪽 끝 부분에 있는 마지막 두 개의 볼트 또는 너트를 점차적으로
뒤로 젖히고 덮개를 느슨하게 들거나 또는 압력을 완화하십시오.

• 기기의 필러 캡, 브리더 및 플러그를 제거 할 때 주의하십시오. 압력으로 액체가 분
산되거나 튀지 않도록 캡이나 플러그 위에 헝겊을 댑니다.

• 동일한 부품 번호의 모든 패스너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교체가 필요할 경우 품질이
더 낮은 패스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터단위의 패스너를 표준형 너트 및 볼트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가능하면 평평한 곳에 주차된 기계에서 수리 작업을 하십시오. 기계를 정지시켜 기
계 상부 혹은 하부에서 작업하는 동안 굴러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용접을 필요로 하는 수리는 적절한 정보와 용접 절차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어야 합니다.

• 적어도 사용된 금속과 동등한 용접 금속 강도를 제공하도록 용접되는 금속의 유형을
결정하고 올바른 용접 절차, 전극, 용접봉 또는 와이어를 선택하십시오.

• 제거 작업 중에 배선을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모서리에 접촉하거나 뜨거운
표면을 문질러 손상되지 않도록 배선을 재설치 하십시오. 유체가 들어있는 라인에
배선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 장치 및 덮개를 포함한 모든 보호 장치가 올바르게 설치
되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수 작업을 수행 할 때 보호 장치나 덮개
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 연료, 윤활유 및 유압 라인, 튜브 및 호스가 느슨하거나 손상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압선을 구부리거나 치거나 구부러진 것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또는 손상된 라인, 
튜브 및 호스를 조심스럽게 검사하십시오. 손으로 새는지 확인하지 마십시오. 핀홀
(매우 작은) 누출은 호스 근처에서 보이지 않는 고속의 오일 흐름을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이 오일은 피부에 스며 들어 신체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골판지 또는 종이
를 사용하여 핀홀 누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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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토크로 연결을 조입니다. 작동 중에 과도한 열, 진동 또는 다른 부품에 마찰되
지 않도록 모든 방열판, 클램프 및 가드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라인, 
부속품 또는 관련 품목이 분리되거나 분리되기 전에 공기, 오일 또는 수도 시스템의
모든 압력을 해제하십시오. 항상 압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모든 장치를 분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압력에 대해 모든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막혔는지 확인하십시오.

• 회전 부품이 손상되거나 접촉 할 경우 기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손상 또는 변형된
제품의 모든 고속 회전 부품은 재사용 전에 밸런싱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 석면이 함유된 부품 취급 시 먼지를 호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먼지가 흡
입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석면 섬유가 포함될 수 있는 잠보니 기기 제품의
부품에는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밴드 및 라이닝 어셈블리 및 일부 가스킷 등이 있
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석면은 일반적으로 수지에 결합되거나 어떤 방
식으로 밀봉됩니다. 석면이 함유된 공기 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취급은 위험하
지 않습니다.

• 석면이 포함된 먼지가 있으면 몇 가지 상식적인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 청소 시 압축 공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석면 함유 물질을 닦거나 분쇄하지 마십시오.

• 청소할 때는 습식 방법 또는 고효율 미립자 공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먼지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승인된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십
시오.

• 작업장에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 준수(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9 CFR 
1910.1001에 규정된 OSHA 요구 사항)

• 석면 입자가 공중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저온에서의보관법

본 정빙기는 -20℃(-4℉) 만큼 저온에서 작동할 때 배터리 용량이 감소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얼음 결정을 생성하여 기계 고장, 단락 및 마모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로를 발생시키는 공기 습도와 관련한 온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배터리 용량은 감소됩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 각 작업주기의 시작 시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을 시, 따뜻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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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동및
유지관리정보

2-1

잠보니 모델 450 정빙기는 최첨단 전기 기기 컨트롤과 기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델
450의 소유자와 운영자는 450 모델이 잠보니 다른 모델과의 작동, 구동 방식(연료, 배
터리) 등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모델 450의 작동 차이는 이전에 다른 잠보니 전기 정빙기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사용
했던 일부 표준 관행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모델 450은 제한된 에너지 공급인 배터리 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 팩은 용량이 크지만 완전히 방전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
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충전 상태를 항상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배터리 충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연료 탱크가 장착된 연료형 정빙기와 달리, 리튬 이온 배터
리 팩이 방전됐을 경우 완전히 충전하는데 최대 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성능
과 가장 긴 배터리 수명을 달성하기 위한 권장 방법은 항상 사용 후 기계를 충전기에 연
결하는 것입니다. 정빙을 완료하고 눈을 버린 후 스노우 탱크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고
기계를 끈 후 충전합니다. 다음 정빙 작업을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충전기
를 끄고 기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충전에 충분한 시간을 둔다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 최대 수명을 위해 배터리 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충전기에 관한 중요한 참고 사항: 충전기는 모델 450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
해 제어된다. BMS는 필요에 따라 충전기로부터 전원을 요청합니다. 

밸런싱 단계에서는 충전기가 켜지거나 꺼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전기 잠보니 모델과는 달리 450 모델은 연료로 구동되는 잠보니의 유압 변속기에 고유
한 동적 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450의 “사용감”은 연료 모델의 운행과 훨씬 더 가깝습
니다.

이미 연료로 작동되는 잠보니 기계에 반영된 광범위한 안전 시스템을 더하여, 배터리 충전 및
기계 전기 구성 요소의 서비스 측면에서 안전한 전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몇 가지 관리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대시 디스플레이에 상태 코드
(진단 메시지)로 표시됩니다. 상태 코드(진단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장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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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빙기의 모터, 구동렬 및 동력장치는 모두 새로운 구성 요소로
서 “중단되었을시＂특별한관리가필요합니다.

기계 윤활 및 예방적 유지보수에 대한 서비스 일정은 매시간, 일별, 주별, 월별 간격으로 수립
되었습니다(450 사용 설명서 참조). 다음에 따라 정기적인 기계 윤활 및 예방적 유지보수를 수
행합니다. 이 일정들은 유능한 정비사가 주기적으로 정빙기와 그 부품을 완전히 점검하는 것
이 좋습니다.

잠보니 모델 450의 전기 모터는 밀봉되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유닛입니다. 배터리 팩도
밀봉된 장치로, 훈련된 공인 기술자만 열어야 합니다. 또한 새 소유자는 ㈜아이스앤스포츠
에 연락하여 서비스 정책을 숙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빙기와 그 다양한 구성 요소의 적절한 유지관리 노력은 장기간 사용 및 훌륭한 서비스로
보상받습니다.

기계 가동

모터를 가동하려면:

• 가속 페달이 중립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오거 조작 손잡이가 중단/중립 인지 확인하십시오.

•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십시오.

• 시동 키를 돌려 키십시오.

• DC-DC 컨버터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모터 제어기에 이어 활성화됩니다 .  
이 과정은 완료하는 데 몇 초가 걸립니다 .  전기 모터는 약 1150rpm으로 시동 및
작동합니다 .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모터 속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 스노우 탱크가 완전히 내려져 있고, 컨디셔너가 들어 올려 졌는지 확인 하십시오.

기계정지

모터를정지시키려면:

• 가속 페달을 중립으로 되돌립니다.

