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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본 설명서는 고객에게 정빙기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중요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Zamboni® , 

준비되었습니다.

설명서의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따르십시오 모든 새로운 사용자는 반드시 정빙기의 첫 운행 전에 , . 

매뉴얼을 읽으십시오 설명서의 주기적인 검토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필요합니다. .

정빙기의 운영과 유지보수 시 주의를 기울일 경우 본 기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며 안전 운전과 유지 보수를 보증합니다.

귀사의 제품 선택에 감사드리며 본 기기에 대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Zamboni 

보장할 것을 희망합니다.

본 설명서는 본 기기의 영구적 구성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설명서는 판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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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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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일자                        

빙상 정빙기 일련번호                           

이 책은 지난 년 월에 개정되었습니다2015 10 .                   Part Number DM-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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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표시

안전 표시는 기본적인 안전 주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본 기기의 작동 또는 윤활 및 유지 보수 작업 실행 전에 모든 안전주의 사항 및 경고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개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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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전 표시는 작업자의 상해 및 사망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이 안전 표시는 부상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장비 손상

이 표시는 정빙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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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보호대

정빙기에 사용되는 보호대는 그림 및 그림 에 표시되어 있다Zamboni 1.1 1.2 .

그림 1.1 정빙기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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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빙기 보호대 스노우탱크 안전 지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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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사양Zamboni 

Engine

Mitsubishi 2.4L SOHC L4

Fuel Types: Gasoline, Propane (LPG), Natural Gas

(CNG). Available as dual fuel (Gasoline / Propane,

Natural Gas / Propane) or dedicated fuel.

Load sensing electronic governor enables true “handsfree”

operation by the driver.

Hydrostatic 

Transmission

Sundstrand variable displacement pump and

fixed displacement motor create a full time 4WD

hydrostatic system.

Chassis
Tubular steel frame, Dana axles with rear leaf spring

suspension.

Tires
Steel belted radial LT215/75R15 load range C rated

with tungsten tipped studs.

Hydraulics
Full proportional controls with priority to power

steering.

Electrical System 12 VDC system with 70 Amp alternator.

Instruments

CAN driven 3 in one gauge featuring tachometer, oil

pressure and coolant temperature. Multi Function

CAN unit capable of displaying multiple engine

signals as well as service intervals. Overheat,

alternator and oil pressure warning lights and

audible alarm. Water pump switch, ignition switch,

horn button, fuses, gasoline fuel gauge.

Ice Shaving Blade 
Driver Adjustable, 195.6 x 12.7 x 1.27 cm (77 x 5

x ½ in.)

Wash Water Pump 12 VDC with integral electro-magnetic clutch.

Conveyor System 
Two 25.4 cm (10 in.) diameter double flited augers

(horizontal /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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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용량

스노우 탱크 실제 용량 2.66 m3 최대 용량  / 3.17 m3

아이스메이킹 워터 627 L 166 USG 138 IMP GAL

워시 워터(opt.) 218 L 58 USG 48 IMP GAL

합 계 845 L 224 USG 186 IMP GAL

유압 오일 72 L 19 USG 16 IMP GAL

가솔린 41.6 L 11 USG 9.2 IMP GAL

프로판(LPG) 권고30 L **

천연가스(CNG) 120 L 32 USG 26 IMP GAL

탱크를 잠보니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

규격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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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베이스 1.57 m (62 in.)

휠 트랙 1.37 m (54 in.)

회전 반경 4.57 m (15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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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명서는 안전 운전 윤활유 작업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본 설명서는 신입 작업자에 대한 지침서이며 경력 작업자에 대한 재교육 지침서입니다.

모든 작업자는 본 기기 작동 전에 본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빙기에 대한 본 설명서를 Zamboni 읽고 이해하고 준수하십시오, , .

일부 그림은 본 기기와 차이점이 있는 세부 사항 또는 부속서를 보여줍니다 보호대 및 커버는 설명 목적상 .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호대는 정 위치에 두십시오!

제품 디자인의 개선과 발전이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명서와 귀사의 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정빙기 또는 본 설명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는 아이스앤스포츠에 문의해 Zamboni 

주십시오.

본 설명서의 지속적인 검토를 권고합니다.

안전

일반 안전 사항 섹션은 최소한의 안전 주의사항을 열거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섹션은 잠보니 머신에 부착된 “ ” . 

경고 표시를 설명합니다 정빙기의 운용 윤활 및 유지 보수 수리 전에 이 안전 항목의 기본 주의사항을 . , , 

읽고 이해하십시오.

작동

본 항목에서는 시스템 게이지 및 스위치 정빙기 및 장착된 컨트롤 및 기본 운영 기술에 대한 설명을 ,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 설명된 작동 기술은 기본 사항이며 작업자는 정빙기의 지식과 그 . , Zamboni 

성능을 획득함으로써 능력과 기술이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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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사항1. 