• 오거 조작 손잡이를 중단/중립으로 되돌립니다.

• 스노우 탱크를 비운 후 컨디셔너를 부동 위치로 내립니다.
참고: https://zamboni.com/zamboni-performance-tip-resting-the-conditioner/ 에서 자세히
설명하오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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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속도 스위치를 사용하여 모터 RPM을 아이들 상태로 낮춥니다.

• 스노우 탱크가 올려져 있으면,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십시오.(그림 5.6 처럼).

• 시동 키를 끄십시오.

• 주차 브레이크를 설정합니다.

• 키를 제거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기계충전

• 시동 키 스위치를 끕니다.

• 충전기 전원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충전기의 전기선을 기계의 충전 포트에 연결합니다. 커
넥터를 제자리에 단단히 밀어 넣습니다.

• 충전 커넥터가 닫힐 때까지 몇 초간 기다립니다. 컨트롤러 박스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릴
것 입니다.

• 충전기를 켜십시오. 충전기가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BMS에 연결하며 충전이 시작됩
니다.

• 충전기가 “배터리 충전 상태”(Battery Full) 로 표시되거나 기계 디스플레이에 100% 표시
되면 충전기를 끄고 충전 커넥터를 분리 하십시오.

기계를사용하지않을때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기계를 허가된 장소에 주차합니다.

• 컨디셔너를 부동 위치로 내리십시오. 그 컨디셔너의 무게는 약 1000파운드(약 453kg)
입니다. 이 중량은 보관중에 리프트 바에 매달리거나 유압 시스템에 의해 지지되지 않
아야 합니다. (컨디셔너의 무게를 초과하여) 유압을 낮추면 압력 리프 스프링이 늘어나
기 때문에 컨디셔너를 낮추어야 합니다.컨디셔너 활주면 아래에 두개의 받침대를 놓아
배수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참고: https://zamboni.com/zamboni-performance-tip-resting-the-conditioner/ 에서 자세
히 설명하오니 참고하십시오.

• 오거 조작 손잡이를 중단, 중립으로 돌립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 정빙기 키를 제거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가능하면 평탄한 지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가 경사면에 주차된 경우 주차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차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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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이동시

기계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및 도로 융기부
에서 충격을 받아 튕길 경우 기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은 회피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 지역기관이 고속도로 주행을 허가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빙기 앞뒤로 차량 호송을 권장합니다.

• 운전 시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교통 표식판, 신호 및 법률을 준수합니다.

• 운행 전 컨디셔너가 완전히 들렸는지 확인합니다. 2500RPM의 엔진속도를 초과하면 안됩
니다.

• 먼 거리를 견인하지 마십시오. 트랜스 미션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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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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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신 잠보니 정빙기는 정빙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본기계에
추가된 기술 및 안전 기능은…

...본 기계와 모든 컨트롤을 알고 있는 작업자,

...제대로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작업자,

...현명하게 운전 기술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기기를 운용하는 고객과 운용자에 의하
여 향상될 것입니다.

안전 운전은 고객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는 기계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정빙기 지침서를
철저하게 숙지하도록 권장합니다. 가장 안전한 기계도 잘못 작동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주의
사항이 본 설명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 중에는 :

• 원래 본 기계에 설치된 모든 보호 장치가 제대로 안전하게 작동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 기계를 시동하기 전에 변속기가 중립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동 방향 경로
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 하기 위해 전진 또는 후진하기 전에 항상 기계를 완전히 둘러보
십시오.

• 정빙기는 오직 한 사람의 운전자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금지!

• 정빙기 작동 중 허락된 링크 직원 이외에는 링크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항상 방어
운전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십시오.

• 기기 운행 중 컨베이어, 벨트, 체인 및 기타 작동 부품에서 손과 발을 멀리하십시오.

• 잠보니 기계는 훈련되고 숙련된 운영자들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산업 기계입니다. 경주
같은 오락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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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

컨베이어 조정, 수리, 청소 전에 기기를 끄고 스위치에서 키
를 제거 하십시오. 수직 및 수평 오거는 종료 후에도 일정 시
간 동안 계속 회전합니다. 항상 모든 오거 회전이 중지된 후
에 오거 주변에서 작업을 하십시오. 모터가 작동 중일 때는
절대 오거 근처에서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컨베이어 시스템 일부가 연결 또는 막히면 물로 세척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 장갑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
시오.

오거를 물로 세척하려면 링크에서 기기를 이동시켜 오거 조
작 밸브를 ＂중립(off)" 위치로 하고 키 스위치를 끈 후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기기가 링크에 있는 동안 또는 전원이 켜진 동안 어떠한 경
우에도 작업자는 컨베이어시스템 또는 주변 부속을 청소
하거나 치우면 안됩니다.  이는 작업자에게 잠재적으로 큰
부상 또는 사망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WARNING!

스노우 탱크 , 컨디셔너 및 기타의 들어 올려진 부품 등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 , 발과 몸이 끼지 않도
록 하십시오 . 스노우 탱크 아래에 안전 지지대를 사용합
니다 .

삭빙 날을 다룰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여 취
급하지 않으면 날카롭던 아니던 삭빙 날로 인한 부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기 콘트롤 박스를 잠그십시오 .  인증된 전기 서비스 담당
자만이 컨트롤 박스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WARNING!

기계가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바퀴를 고정시켜 주차
한 후 기계가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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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

정빙기는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운전자와 관리자에게 이러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빙기의 상태가 링크 관리에 핵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 운전자는 연간 1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 모든 새로운 운전자는 첫 작동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경고라벨을 준수하고, 라벨이 없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 작동하지 마십시오.

WARNING!

정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BMS가 오작동하는 배터리시스템을 감지하면 다 기능 배터리
표시창에 고장 코드를 표시합니다. 고장 코드가 표시된 상태에
서는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빨리 수리하도록 하십시오.

DANGER!

모델 450 기기는 96 VDC (명목상)로 작동합니다. 배터리용량은
144Ah~216Ah 사이입니다. 이는 만약 배터리가 직접 방전될
경우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 배터리 수리 시 주의하고, 언제든지 배터리 리드 케이블 접촉 팁을 함께 접촉
하지 마십시오. 전원 커넥터에서 배터리 리드 케이블 제거 전에 배터리 포스
트에서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전기 컨트롤 박스는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전기전문 직원들만
전기 콘트롤 박스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 전기 경고 표시를 읽고 준수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배터리 케이블을 검사하십시
오. 마모 또는 절연 마모 흔적이 보이면 즉시 케이블을 교체해야 합니다.

• 배터리 충전시 스위치 키가 OFF 인 경우에만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충전기 OFF시에만 충전기 케이블을 배터리 케이블에 연결하거나 분리하십시
오.

3-3



아이스링크 공기 질

4-1

아이스링크공기질
잠보니 모델 450은 밀봉된 배터리 패키지를 통해 배출가스 제로 기계로 공기 품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크가 최상의 공기 품질을 갖기 위해서는 링크에서
다음과 같은 잠보니 기계를 적절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가 되어야 합니다.

• 매일 공기 오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수행합니다

• 어떤 공기 오염 기준이나 지침이 적용되는지 숙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환기

적절한 환기는 해당되는 모든 건강 및 안전 기준 또는 지침을 충족시키며 공기질이 향상하
도록 필요한 환기량 입니다.