안전

본 표시는 부상 가능성을 경고 합니다.

본 항목의 안전 규칙 및 규정은 모든 사항이 아닌 일부 규정을 대표합니다. 캐나다 산업 안전 

보건 뿐 아니라 산업 안전 보건법 미국 산업 안전 보건청 은 규칙과 규정이 그대로 ("CCOHS") (" (OSHA)")

복제되었다는 진술 없이 상세 설명되었다. 미국 산업 안전 보건청 의 규칙 및 규정의 전체 목록에 (OSHA)

대하여는 연방 관보 제 및 후속 판을 참조하십시오1910 .

규칙 및 규정의 전체 목록에 대하여는 지방 보건 및 안전 규제 기관을 참조하시며 규정은 주 또는 CCOHS ,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의 정빙기를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운영 하십시오. Zamboni .

주요 안전 사항

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정기적이며 적절한 운용 윤활 및 유지 보수가 중요합니다Zamboni , . 

매뉴얼은 권장 절차를 설명하며 그 중 일부는 특별한 공구 또는 작업 방법을 요구합니다.

오작동 윤활 및 유지 보수는 위험과 상해 및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의 작동 또는 윤활 및 유지 보수 작업 실행 전 모든 안전주의 사항과 경고를 숙지하십시오.

기본 안전주의 사항으로 본 설명서에 안전 항목 및 작업상 위험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 

제공하고 특정 위험 요소 식별을 위하여 본 기기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는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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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작동하는 전체 환경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의 직무 안전 분석 수행 및 매년 모든 직원 훈련은 본 

기기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 및 본 기기의 경고 표시는 다음과 같이 식별됩니다 :

본 안전 표시는 신체 상해 및 사망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본 안전 표시는 신체의 상해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본 표시는 기기에 손상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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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보니는 잠재적 위험을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상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설명서와 시스템의 경고는 모든 상황을 포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잠보니에서 권장하지 않는 절차 도구 또는 작업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 

기기가 손상되거나 고객의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불안전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 

선택한 운용 윤활 유지 보수 또는 수리 절차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거나 불안전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 , 

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당사에 무료 상담과 조언을 요청하십시오.

본 설명서의 지시 사항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였으면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위험과 상해 .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상 수리 매뉴얼을 잠보니에 문의하십시오. . 

적절한 운영 및 유지 보수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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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운영 유지 보수 및 수리와 관련된 사고는 기본 안전 규칙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 

발생합니다. 작업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경고 받아야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 

교육 기술 및 도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기 사양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양 변경은 제품에 부여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대리점 또는 에서 최신 정보를 받아 보십시오 최신 Zamboni . 

출판물이 필요하다면 에 문의하십시오Zamboni .

최신 출판물의 경우 연락처 : Zamboni Company Ltd. , 38 Morton Avenue East, P.O. Box 1388, 

Brantford, Ontario, Canada N3T 5T6 (519) 758-5000

경고 표시 및 라벨 

본 기기에는 다수의 특정 안전 표시가 있습니다 모든 안전 표시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약 표시 또는 그림을 볼 수 없으면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라벨 청소 시 천 물과 비누를 . , 

사용합니다 용매 가솔린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손상되었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 라벨을 교체해야 합니다 라벨이 교체된 부분에 있으면 새 라벨이 교체된 . 

부분에 부착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라벨에 대한 정보는 에 무료 상담하십시오. Zamboni .

숙련되고 권한이 부여된 직원만이 본 기기를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 

작동을 위해 본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읽고 다음과 같은 경고를 

준수하십시오.

모든 보호대를 잘 유지합니다 어떤 보호대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기기를 작동하지 · . 

마십시오.

적절한 작동을 위해 모든 제어 및 경보기를 점검하십시오· .

스위치가 켜져 있는 동안 방향 제어 또는 이동 레버를 중립으로 하십시오· "ON-OFF" .

부드럽게 시동 회전 브레이크 작동하십시오 회전 시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표면에서 · , , . , 

속도를 늦추십시오 회전 또는 경사지에 있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보행자 및 장애물을 조심하며 머리 위 장애물을 확인할 것 후진 중 주의하십시오· . .

본 기기에 동승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빙기를 빙상에서 운전할 때 빙상에 스케이터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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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기의 상승 부분에 서 있거나 통행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

작업 면이 본 기기를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하십시오· .

엔진 구동 시스템에 연료 취급 시 및 배터리 교체 또는 충전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

안전 라벨을 가리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

절대 아이스메이킹 워터 탱크 위에 올라서지 말 것 탱크의 손상과 사람의 부상이 발생할 수 · . 

있습니다.

눌림 또는 절단 방지

장비 및 부속물 하부에서 작업 시 지지대를 사용하십시오· ..

유압 실린더가 지지하도록 의존하지 마십시오· .

컨트롤이 움직이거나 유압계통이 파손되면 부착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기기가 이동하거나 작동중 절대로 기기 조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

기기 결합부가 있는 곳에서 결합 부위의 간극은 조립체의 이동에 따라 증가하거나 또는 · 

감소합니다.

모든 회전 및 작동 파트에서 물러나십시오· . 

작동중인 휀 날개에서 물건을 멀리 하십시오 휀 날개에 떨어지는 물건 또는 공구가 튕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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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하십시오· .. 

타격 시 칩 또는 다른 파편이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물건을 타격하기 전에 튕겨나가는 · . 

파편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보호대는 정위치하고 보수하십시오· .

화재 또는 폭발 방지

연료 휘발유 가스 가스( , LPG , CNG )

가솔린 및 그 증기는 극히 가연성이 있음 및 증기는 , LPG, CNG . LPG CNG 

호흡용 산소를 감소시키며 질식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증기는 극히 , . 

가연성 있으며 발화를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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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짐 긁힌 자국 등 물리적 손상은 탱크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며 불안전하게 · , 

합니다. 

 

모든 가스 용기는 재충전 전에 정기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결함이나 손상이 · LP 

있는지 재사용 전에 다시 검사하여 확인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기 밸브를 닫고 막으십시오· .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냥이나 화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눗물을 사용하십시오· . .

 

잠보니 기기가 야간 주차되었을 때 외부의 고정된 케이지에서 또는 연장 작업 시간 중 항상 · 

탱크 서비스 밸브를 닫고 탱크를 제거하여 보관하십시오LPG .

 

기계 위 연료 탱크에 연료 탱크를 채우거나 설치하거나 교체 시 절대 담배를 피우지 · , ,    

마십시오.

 

충전 또는 연결 부위에서 유연씰 의 파손 손상 또는 손실 여부를 · (flexible seals) , 

검사합니다.

 

가스 용기를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LP .

 

스토브 화로 온수기 또는 조명등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 등 같은 화기 스파크 또는 점화원을 · , , , 

연료 저장고 연료 사용장소 및 연료 충전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통풍이 잘되는 , . 

조건에서 모든 점화원으로 부터 최소 피트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20 .

 

가솔린이나 또는 의 냄새가 나면 또는 기타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기계를 · LPG CNG . 

작동하지 마십시오.

 

옥외 나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

 

엔진이 작동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를 보충하지 마십시오 연료 보급기 전 최소 분 동안 · . 5 

엔진 및 엔진 배기 시스템과 촉매 컨버터를 냉각하십시오.

 

가솔린 탱크를 완전히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가스탱크와 전체 충전 튜브의 일부를 빈 · . 

공간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는 가솔린의 팽창과 움직임을 허용하며 기계 가동 중 슬로싱 및 . 

잠재적인 휘발유를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 시킵니다. 

 

가솔린을 엎질렀을 때 가솔린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는 공기 보다 무겁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모든 누출을 신속히 중단하십시오 가스 LPG . . 

공급원을 차단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탈출하고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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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엔진을 끄십시오 및 동력 기기 탱크 밸브에서 가스 · . LPG CNG 

흐름 차단합니다.

 

잠보니 기기 공간에 항상 소화기를 올바르게 설치하십시오· (Zamboni) .

 

대형 화재 시 소화물질은 화학 물질 발포체 또는 이산화탄소이어야 합니다· , .

가스 보관 및 취급LPG 

동결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액체와의 피부 접촉을 피하십시오 프로판 탱크 연결을 할 때 · . 

프로판 방지 장갑 사용합니다 항상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 소매 셔츠 나 자켓을 . 

착용하십시오.

 

가스 및 저장 탱크의 보관 및 취급은 프로판 저장 및 취급 코드· LP CAN / CSA-B149.2 , 

판에 따릅니다2005 .

 

기기는 프로판 저장 및 취급 규정 년도 판에 따라 연료를 · CAN / CSA-B149.2 2005

보급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숙련되고 지정된 요원만이 충전하거나 가스 탱크를 교환해야 합니다· LP .

 

급유하는 동안 엔진은 정지해야 하며 잠보니 기기에 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

 

항상 옥외 또는 열 발화원 및 화염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탱크를 · , 

설치하고 탱크 연결부를 설치하십시오.

 

이러한 작업 중 흡연은 금지됩니다· .

 

적절한 환기 설비가 된 승인된 장소에 탱크를 보관하십시오 외부 분리 보관이 필요합니다· ( , )

 

탱크는 열과 점화원이 없이 직립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

 

손상 회피를 위해 가스 용기를 취급 시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스 용기 · LP . LP 

또는 용기 또는 연료 시스템의 관련 부품을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굴리거나 끌지 마십시오, , .