공기 오염 모니터링

정기적 공기 오염 모니터링은 각 링크가 공기질을 확보하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공기 오염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공기 질 표준 또는 지침은 일산화탄소 가스 (CO) 및 링크 내부의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산화질소 (NO2) 의 양을 규정합니다. 이 가스들은 휘발유, LPG 및 CNG와 같은 화석 연료의 연
소로 배출되는 배기 가스 등 입니다.

아이스 링크 공기 질 또한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
함됩니다.:

• 내부 연소 엔진에 의해 작동되는 에저

• 환기되지 않은 프로판 가열기, 용광로 또는 보일러

• CO2 탱크

• 불순물이 함유된 연료

• 얼음 냉각 시스템 및 가스 (암모니아 또는 "프레온")

• 담배 연기

• 식당 및 공급 업체 장비

• 도료, 화학 약품, 용제 등의 부적절한 보관

시설의 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내 공기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설계되지 않은 경우:

• 부적절한 크기 또는 성능

• 흡입 공기 시스템이 자동차 주차장이나 차고와 같은 다른 오염 지역에서 공기를
유입하는 경우

다음 경기장 출입문 또는 환기 시스템 성능 이외에 공회전 자동차, 버스 또는 트럭조차도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빙기 구성 요소

정빙기구성요소

그림 5.1 정빙기 구성 요소 (전면)

전면

동력장치문

가이드 휠
수평오거

컨디셔너

보드브러쉬
(옵션)

스노우탱크스노우 탱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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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정빙기 구성 요소(후면)

후면

수직오거드라이브

세척수탱크

컨디셔너 체인
보호장치

컨디셔너

제빙수 공급 파이프스퀴지

세척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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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정빙기 구성요소 –운전 조작반

운전석

계기판 제빙수량 조절바 세척수량조절바

날조절 휠

스노우 탱크 작동 조작바

컨디셔너 작동 조작바

오거작동 조작바

세척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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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정빙기 구성 요소 –파워 패키지

보조펌프

유압(드라이브) 펌프

모터 케이블 연결부

파워패키지(모터 와 펌프)

Hydroback (중립 리턴)

모터 마운트

PMAC

모터

충전케이블배터리차단기

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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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구성 요소

그림 5.7 정빙기 구성 요소 –스노우 탱크 안전 지지대

스노우 탱크 안전 지지대

제빙수 탱크 배터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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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구성 요소

배터리팩(battery Pack)

그림 5.8 정빙기 구성 요소 –배터리 팩

연결바
배터리고정기

메인 퓨즈
부틸실링 테이프

(butyl sealing tape)

양극 케이블

배터리모듈

연결케이블

접지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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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구성 요소

배터리충전기

전원 스위치

상태 표시창

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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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구성 요소 –배터리 충전기

그림 5.10 정빙기 구성 요소 –배터리 충전 커넥터



운전석

운전석

컨트롤스위치

그림 6.1 운전조작 영역

계기판

배터리 잔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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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다 기능 배터리 표시창

이 표시장치는 작동자에게 한 눈에 정확한 배터리 충전 수준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팩이 고갈
되는 동안 레벨 바는 녹색에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노란색은 충전량이 30%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기계를 빨리 충전해야 합니다. 15%가 되면 바는 빨간색으로 변하며, 15%에서
운영자는 정빙기를 빙면 밖으로 이동시켜 충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추
가 정확도를 위해 충전 비율도 표시됩니다. 제빙수량 체크 센서가 장착된 경우 배터리 수준 바
아래에 제빙수 수위가 표시됩니다. 모터 작동 시간은 우측 하단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Sevcon 모터 제어기 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모든 고장 코드 또는 경고
도 여기에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6.2 계기판

세척수 펌프(옵션)

보드브러쉬(옵션)

라이트경적

비상 정지 버튼

모터 스피드 스위치

시동 스위치

다 기능 배터리 표시창

타이어세척(옵션)

스노우 탱크 라이트(옵션)

자동스노우 브레이커 / 

수동 동작 버튼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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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기계조작스위치

대시보드에 위치한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기계 기능을 작동합니다:

• 경적

• 라이트

• 보드 브러쉬(장착된 경우)

• 세척수 펌프(장착된 경우) (점등)

• 타이어 세척(점등) (장착된 경우)

• 확장 워터 시스템(Advanced water system)(점등) (장착된 경우)

• 스노우 탱크 라이트

• 자동 스노우 브레이커(점등) (장착된 경우)

• 비상 정지 버튼

각 스위치에는 해당 기능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기의 시동 키는 위치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꺼짐, 켜짐/운행

WARNING!

비상 정지 버튼은 반드시 실제 상황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모터 제어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접점이 열리게
되며, 모든 기계의 기능은 즉시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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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

정빙기 작동

정빙기 운전

정빙기운전전에

WARNING!

설명서 및 교육 동영상을 보기 전에 본 정빙기를 작
동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페달 작동이 가능하도록 좌석 조절 후 정빙기를 운행하십시오.

WARNING!

항상 착석한 상태에서 정빙기를 작동하십시오.

운전시 일어나지 마십시오! 동승자 탑승 금지 하십시오!

보호 장치가 장착되지 않거나 파손 시 본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기계조작

잠보니 정빙기는 익숙한 자동차 스타일의 운전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빙기는 핸들로 조종됩니다. 두 개의 발 페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방향과 가속을 제어하
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유압장치를 통해 원활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속도는 가속 페달과 모터RPM을 사용하여 제어됩니다. 가속페달을 깊이 밟을 수록 기
계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터 속도(RPM)은 모터 속도 스위치에 의해 제어됩니
다.(그림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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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

유얍 변속기(Hydrostatic Transmission)

유압 변속기는 유압 펌프와 모터로 이뤄집니다. 기계의 속도와 이동방향은 가속 페달
을 사용하여 선택 합니다.(그림 7.1). 변속기는 기계를 시동할 때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경우).

기계에는 유압 펌프가 중립에 있지 않을 경우 모터의 작동을 방해하는 중립 시동 안전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시동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중
립 시동 안전 스위치가 활성화 되어 “시동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터 속도(Motor Speed)

모터는 “the Sevcon Gen 4“ 모터 제어기로 제어됩니다. 모터 속도는 1150RPM 공회
전 속도 및 2500RPM 작동 속도 두 가지 속도로 제한됩니다. 속도 스위치(그림 7.1 
참조)는 2개의 로우/하이 선택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의 우측을 밀면 모터
속도가 증가합니다. 스위치 왼쪽을 누르면 모터 속도가 감소합니다. 

모터 제어기는 모터 부하와 무관하게 모터 RPM을 유지합니다. 

정빙 시 모터 속도는 고속(2500RMP)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저속(1150RPM)
으로 설정된 모터 RPM으로 작동하여 모터에 부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동 및 정빙 성능이 저하되고 기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계 속도(Machine Speed)

정빙기의 주행 방향은 그림7.1과 7.2 같이 가속 페달을 밟은 곳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터
스피드는 주행시 1150 RPM, 정빙시 2500RPM으로 설정합니다.

기계 속도는 엔진 RPM(속도 스위치의 선택) 및 가속 페달의 조합에 의해 제어됩니다.