 

가스 용기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  LP . 

떨어뜨리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 운반 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용기를 이동할 경우 적절한 운반 장치를 제공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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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짐 긁힌 자국 등과 같은 물리적 손상은 탱크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불안전 · , 

사용을 초래합니다.

 

모든 가스 용기는 재충전 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재사용 전에 다시 검사하여 · LP 

다음과 같은 결함이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기 바닥에 중점을 두고 압력의 누출 찌그러짐 긁힘 또는 부식 여부 확인1. , , 

다양한 밸브 및 액체 레벨 게이지 손상 여부2. .

릴리프 밸브의 파편3. .

밸브 또는 나사 연결부에서의 누출 증상 여부4.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기 밸브를 닫고 막으십시오· .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냥이나 화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눗물을 사용하십시오· . .

 

야간 혹은 작업 연장 시간 중 잠보니 기기를 주차 할 때 외부의 고정 케이지에서 · (Zamboni) 

항상 탱크 서비스 밸브를 닫고 탱크를 제거하고 저장하십시오LPG .

압축천연가스 연료 시스템(CNG ) 

유통 저장 및 분배 충전 시스템의 설치는 및 기타 , ( ) ANSI / IAS NGV4.1-1999 / CSA 12.5-M99 (R04) 

해당 규정에 따라 완료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지역 가스 회사는 귀하의 설비에 대해 통보 받아야 합니다. .

기기의 실린더는 규정에 따라 충전되어야 CNG ANSI / IAS NGV4.1-1999 / CSA 12.5-M99 (R04) 

합니다 제대로 훈련되고 지정된 요원만이 기기의 연료 실린더를 충전해야 합니다. CNG .

기계에 연료 실린더를 충전 할 때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CNG .

 

난로 용광로 온열기 또는 조명등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같은 모든 불꽃 스파크 또는 기타 · , , , 

점화원은 연료 저장 연료 사용 및 연료 보급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

 

통풍이 잘되는 조건에서 가능한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최소 피트의 거리를 두는 것이 · 20 

좋습니다.

 

상온에서의 최대 허용 압력을 초과하여 실린더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

 

운송 교통부 캐나다 컨테이너는 및 규정에 따라 충전되어야 합니다· DOT 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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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유압 오일과 증기는 배기 파이프 및 매니폴드 같은 뜨거운 표면에 접촉 시 가연성이 있어 · 

점화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뜨거운 기름 및 구성 요소는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피부에 뜨거운 기름 또는 구성 요소가 · .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압 탱크는 작동 온도에서 고열 및 압력상태 일 수 있습니다· . 

기기 정지 후에만 유압 탱크 필러 캡을 제거합니다 필러 캡은 맨손으로 제거할 정도로 · . 

뜨겁지 않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연기는 화재 및 폭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산은 화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숙련 및 지정된 담당자만이 배터리 충전 또는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서비스 교환 및 처리는 적절한 안전 및 환기 시설이 제공된 허가 지역에서만 · , 

가능합니다 즉 눈 세척 세면대 샤워실 등.( , , )

배터리 점검 충전 및 수리 시 흡연하거나  배터리를 불꽃 또는 화염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 

배터리 상부에서 체인 및 금속성 공구를 치워야 합니다.

배터리는 충전상태에 가까울수록 충전 작업 끝 무렵 폭발성 가스로 인하여 특히 · 100% 

위험합니다.

 

본 기기에서 배터리 제거 전에 배터리 상부 커버를 합판 또는 다른 절연성 소재로 덮어야 · 

합니다.

젖은 배터리에 산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증류수만 추가해야 합니다· " " . .

배터리 수리 시 충전된 배터리를 준비 할 때 배터리 제조업체의 지시를 준수합니다· , .

배터리 충전 장소 또는 가연성 물질이 보관된 장소에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

모든 전기 연결부를 청소하고 단단히 조이십시오 느슨하거나 마모된 전선을 매일 점검합니다· . . 

정빙기를 작동하기 전에 느슨하거나 마모된 전선은 수리 또는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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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대부분의 윤활유는 가연성입니다.

모든 윤활유는 제대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하고 무자격 취급자의 접근을 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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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또는 가연성 유체를 포함하는 파이프 또는 튜브를 용접 또는 산소 절단하지 마십시오· . 

용접 또는 산소 절단 전에 불연성 용제로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기름 오물 등이 기기에 축적되기 전에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 .

가능하다면 정빙기를 불꽃 소각 장소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

소화기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고 지시서에 권장된 대로 서비스 받아야 합니다· , .

전선 튜브 및 호스, 

고압선을 구부리거나 충격 주지 마십시오 구부러지거나 손상된 전선 튜브 또는 호스를 · . , 

설치하지 마십시오 누수는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느슨하거나 손상된 오일 전선 튜브 및 호스는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 또는 교체 시 · , . Zamboni 

또는 아이스앤스포츠에 문의하십시오.㈜

전선 튜브 및 호스는 신중을 기해 점검합니다 누출 확인을 위해 맨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 . 

누출 확인을 위해 보드 또는 판지를 사용합니다 모든 연결부는 권장 토크로 조입니다.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교체하십시오.

피팅류 손상 또는 누출· 

외피가 벗겨지거나 또는 절단되거나 와이어선의 노출· 

외피가 국소적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호스의 유연한 부분의 비틀림 또는 파손 증거· 

작업 중 다른 부분과 과도한 마찰 진동 방지를 위해 모든 클램프 가드 및 열차단장치가 · , ,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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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

탑승 및 하차

발판 또는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만 정빙기를 탑승 또는 하차합니다· .

탑승 또는 하차 시 양손과 얼굴은 기기를 향합니다 젖어 있거나 미끄러운 상태일 경우 · .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움직이는 기기에 오르거나 내리지 말 것 기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 .

도구 및 용품 운반 시 기기에 오르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

기기를 작동하기 전에Zamboni 

운전석에서만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

페달 조작을 안전하게 하도록 좌석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작동합니다· .

정빙기는 조명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정빙기 가동 시 상하부 또는 인근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동 부근에 사람이 · . 

없는지 확인합니다.

작동금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경고 태그가 키스위치나 제어장치에 부착된 경우 기기를 · " “   

이동하거나 작동부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기 및 기기 부근의 모든 사람을 비키도록 해야 합니다· .

정빙기 이동 경로에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

연석 블록 게시물 와이어 캔 같은 위험물에 주의합니다· , , , , , .

경적 및 다른 경고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제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작동

모든 교통 규칙 및 경고 표시를 준수합니다· .

항상 바닥 하중 제한 및 머리 위 여유공간을 살펴봅니다· .

정빙기를 회전 시 안전 속도로 서서히 회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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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허가된 영역에서만 기기를 주차합니다· .

 

기기의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있을 땐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

 

컨디셔너를 내려 놓습니다· .

 

키 스위치를 꺼짐으로 돌리고 빼냅니다· .

 

기기가 경사면에 주차된 경우 주차 후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차단합니다· .

 

기기에 파킹브레이크 옵션이 있다면 파킹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주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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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순회 점검

잠보니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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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합니다

부적절한 윤활 또는 유지 보수는 위험하므로 부상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활 또는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작동 및 유지 보수 . 

지침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운영자의 지시 사항을 읽고 이해하지 않는 한이 기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조작 부적절한 기계 작동은 위험하며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담당자 또는 기계공이이 시스템의 많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작업을 . 

수행 할 때는 주의해야합니다 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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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식물을 읽고  · , 

이해하십시오.

오거 제어 밸브가 차단 된 후에도 수직 및 수평 오거는 단시간 중 계속 회전합니다 오거 · . 

근처에서 작업하기 전에 오거 회전을 항상 중지하십시오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오거 근처 또는 . 

근처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작업 할 때는 항상 보호 안경과 보호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특히 해머로 기계 또는 부속 · .

장치의 일부를 두드리는 경우 보호 안경을 착용합니다 용접 작업 시 적합한 용접 장갑 후드 . , 

고글 앞치마 및 기타 보호복을 사용하십시오 느슨한 옷이나 찢어진 옷은 착용하지 / , . 

마십시오 기계 작업시 손가락에서 모든 고리를 제거하십시오. .

잭이나 호이스트에서만 지원되는 기계에서는 작동하지 마십시오 분해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 . 

블록 또는 잭 스탠드를 사용하여 기계를 지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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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서 작업하기 전에 컨디셔너 또는 다른 도구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

기계를 장착하거나 분리 할 때 걸쇠 및 손잡이 해당하는 경우 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기 · ( ) . 

전에 계단 통로 또는 작업 플랫폼에서 진흙이나 찌꺼기를 청소하십시오 사다리 및 통로를 , . 

사용할 때 항상 안면을 기기 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지정된 접근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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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 , 

무게가 파운드 의 구성 부품을 들어 올릴 때 호이스트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체인50 (23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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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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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되거나 · , . 

튀지 않도록 캡이나 플러그 위에 헝겊을 댑니다 유체가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기기가 막 . 

가동 중단된 경우 위험이 더 커집니다.

 

항상 상태가 양호한 도구를 사용하고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작업을· . 

수행하기 전에 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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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에서 수리 작업을 하십시오 기기를 정지시켜 기기 상부 · . 

혹은 하부에서 작업하는 동안 굴러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용접을 필요로 하는 수리는 적절한 정보와 용접 절차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자의 · 

도움을 받아 수행되어야합니다.