가속 페달(Accelerator Foot Pedal)

가속 페달은 유압시스템으로 작동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은 방향으로 기기가 움직
입니다. 가속 페달은 변속기에서 공급되는 동력의 양을 제어합니다. 페달을 끝까지 밟을
시 최대 속도, 최대 가속도 등을 생성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들어 올리면 변속기에서
전달되는 동력이 느려지고 기계가 느려집니다. 유압식 변속기는 페달에서 발을 들어 올릴
때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가속 브레이크를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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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

속도 조절(RPM) 스위치와 운전 제어

스피드 조절 스위치 브레이크페달

엑셀풋 페달

그림 7.1 운전 제어

그림 7.2 방향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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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

정빙절차

원하는 수준의 빙질을 얻으려면 여러 절차가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 얼음을 삭빙 날로 삭빙

• 스노우 탱크로 정빙 된 얼음을 적재

• 세척수 시스템을 통해 얼음 세척

• 마지막으로 얼음 표면에 물을 공급

다음 쪽의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연습한다면 더 좋은 빙질을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림 7.3 정빙 절차

삭빙 및 눈회수 세척수영역 제빙수 영역

세척수

회수

세척수

출구

제빙수살수관

타월

Squeegee

삭빙날

삭빙날고정틀

수평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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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

정빙방법

빙면작업투입전에

• 제빙수 탱크의 수위를 확인합니다;

• 삭빙 날은 수평 (그림 9.5 참조) 이 되어야 하며, 올바른 각도로
되어야 합니다(그림 9.6 참조);

• 컨디셔너는 완전히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 제빙수를 얼음표면에 살수 할 경우 타월 바(towel bar)가 장착되어 있어
야 합니다.

• 동승자 금지!

빙면에서

WARNING!

사람이 빙면에 있을 경우에는 정빙기를 작동하지 마시오 .

빙면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삭빙 또는 컷팅 작업

• 빙면 세척

• 제빙수 살포

• 보드 브러시, 에저 또는 기타 잠보니 선택형(option) 장비 사용

• 빙면에서 여분의 물 제거

• 빙면에서 슬러쉬 (얼음과 물의 혼합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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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니 작동

삭빙및컷팅

• 정빙기실에서 빙면으로 진행합니다 (그림 7.4 참조).

• 정빙 작업을 시작할 때는 벽체 또는 보드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블레이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빙면 중심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빙면에 컨디셔너를 내일 때 즉시 절단 작업이 시작되지 않도록 컨디셔너를 낮추기 전에
삭빙 날이 내려와 있는지 또는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9장의 ＂삭빙 날 조정＂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컨디셔너 하부에 타월이 접히지 않도록 앞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컨디셔너를 내립니다.

• 빙면에서 앞으로 천천히 운전하면서 컨디셔너를 내리고 즉시 컨베이어(수직·수평 스크
류 장치-오거)를 작동합니다.

컨디셔너를낮추려면:

컨디셔너 조작 손잡이을 완전히 누르십시오. 실린더가 허용된 이동 범위 끝까지 이동할

때까지 작동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릴리프 밸브를 통과하는 유체 흐름으로 생기는 치찰음(칙~~)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컨디셔너는 완전히 아래로 내렸으면 밸브를 중립으로 돌려줍니다.

컨베이어를작동시키려면(오거):

컨베이어 손잡이를 당깁니다. 운전자는 컨베이어 회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
는 창을 통해서 스노우 탱크안에 눈이 채워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직 컨베이어
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노우 탱크가 완전히 가득 차기 전에 컨베이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DANGER!
컨베이어 조정, 수리, 청소 전에 기기를 끄고 스위치에서 키를 제
거 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 일부가 연결 또는 막히면 물로 세척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 장갑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오거를 물로 세척하려면 링크에서 기기를 이동시켜 오거 제어 밸
브를 ＂중립(off)＂ 위치로 하고 키 스위치를 끈 후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기계가 링크에 있는 동안 또는 전원이 켜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자는 컨베이어(오거)시스템 또는 주변 부속을 청소하거나 치
우면 안됩니다.  이는 작업자에게 심각하고 잠재적인 부상 또는 사
망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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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

(옵션) 역회전수직오거사용설명서

수직 오거는 양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빙 작업을 위한 정상 회전
은 밸브 작동 손잡이 근처에 위치한 그림 표식과 같이 전진방향(FORWARD) 입니다.

참고: 수직및수평오거는유압식으로직렬연결되기때문에옵션인역방향오거가활

성화되면두오거는모두역방향으로회전합니다.

오거를 역회전시키면 오거 작동 중 끼어 든 퍽, 물병, 하키 스틱 또는 다른 큰 조각을 치울
수 있습니다. 

역회전시 오거의 밑부분으로 눈이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거 안에 눈이
가득차서 막혔을 경우 역회전으로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눈이 더 압축될 뿐입니다.

역회전 오거 작업을 실행하려면 밸브가 반대 방향으로 구동 될 수 있도록 밸브 정지 밸브
손잡이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역방향 오거 실행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 밸브 손잡이를 느슨하게 풀고 회전시킵니다.

• 오거가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오거의 역회전 동작을 위하여 손잡이를 작동
시킵니다.(오거 손잡이를 내린다.)

• 오거의 회전을 변경하려면 밸브 손잡이를 중립 위치로 이동합니다. 오거가 작동하지
않으면, 잠시 일시 정지 (2-3초) 후 손잡이를 뒤로 작동합니다. 오거가 작동중이면, 손
잡이를 중립으로 이동하여 오거가 완전 정지 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CAUTION!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빠르게 앞뒤로 오거 조작 손잡이를 세게
밀치지 마십시오. 오거 모터에 압력을 줄 경우 파손의 원인이 됩
니다. 게다가 이 작업과 관련해서 생긴 불필요한 고장시간과 손상
된 모터는 보증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
한 손상은 모터 검사 시 명백히 드러납니다.

• 얼음 압축과 오거의 눈 걸림 방지를 위해 오거는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 역회전기능 사용 후, 밸브 손잡이는 정지 위치로 이동합니다.(손잡이의 전진 위치를
차단)

• 역회전기능이 사용된 시간에 따라, 여전히 오거 베어링 모터 결합 상태를 확인하여
결속된 상태여부를 확인합니다. 오거를 역회전시키면 느슨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수직오거는 교대시간 말미에 세척합니다. 일과 작업 중 축적된 모든 물을 배수하기
위해 오거 베어링에 윤활유로 처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오거 베어링에 배 또는 보트
트레일러 고품질 윤활유 작업을 하면 수명을 오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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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빙면 이탈

빙면을벗어나거나
정빙기실: 스노우
탱크를 내리고, 컨
디셔너를 블록 위에
내려 놓습니다. 

필요하다면 물을 담
아 놓습니다.

정빙기실에
서 빙면으로
진입합니다.

그림 7.4 빙면 진입

링크의끝에서 정비 후 컨베이어를 멈춥니다.

컨디셔너를 완전히 들어올립니다.

일반적인정빙작업

정빙기실:  물량과 삭빙 날, 
컨디셔너가 올라가 있는
지 점검합니다.

삭빙 날을 조정한다.

제빙수, 세척수 밸브를 엽니다.

천천히 전진하면서 컨디셔너를

완전히 내리고 컨베이어를 작동시킵니다.