적어도 모재 금속과 동등한 용접 금속 강도를 제공하도록 용접되는 금속의 유형을 결정하고 · 

올바른 용접 절차 전극 용접봉 또는 와이어를 선택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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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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를 포함한 모든 보호 장치가 올바르게 설치되고 ·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수 작업을 수행 할 때 가드 나 쉴드를 제거해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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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 오일은 피부에 스며 . 

들어 신체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골판지 또는 종이를 사용하여 핀홀 누출 여부를 . 

점검합니다.

올바른 토크로 연결을 조입니다 작동 중에 과도한 열 진동 또는 다른 부품에 마찰되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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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막혔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전 부품이 손상되거나 접촉 할 경우 기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손상 또는 변형된 제품은 · . 

모든 고속 회전 부품은 재사용 전에 밸런싱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부품 취급 시 먼지를 호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먼지가 흡입되면 · .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석면 섬유가 포함될 수있는 잠보니 기기 제품의 부품에는 .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밴드 및 라이닝 어셈블리 및 일부 개스킷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 .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석면은 일반적으로 수지에 결합되거나 어떤 방식으로 밀봉됩니다 석면 . 

함유된 공기 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 취급은 위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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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가 장착된  · (HEPA)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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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가공 작업에는 배기용 환기구를 사용하십시오· .

먼지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승인된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작업장에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 준수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에 규정된 · ( 29 CFR 1910.1001

요구 사항OSHA )

환경 규제와 석면 폐기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석면 입자가 공중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

배터리 작동 및 유지 보수

배터리 극판 은 완전 충전 상태에 가까울수록 수소 및 산소 (battery plates)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들은 매우 폭발성이 크며 아크 스파크 또는 불꽃이 . , 

생성된 가스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터리가 스파크 또는 . 

불꽃에 노출될 경우 폭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충전을 마칠 때 특히 

위험합니다.

청소 목적상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면 보호대 및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 

최대 공기압은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전해질은 산성 30 psi(207 kPa) . 용액이며 

신체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부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터리의 최대수명과 성능은 운용자 배터리 충전작업 및 유지 보수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배터리에 쌓인 대부분의 먼지는 보통 낮은 압력의 압축 공기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셀을 과충전되고 전해질이 커버 위로 모이게되면 배터리 상단부가 젖게 될 것입니다, .

배터리 상단을 베이킹 소다 용액과 뜨거운 물로 깨끗이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다 용액의 배터리 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 캡은 단단히 잠겨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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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만들려면 파운드 킬로그램 의 베이킹 소다를 물 갤런 리터 에 투입한다 유연성 강모1 (0.5 ) 1 ( 4 ) . ( ) 剛毛
가 부착된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용액의 세정작업이 멈출 때 까지 소다 용액을 배터리 (flexible bristies) . 

상단에 바릅니다.

세정작업이 끝난 후에 배터리를 물로 씻어줍니다 저압의 압축공기로 배터리를 건조시킵니다, . .

냉장 보관 응용

잠보니 머신은 화씨 섭씨 의 저온에서 작동할 때 배터리 용량이 감소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작동은 4( 20) . – –

얼음 결정을 생성하여 기계고장 단락 및 마모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로를 발생시키는 공기 습도와 관련한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배터리 용량은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

배터리가 각 작업주기의 시작 시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따뜻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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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운용 및 관리 정보2. 

중요 아이스 정빙기의 엔진 주행 방식과 차이점은 모든 새로운 요소와 사용되는 동안 특별히 : , 

주의해야한다.

기계 부분 윤활 및 예방점검을 위한 서비스 계획은 매시간 일간 주간 그리고 월간 단위를 기초로 정해져 , , 

있다 서비스 매뉴얼을 보라.(446 ) 이러한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기계 윤활 및 예방 유지 보수작업을 

실행합니다 유능한 기계공이 주기적으로 정빙기와 그 구성 요소를 완전히 점검 할 것을 권합니다. .

귀하의 정빙기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미쓰비시 운영 및 서비스 매뉴얼을 검토해야합니다 서비스 담당자가 . 

엔진 및 드라이브 시스템을 검사하여 서비스 및 수리 작업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 

새 소유주가 잠보니 공인 딜러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정책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에 관한 참고 사항 Mitsubishi :

엔진은 계기판에 장착된 오일 압력 저하 경고등과 얼터네이터 경고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에는 엔진 상태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수리가 필요할 수 있는 오작동 표시등 이 있습니다" (MIL)" . 

오작동 표시 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 및 장을 참조하십시오" " 4 6 

엔진 오일 등급

미국 석유 협회 의 인증 마크 및 용기에 최소 등급의 (API) "Starburst" 'GASOLINE ENGINES' SJ 

엔진오일만 사용합니다 오일 용량은 필터 포함 쿼트 입니다. 5.7L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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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권장 사항

이 엔진은 무연 또는 옥탄 가솔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절한 연료 장비가 있는 엔진은 87 89 . 

및 와 같은 건식 연료에서도 작동 할 수 있습니다LPG NG .

참고 연료 안정제 첨가제는 모든 보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 이내에 연료가 소비되지 : . 30 

않는 모든 용도에서 필수적입니다.

연료 사양은 유럽 캐나다 미국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료 사양은 LPG EN 589 ( ) HD-5 ( / ) . NG 38.7 MJ / 

유럽 캐나다 미국 규격 이상이어야 합니다m3 ( ) 39.0 MJ / m3 ( / ) (1050BTU / ft3) .

위에 명시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연료를 사용하면 지속적이고 무거운 불꽃 

노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엔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무겁게 . 

노킹 소리가 나면 옥탄 이상의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거나 일정한 작동 87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파크가 날 때 대리점이나 다른 자격있는 ,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정빙기와 그 다양한 구성 요소를 적절한 유지에 대한 노력은 장기간 사용 및 훌륭한 서비스로 보상받습니다.

엔진 시동

엔진을 시동하려면:

가속 풋 페달이 중립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오거 컨트롤 레버가 인지 확인하십시오· Off / Neutral .

시동 키를 돌려 시동하십시오· .

엔진은 약 에서 시동되고 작동합니다 정빙기 작업을 위해 엔진 속도를 높이기 · 1150 RPM . 

전에 초 동안 기다리십시오 이 워밍업 기간은 엔진과 촉매 변환 장치가 올바른 작동 15 . 

온도에 이르게 합니다 정확한 워밍업 기간 후 엔진은 폐쇄형 루프 에서 작동 할 것이고 촉매 . " "

변환기는 엔진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엔진 배기 가스가 외부로 . 

배출되거나 실내가 제대로 환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스노우 탱크가 완전히 내려져 있고 컨디셔너가 들어 올려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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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정지

엔진을 정지하려면:

가속 풋 페달을 중립으로 되돌립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설정하십시오· . .

오거 컨트롤 레버를 로 되돌립니다· Off / Neutral .

스노우 탱크가 비운 후에 컨디셔너를 블록으로 내립니다· .

엔진 속도 스위치를 사용하여 엔진 을 아이들 상태로 낮춥니다 엔진과 배기 시스템이 · RPM . 

냉각되도록 점화 장치를 끄기 전에 엔진을 초 동안 아이들 상태로 두십시오30 ~ 60 .

스노우 탱크가 장착되면 안전 스탠드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조항 참조· (5.6 )

점화 키 스위치를 끄고 점화 키를 제거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기를 허가된 장소에 주차한다· .

블록 위로 컨디셔너를 낮춘다 컨디셔너는 약 파운드의 중량이며 보관 시 리프트 줄에 · . 1,000

매달리거나 유압 시스템으로 지지될 수 없다 컨디셔너를 블록위로 낮추는 작업은 조심스럽게 . 

수행해야 하며 이는 블록에 대한 유압이 컨디셔너의 중량을 초과하는 아래쪽 압력 리프 ( ) 

스프링을 늘릴 수 있다 나무 블록은 양 컨디셔너 활주부 하부에 배치해야 한다. (runner) .

오거 컨트롤 레버를 끄거나 중립으로 돌린다 파킹 브레이크가 있다면 작동시킨다· , . .

차키를 제거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가능하면 평탄 지역에 주차할 것 만약 기계가 경사면에 주차된 경우 주차 바퀴가 구르지 · . 

않도록 버팀목으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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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

기계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 디자인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운행 및 도로 융기부에서 충격을 받아 튕길 . 

경우 기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장거리 운행은 회피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

지역기관이 고속도로 주행을 허가하는지 확인할 것· . 

정빙기 앞뒤로 차량 호송을 권장합니다· .

운전 시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교통 표식판 신호 및 법률을 준수한다· , .

운행 전 컨디셔너가 완전히 들렸는지 확인 할 것· .

의 엔진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2500RPM .

먼 거리를 견인하지 말 것 트랜스 미션에 손상이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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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동3. 

구입하신 정빙기는 정빙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한 결과물이다Zamboni  . 

본 기기에 추가된 기술 및 안전 기능은 

본 기기와 모든 컨트롤을 알고 있는 작업자... , 

제대로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작업자... , 

현명하게 운전 기술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기기를 운용하는 고객과 운용자에 의하여 향상될 ...

것이다.

안전 운전은 고객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는 기기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정빙기 지침서를 철저하게  

숙지하도록 권장한다 가장 안전한 기기도 잘못 작동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주의 사항이 본 설명서에 . 

언급되어있다. 