세척수 펌프 가동

패턴의 마지막 바퀴

세척수 펌프를 중단

세척수 잠금
제빙수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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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브레이커사용

운전자는 1분에 여러 번(또는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스노우 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노우 브레이커는 수직 오거 개구부 모서리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노우 브레이커를 사용하려면 스노우 브레이커를 잡고 아래로 눌렀다 놓으면 됩
니다.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기계에는 옵션인 자동 스노우 브레이커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통해 한번 켜면
분당 6회 이상의 동작을 수행합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동 작동 버튼도 있습니다.

빙면세척작업

세척수 시스템은 빙면의 오물 및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세척수 시스템의 사용은 깨끗한 고품
질 빙면을 생성합니다. 

세척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차가운 물로 세척 수조를 채웁니다.

세척수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

• 컨디셔너를 아래로 하고 회전 수평 컨베이어를 회전시키고 기기를 전진시키며 세척
수 밸브를 완전히 개방합니다. 세척수 밸브는 컨디셔너의 우측에 위치합니다.

• 최소한 10 초 동안 밸브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 세척수 펌프 스위치를 켭니다. 스위치의 녹색등은 세척수 펌프 작동 상태를 표시합니
다. 펌프의 클러치가 맞물릴 때 딸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 사용자는 세척수 탱크의 우측에 위치한 세척수 탱크 스크린 바스켓(wash water tank
screen basket) 에서 세척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동이 없는 경우에는 즉
시 펌프를 끄고 세척수 밸브를 닫습니다. 기계를 빙면에서 이탈시킨 후 시스템 장애
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빙작업이 완료되면 세척수 펌프를 끄고 세척수 밸브를 닫는다. 이후 컨디셔너를 들
어 올릴 수 있습니다.

(건조 작업 실행에 의한) 세척수 펌프 임펠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세척수탱크에 물을 보관하
며 세척수 펌프를 켜기 전에 밸브 개방 후 적어도 10초간 대기합니다.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면, 작동되는 임펠러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정빙 작업 후 세척수 탱크 스크린에 포집된 이물질을 폐기합니다.

컨디셔너의 후면 하단에 위치한 스퀴즈의 마모 손상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세척수 시
스템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시 교체해야 합니다. 스퀴지를 교체할 때에는 컨디셔너 활주면과
잘 붙도록 다듬어야 합니다. 틈이나 압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틈으로 물 또는 슬
러시가 방출되어 빙면에 줄무늬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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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수(Ice Making Water)

빙면 생성을 위해 온수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최적의 빙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70 0C 
(160 0F) 온도 이상의 온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플라스틱 제빙수 탱크를 손상시킵니
다.

정빙 작업시 제빙수 사용법 :

• 정빙기를 전진시키며 컨디셔너를 내리고, 컨디셔너의 왼쪽에 있는 제빙수 밸브를 엽
니다.

• 사용자는 개방 밸브를 개폐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작업자들은 너
무 많은 물이 방출되지 않도록 코너 부분, 빙상장의 끝 부분, 하키 골에어라인 부분 등
운전 패턴이 여러 번 중첩되는 빙면 영역에서 물의 유량을 감소시킵니다.

• 정빙작업이 완료되면 컨디셔너를 올리기 전에 밸브를 닫습니다.

보드브러쉬사용

선택형 보드 브러시를 사용하면 빙상장 둘레의 대셔보드 킥플레이트 옆에 수집된 눈과 얼음
을 휩쓸어서 고품질의 빙면 생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을 뿌리기 전에 눈과 얼음을 치우
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셔보드상의 얼음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며, 빙면 테두리 부분
의 얼음을 생성하는데 필요합니다. 

보드 브러시는 일반적으로 빙면 둘레 첫 번째 작업 중에 사용됩니다.

보드브러시사용법:

• 계기판의 보드 브러시 스위치를 켜서 솔레노이드 작동식 컨트롤 밸브(Activate the 
solenoid operated control valve )를 작동 시킵니다.(그림 6.2 참조)

• 제어 밸브의 작동시 보드 브러시 암(board brush arm)은 빙면에 내리면서 정빙기의 좌측
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드 브러시 모터가 작동합니다.

• 브러시가 보드에 접하고 눈을 치우도록 대셔보드에 평행하게 정빙기를 조심스럽게 천
천히 운전합니다. 보드 브러시 암(arm) 에 부착된 롤러는 대셔보드에 접촉되어야 합니
다. 

• 기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컨디셔너가 대셔보드에 최대한 붙여서 운행되야
합니다:

• 컨디셔너의 오거 영역으로 쓸어담아 줍니다.

• 스노우 브러쉬는 코너부분의 대셔보드까지 확장되야 합니다.

• 롤러가 대셔보드와 접촉 시 정빙기는 최상의 브러시 성능을 위한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
다. 보드 브러시 암에는 스프링 작용이 있어 대셔 보드와 기계의 거리가 짧아도 사용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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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옆 빙면을 완전히 한 차례 정빙 작업 후, 보드 브러시는 스위치를 꺼서 원위치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브러시 모터 작동도 중지됩니다.

• 빙면의 잔여 부분에 걸쳐 추가 정빙 작업을 진행합니다.

빙면에서과도한물제거작업

강우 또는 빙면이 녹아 물이 많으면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척수 탱크를 비워야 합니다. 

정빙기는 작업을 수행 중 이렇게 작동해야 합니다:

• 빙면에 있는 동안 모터 스피드는 RPM2500으로 높이고, 컨디셔너를 내립니다.

• 삭빙 날 조정 핸드 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삭빙 날을 얼음표면에 닿지 않게 올
리면(또는 삭빙 날 제거) 물이 삭방 날 아래를 통과하여 세척수 펌프 흡입관에 축적되
도록 합니다. (그림 7.3)

• 수직, 수평 컨베이어를 작동시킵니다. 세척수 펌프를 작동 시킵니다.

• 운전을 시작하고 5초간 기다렸다가 세척수 펌프를 켜십시오. 펌프가 30초 이상 건조
하면 임펠러가 손상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빙면으로 부터 과도한 물은 세척수 탱크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척수 시스
템에서 나오는 물이 탱크안으로 들어 간 후, 물의 영역 위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 세척수 탱크를 채웁니다.

• 세척수 펌프 및 컨베이어를 끕니다.

• 운행을 종료한 후 컨디셔너에 있는 세척수 밸브를 열어 탱크를 비웁니다. 컨디셔너를
내리는 것은 물을 빼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빙면에서 과량의 물을 제거 시, 빈 세척수 탱크에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다시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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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면에서슬러시(얼음과물의혼합물) 제거

정빙기는 작업 수행 중 이렇게 작동해야 합니다:

• 빙면에 있는 동안 모터 스피드는 RPM2500으로 높이고, 컨디셔너를 내립니다.

• 수직, 수평 컨베이어(오거)를 작동시킵니다.

• 삭빙 날 조정 핸드 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삭빙 날이 얼음에 닿을 때까지 조정 합
니다.

• 제거할 슬러쉬의 영역을 통과해 앞으로 전진 합니다.

• 빙면을 떠나 컨디셔너 올리기 전, 컨베이어 오거 작동을 계속하십시오. 이는 정빙 작
업 간에 오거 내부의 슬러쉬 동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컨베이어를 중지합니다. 컨
디셔너를 올리고 폐기 장소로 이동합니다.

• 빙면에서 슬러시를 제거하고 폐기한 후, 물로 컨베이어를 세척합니다.

DANGER!

컨베이어의 조정, 수리, 청소작업 전에 스위치를 끄고 스위치에서 키를
제거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 일부가 연결 또는 막힐 경우 컨베이어는 물로 씻겨져
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 수행 시 장갑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시
오. 

물로 오거 세척 시에는 빙면에서 벗어나서 오거 제어 밸브를 중립 위치
로 복귀하며 키 스위치는 OFF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기계가 빙면에 있는 동안 혹은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어
떠한 경우에도 청소하거나 컨베이어 시스템 또는 주변 부속을 치우거
나 청소하면 안됩니다. 작업자는 심각하며 잠재적인 부상 또는 사망 사
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여분의 물 또는 슬러쉬가 빙면에서 제거되어 스노우 탱크로 이송될 때마다
정빙기 제빙수 탱크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제빙수 탱크 및 스노우 탱크 내
부의 중량은 본 기계에 과부하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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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가빙면을벗어날경우

정빙 작업을 마치고 빙면을 벗어날 때(또는 다른 시간) :  (그림 7.5 참조)

• 세척수 밸브를 잠그고, 워터 펌프 가동을 중단 (해당기능을 사용하였을 때)

• 자동 스노우 브레이커 운영을 중단(해당기능 추가하여 사용하였을 때)

• 삭빙 날을 올립니다.

• 오거를 정지시킵니다. 이는 자동 스노우 브레이커 옵션이 장착된 기계에 특히 중요합
니다. 두 개의 오거가 모두 정지되지 못하면 수평 오거에 접촉하여 스노우 슈트와 작동
실린더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빙수 밸브를 잠급니다.

• 오거를 정지시키고, 컨디셔너 리프트 밸브 손잡이를 조작하여 컨디셔너를 완전
히 들어 올립니다.

• 외부로 적재물을 폐기할 경우, 타월이 더러워 지지 않도록 컨디셔너에서 치웁니다.

빙면 외부 작업

다음 작업은 빙면을 벗어나 외부에서 수행됩니다:

• 가능하다면, 평지에서 스노우 탱크 적재물을 폐기합니다.

WARNING!

스노우 탱크 밸브 손잡이를 작동하여 스노우 탱크를 올립니다. 눈이 떨어
져 내린 후에는 탱크를 내립니다. 탱크를 올려 놓으려면 탱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스노우 탱크 안전 지지대를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DANGER!

컨베이어가 ON 상태에서 스노우 탱크를 들어 올리면 절대 안된다 .  스
노우 탱크를 올린 상태에서 컨베이어 블레이드는 노출되어 작동될 경
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

CAUTION!

스노우 탱크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정빙기는 움직이면 안된다 .  

정빙기는 스노우 탱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수평 상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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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

작동 포인터

정빙작업패턴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정빙작업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림 7.6 정빙작업 패턴

급회전

정빙기는 유압 릴리프 밸브가 장착된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밸브는 바퀴가 어
떤 물체에 걸린 경우 또는 작업자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완전히 핸들을 회전할 경우에 작동합
니다.

운전 중 멈춘 상태에서 작업자는 계기판의 점멸등과 소리로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스티어링 릴리프 밸브 개방으로 작동되고 유체가 밸브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작업자는 또한
컨베이어 속도 저하를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를 열고 액체를 밀어내는데 여분의
모터 동력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회전 작업은 훨씬 부드러워지며 핸들을 “On relief” 로 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하면
컨베이어 속도는 저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계를 조작하려면 작업자는 핸들을 완전히 회전하며 회전 시 핸들을 견고하게 유지
한 후 스티어링 정지를 약간 늦춥니다. 작업자는 릴리프 밸브 개방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on 
relief 상태에 있을 필요없이 회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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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

과도한부하

풀 스피드에서 기계를 운전하는 동안 블레이드를 너무 깊게 내리면 모터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기계 부하가 과도할 경우 모터는 Sevcon Gen4 컨트롤러에서 너무 많은
전력을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계 작동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와 “Lithium Werks"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모두에는 안전 프로토콜이 저장되
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의 손상을 막기 위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모터에 대한 사용 가능한 전력을 제한합니다. 계속적인 과부하로 인해 모터
제어기에 의한 정지가 발생합니다. 배터리 팩의 과다 방전이 지속되면 BMS에 의해 기계가
정지됩니다.

모터 RPM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계의 부하를 줄이십시오.:

• 가속 페달을 들어 기계의 속도를 늦춥니다.

• 삭빙 날 깊이(얼음 절삭량)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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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시스템

급수 시스템

그림 8.1 급수 시스템

세척수탱크

세척수회수호스(B)

세척수펌프

A. 파이프A는(그림 8.2) 워시 워터 탱크로부터 컨디셔너에 물을 공급합니다.

B. 호스 B(그림 8.1)를 사용해 컨디셔너에 들어 있는 물을 세척수 펌프에서 파이
프 B를 통해 세척수 탱크로 다시 운반합니다. 물이 재사용 될 수 있게 여과 스
크린을 거칩니다.

C. 파이프 C(그림 8.2)에 부착된 호스 C(그림에 없음)는 제빙수 탱크에서 제빙
수 밸브를 통해 물을 컨디셔너로 공급합니다.

선택형(옵션) 연결 밸브

D. 세척수 교환 밸브 D (그림 8.2)를 열어서 제빙수 탱크에 세척수 탱크를 연결하
여 제빙수 용량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밸브를
열기 전에 세척수 탱크를 깨끗이 씻어 내십시오. 중요 사항 : 제빙수 탱크가 반
쯤 비워질 때까지 이 밸브를 열지 마십시오. 제빙수 탱크가 가득 차있을 때 밸
브를 열면 세척수 탱크에서 물이 넘칠(오버플로우) 수 있습니다.

세척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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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시스템

제빙수 파이프
(C)

세척수전환밸브(D) 선
택형(옵션)

세척수파이프
(A)

세척수공급파이프

세척수출구

(양쪽 컨디셔너 끝에)

세척수운반

(흡수)

삭빙날조정 나사 & 

그리스주입구

그림 8.2 컨디셔너 밑면

호스 (B)

8-2



급수 시스템

세척수회수

세척수필터 세척수탱크커버

제빙수 주입구

제빙수 탱크

제빙수 탱크 커버

그림 8.3

용량초과
배출구

제빙수 시스템

그림 8.4 세척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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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빙 날 관리

삭빙날관리
정빙기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삭빙 날을 예리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건은 링크에 따라
다르지만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삭빙 날은 무뎌지므로 5~7일간 작업 후 재연삭할 필요가
있습니다.

WARNING!

삭빙 날은 매우 날카로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블레이드가 날카
로운 여부를 불문하고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날카롭거나 둔하거나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갑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삭빙날 칼
집에 넣은 상태에서 취급하십시오. 삭빙 날 교체 또는 컨디셔너 아래에 접근
시 컨디셔너 아래에 날 받침대를 둡니다.

삭빙날교체

삭빙 날 교체 시 볼트가 체결될(그림 9.4) 삭빙 날 표면이 쳥결한지 살펴보십시오. 조립 전 볼
트에 WD40 등의 부식 방지 윤활유를 도포합니다. 이것은 스테인레스강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삭빙 날 볼트 교체 시 우선 중심부 너트를 단단히 체결하고 점점 바깥쪽
으로 향해 순서대로 체결합니다. 외부볼트는 마지막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제거 후, 사용된(날이 무딘) 삭빙 날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연마하여야
합니다. 연마에 관한 부분은 연마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삭빙 날은 240-260 각도로 날카롭
게 연마되어야 합니다.

새 삭빙 날

날이 신 제품인 경우 구멍의 앞 열(FRONT row)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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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빙 날 관리

사용된삭빙날

삭빙 날 너비가 10㎝(4인치) 이하인 경우 구멍의 뒷 열을 사용합니다.

참고: 삭빙 날은 너비가 7.5 ㎝(3인치)이하가 되면 폐기 하십시오.

컨디셔너삭빙날조정

양쪽 삭빙 날 높이를 조정하는 스크류를 조정하여 컨디셔너 활주면과의 수평을 맞춥니다.

양쪽조절스크류

그림 9.1 컨디셔너 삭빙날조정

컨디셔너활주면

아래로 위로

후면뷰

컨디셔너활주면삭빙 날

삭빙날 높이조정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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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빙 날 관리

핸드 휠

센터핸드휠(center hand wheel)로 삭빙 날 각도를 변경한다. 삭빙 날이 각 활주면(러너)과 수
평이 되어 있으면 핸드휠 조종으로 삭빙 깊이를 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9.2 센터 핸드휠조정기

삭빙날 컨디셔너활주면

측면 뷰

센터핸드 휠 위 아래

삭빙 날 수평 조정에만 사용

9-3

삭빙 날 수평 조정에만 사용

아래에표시된화살표는삭빙날을낮추기위한회전작업상태를보여준다.

우측조정 스크류좌측 조정 스크류

삭빙 날각도 및삭빙량조정

그림 9.3 삭빙 날조정시스템



삭빙 날 관리

그림 9.4 삭빙 날고정대

삭빙 날 홀딩바의 끝은 약 0.2cm(약 0.08“) 높이가 깎여서 가공 작업됩니다. 그러면 삭빙은
매우 예리해집니다.
삭빙 날은 장착 할 때, 우선 두 개의 중간 볼트 체결 후 점차 바깥쪽으로 작업합니다.

WARNING!

삭빙 날은 매우 날카로우므로 가능한 날 덮개를 씌우고 처리
하여 절단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삭빙 날을 교체 시 컨디셔너
아래에 블록을 받칩니다.

0.2㎝

삭빙 날 장착

삭빙 날 고정대(5K-78890) 삭빙 날(5K-33630)

볼트결합순서

삭빙날 고정대

삭빙날

삭빙 날 고정대의 가공 표면 삭빙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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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빙 날 관리

칼날 각도 및 절단 깊이 설정 방법

1 단계: 센터 핸드 휠 컨트롤러를 회전시켜 칼날 각도 조정판(그림 9.6)과 칼날의 각도를
약 10o 로 설정 합니다.

2 단계: 칼날의 선단부를 두개의 컨디셔너 활주부(runner)와 수평으로 맞춥니다. 아래 그
림과 같이 정렬 상태 확인을 위하여 와셔, 큰 동전 또는 삭빙 날 조정 도구(부품번호. 84-0
1100)를 사용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WARNING!

날이 날카로우므로 주의하십시오.

참고: 0.2cm(0.08“) 삭빙(그림 9.4)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깎이므로(heavy cut) 삭빙 날을
약간 상승시키기 위해 핸드 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12.7cm(5")의 새
날의 경우 4바퀴 회전은 0.2cm(0.08“) 만큼 날을 올립니다.).

삭빙날컨디셔너활주면

삭빙날 높이
조정기

삭빙날 조정기

삭빙날 조정기를 컨디셔너 활주면 아래로
움직여봐서 평면이 될 때까지 조정합니다.

그림 9.5 컨디셔너 활주면과칼날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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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빙 날 관리

삭빙날각도조정그림

삭빙 날 각도 그림은 컨디셔너 내부 좌측면에 위치합니다 .
(그림 9.6 처럼). 삭빙 날 고정대가 정렬되면 삭빙 날 각도는 약 10°이다.

그림 9.7 삭빙 날각도조정기

그림 9.6 삭빙 날각도조정 그림

삭빙 날 각도 조정 도구(84-01100)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각진 면을 삭빙 날 아
래쪽에 놓습니다. 공구의 평면이 활주부와 평행하면 블레이드는 제대로 각도가 잡힌
상태입니다.(그림 9.7 처럼).

삭빙날 고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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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빙날 각도그림

삭빙날 각도그림

잘못됨: 각이너무없음 잘못됨: 각이 너무 큼 정답: 100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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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장력은 이제 작동 모드에서 적절한 다운 압력에 맞춰 설정됩니다.

참고 : 아래로 누르는 스프링 (부품 번호 1L-67540)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평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프링 수명을 늘리려면 컨디셔너를 압력을 가하지 않고 바닥 블록 위에 정빙면 사이에
낮추어야 합니다.(기계가 들어 올려지면 않됩니다.)

삭빙 날 관리

컨디셔너 다운 압력

컨디셔너 하부 압력 시스템의 목적은 삭빙 날에 하향 압력을 가하여 기계의 절삭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향 압력 스프링 조정 절차

• 컨디셔너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면 바닥이 깨끗해집니다.

• 잠금 너트 A를 느슨하게 하십시오.

• 고정 나사 B를 풀고 스프링이 "손으로 조여질 정도"로 조이십시오. 렌치를 3 ~ 4 회 완전
하게 조이십시오.

• 잠금 너트 A를 조입니다.

• 위의 과정을 반대편에서 반복하십시오.

B (1/2" 13 ㎜ 렌치)  

A (3/4" 19㎜ 렌치)

부품 번호. 1L-6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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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잠보니 에저

삭빙 날 관리

에저사용

아이스 링크의 일반적인 작업을 하다보면, 빙면 가장자리가 눈으로 쌓이는 경향이 있
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축적물로 인하여 정빙 작업이 어렵고 주변 스케이트 이용자
에게 안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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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에 얼음 축적(경사)

으로 삭빙 날은 적절한 절삭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잠보니에 에저를 부착.

컨디셔너에 부착하여 보드
인근 링크 주위를 1차 작
업.

잠보니 파워 에저.

테두리를 깍아 내기 위하여
필요시 에저로 수작업.

테두리 부분 작업 후 보드 인
근을 잠보니로 작업하며 정빙
패턴 완료.



그림 9.9 부착형 에저

삭빙 날 관리

부착형 에저

컨디셔너 운전석 측면에 에저를 탑재시킨 후 아래와 같이 세 곳에 볼트로 단단히 결속합니
다. 두개의 삭빙 날 조정 세트 나사를 돌려 에저 삭빙 날의 절삭 깊이를 조정 할 수 있습니
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 운용 시 에저를 사용합니다:

• 보드 옆으로 천천히 운전 작동합니다. 컨디셔너를 충분히 낮춥니다. 삭빙 날 조정 핸드 휠
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컨디셔너 삭빙 날을 올립니다.

• 컨베이어를 작동합니다.

• 에저를 대셔보드 가장자리에 붙이며, 보드 측면을 따라 1~2 바퀴 삭빙합니다.

• 에저 조립품을 분리합니다.

•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이스 링크를 정빙합니다.

CAUTION:

에저를 사용할 때 천천히 운전합니다. 에저를 사용하는 동안, 정빙기의
앞면이 벽으로 당겨질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에저 삭빙 날을 날카롭게 유지한다.

에저 고정 볼트

삭빙날 고정스크류

삭빙날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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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작동

비상작동

비상핸드펌프

비상 핸드 펌프는 운전석 발판 옆에 위치합니다. 펌프 핸들은 반드시 운전자가 비상시
에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목적: 비상 핸드 펌프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컨디셔너 또는 스노우 탱크를 올리
기 위해 사용 됩니다.

비상 핸드 펌프 작동

원하는 기능을 작동하면서 핸드 손잡이를 펌핑하십시오. (그림 10.1).

컨디셔너를올릴려면 핸드 펌프 손잡이를 펌펑하는 동안 컨디셔너 이동 밸브 손잡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스노우 탱크를 올리려면 핸드 펌프 손잡이를 펌펑하면서 스노우 탱크 이동
밸브 손잡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유압 탱크 내의 유압 오일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펌프 손잡이

그림 10.1 핸드펌프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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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작동

비상 유압 바이패스 벨브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기계를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압 펌프에 있는 비상
바이 패스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그림 10.3 참조).

이 밸브는 유압 펌프에 위치하고 엔진 실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칠해져 있
습니다.(위치는 그림 5.5 및 10.3 참조). 바이 패스 밸브를 열려면 흡입 호스에 묶어서 제공
된 조정 도구(부품 번호 84-05870)를 사용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2회전 시키십시오.

바이페스 장비 바이패스 벨브

그림 10.2 비상 유압 바이패스 벨브

참고:

• 이 시스템은 기계를 천천히 밀거나 당기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바이 패스 밸브는 정상 작동을 위해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 견인 거리를 연장하려면 드라이브 샤프트를 분리합니다.

• 견인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 기계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되면 항상 밸브를 닫습니다. 바이 패스 공구를 유
압 호스에 다시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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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작동

유압오거정지

모델 450 정빙기는 오거 유압 정지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밸브는 스노우 탱크의 전
면에 위치한 전기 스위치로 제어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1) 스노우 탱크가 내려가면 밸브가 열려 오거를 회전시키는 유압 모터로 흐를
수 있습니다.

2) 스노우 탱크가 올라오면 밸브가 닫혀 유압 모터로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3) 스노우 탱크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오거를 후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
게 하면 모터에 큰 부담이 가해져 커플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 기계가 작동하고 스노우 탱크가 아래(작동) 위치에
있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에 항상 전원이 공급됩니다. 밸브의 코일은 기계가 작동하는 시간에
따라 뜨거워 질 수 있습니다.

밸브코일

유압 밸브

전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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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유압오거정지



비상 정지

비상 작동

비상 정지버튼

Zamboni 모델 450 정빙기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터 제
어기에 대한 모든 전원이 즉시 차단되고 기계는 즉시 정지합니다. 비상 정지 버튼을 재 설정
하려면 이 버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WARNING!
비상정지버튼은반드시실제상황시에사용되어야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모터 제어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접점이 열리게 됩
니다. 모든 기계의 기능은 즉시 중지 됩니다.

그림 10.4 비상 정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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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코드

상태코드
모델 450에 사용되는 “the Sevcon Gen4™" PMAC 컨트롤러와 “the Lithium Werks“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고급 온보드 진단, 문제 해결 및 차량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 기능
배터리 표시창(그림 11.1)은 배터리 충전 상태, 컨트롤러 작동 시간 및 상태 코드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11.1 다 기능 배터리 표시창

운영 시간

경고, 고장및 자동 종료 모드

기계는 운전자에게 부적절한 작동 조건을 경고하는 다양한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경고는 다 기능 배터리 표시창(충전 상태가 낮음, 모터 또는 컨트롤러가 과열됨, 배터리
모듈이 과열됨)을 통해 표시됩니다. 모든 경우 상태 코드는 다 기능 배터리 표시창에 표시됩
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기계의 성능이 저하되기 전에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할 것이며, 이
시간을 이용해 오거를 끄고, 컨디셔너를 들어올린 후 빙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계에 심
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시에는 자동으로 즉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
델 450의 자동 정지의 주된 원인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배터리가 과도하게 소모되기 때문
입니다. 모든 경우 경고 또는 고장 코드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이
스앤스포츠로 문의하여 해결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배터리용량

상태 코드 영역

WARNING!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의해 모델 450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반복
하여 키 사이클(시동/종료)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최소 용
량 이하로 사용되어 서비스 요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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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코드

상태

코드
고장 내용 해결방안

F17003
배터리
부족 중단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음 배터리 충전

F18002 장치 과열
컨트롤러 온도가 너무
높음. 모터 전원 감소

컨트롤러 냉각 필요

F37003
컨트롤러
전원 손실

키가 꺼져 있을 때
전송되는 고장 코드

키 끄고, 3초 대기, 키
켜기

F61003
낮은 충전
상태

배터리 용량이 30%이하
일 때

배터리 충전

F62004
커넥터 분리
요청

과 방전을 방지하는 BMS 
보호 조치

배터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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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경우 디스플레이 하부에 상태 코드가 표시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상태
코드는 표 11-1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는 중요한 서비스 및 구성 요소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코드를 사용하므로 코드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보관관리 정보

보관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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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실

보관영역

본 기계에 사용되는 대량의 물로 인하여 얼지않는 실내의 방에 보관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관
소는 가능한 한 링크의 가장자리에 있어야하며 정빙기실과 링크 사이 표면은 오물이 빙면에
축적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합니다. 정빙기실과 빙면, 진입통로는 동일한 높이가 되어야 합
니다.

바닥배수설비

정빙기실 바닥은 정빙기에서 여분의 물과 녹는 눈이 흐르도록 충분한 크기의 바닥과 배수구
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종료후 보관 (실내)

정빙기실 바닥은 정빙기에서 여분의 물과 녹는 눈이 흐르도록 충분한 크기의 바닥과 배수구
가 있어야 합니다. 기계를 충전기에 연결하고 충전기를 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은
충전기를 제어하고 이 시간 동안 배터리 모듈을 충전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여름철(장기) 보관관리팁

• 물탱크를 모두 비웁니다. 제빙수 탱크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부식 문제는
없습니다. 세척수 탱크는 아연위에 에폭시(방수) 코팅을 하였기에 매년 커버를 제거하
고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코팅작업을 해야 합니다.

• 유지 보수 자료에서 권장하는 대로 베어링 표면에서 수분을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섀시와 정빙기 부위에 윤활유를 처리합니다.

• 가능하면 건조한 밀폐된 지역에 기기를 보관합니다.

• 가능하면 기계를 평지에 주차하십시오. 만약 기계가 경사면에 주차될 경우 굴러 내려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기계를 블록에 올려 중량이 타이어에 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매달 최소 1시간 동안 충전기를 연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듈 밸런스가 유지되
고 배터리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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