이 중 조치 중에는 :

원래 본 기기에 설치된 모든 보호대가 제대로 안전하게 작동되었는지 확인할 것· .

엔진을 시작하기 전에 유압 트랜스미션이 중립인 것을 확인할 것 진행 방향 경로에 아무도 · . 

없는지 확인하고 전진 후진 중 항상 기기 주위를 둘러볼 것, . 

정빙기는 오직 한 사람의 운용자만이 작동할 수 있다 동승자 금지· . !

정빙기 작동 중 허락된 링크 직원 이외에는 링크에 출입하지 않을 것 항상 방어 운전할 것· . .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

기기 운행 중 컨베이어 벨트 체인 및 기타 작동 부품에서 손과 발을 멀리· , , 할 것 .

· 운전 및 정빙작업 전에 엔진과 촉매 변환 장치가 올바른 작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 잠보니 기계는 숙련된 기술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산업 기계입니다 경주 또는 놀이 . 

목적으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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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조정 수리 청소 전에 키 스위치를 끄고 스위치에서 키를 제거할 것, , . 

밸브 차단 이후 오거 제어 후 짧은 시간 동안 수직 및 수평 오거가 계속 

회전합니다 오거 근처에서 작업하기 전에 오거 회전을 항상 중지하십시오. .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오거 근처 또는 근처에서 절대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컨베이어 시스템 일부가 연결 또는 막히면 물로 세척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 . 

할 때 장갑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을 것.

오거를 물로 세척하려면 링크에서 기기를 이동시켜 오거 제어 밸브를 중립 

위치로 하고 키 스위치를 끈 후 물로 세척해야 한다.

기기가 링크에 있는 동안 또는 전원이 켜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자는 

컨베이어시스템 또는 주변 부속을 청소하거나 치우면 안된다 이는 작업자를 . 

심각하고 잠재적인 부상 및 사망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스노우 탱크 컨디셔너 및 기타의 들어 올려진 부품 등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 

한 손 발과 몸이 끼지 않도록 할 것, . 

절삭 블레이드 다룰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 

날카롭던 아니던 블레이드로 인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기기가 어떤 상테이던 주차된 경우 바퀴는 휠 초크로 막혀야 합니다 기기는 , . 

주차 후 구르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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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기관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 를 포함하여 위험한 가스를 (CO) (NO2)

포함하는 배기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가스는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 

수 있습니다.

아이스 링크는 정빙기 작동 할 때마다 적절히 환기되어야 합니다. 또 한 

정빙기는 항상 올바르게 유지 보수되어야하며 엔진 타이밍은 항상 올바르게 

설정되어야합니다 정빙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각 사람은 그렇게 . 

지시해야합니다.

적절한 환기 실내 공기질 및 레벨 모니터링 기계의 상태는 항상 , (CO NO2 )   , 

링크의 완전한 책임사항입니다.

연료를 취급 할 때는 각별히주의하고 승인된 용기에만 보관하십시오· .

운영자에 대한 연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

처음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새 작업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

경고 라벨을 따라야합니다 라벨이 없거나 읽을 수없는 경우 작동하지 마십시오· . .

이 기계에는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가 있습니다 가 엔진이 원하는 (ECU) . ECU

매개변수 이외에서 작동 중임을 감지하면 점검 엔진 또는 오작동 표시 등 " "

이 켜집니다(MIL) .

계속해서 점검 엔진 표시등이 켜진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 

가능한 빨리 기계를 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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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링크 대기 질4. 

링크가 최상의 공기 품질을 갖기 위해서는 잠보니 기기는 링크에서 다음 사항과 같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합니다· .

매일 공기질 모니터링 및 측정을 수행합니다· .

어떤 공기질 기준이나 지침이 적용되는지를 숙지해야 합니다· .

잠보니 기기의 어떤 항목이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측정하고 · , 

정비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엔진과 촉매 변환기가 얼음 위에서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제대로 워밍업 할 수 있게 합니다· .

적절한 환기

적절한 환기는 모든 해당 건강 및 안전 기준 또는 지침을 충족시키며 공기질이 향상하도록 필요한 

환기량입니다.

대기질 오염 모니터링

정기적 공기질 모니터링은 각 링크가 공기를 확보하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기질은 건강하며 기준을 . 

충족시킵니다.

공기질 표준 또는 지침은 일산화탄소 가스 및 이스 링크 내부의 대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이산화질소 (CO) 

의  양을 규장합니다 이 가스들은 휘발유 및 와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로 배출되는 배기 (NO2) . , LPG CNG

가스 등입니다.

아이스 링크 공기의 질 또한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내부 연소 엔진에 의해 작동되는 에저· .

환기되지 않은 프로판 가열기 용광로 또는 보일러· , .

탱크· 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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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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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의 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내 공기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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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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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배기 시스템 부품

이 기기에는 배출 가스를 업계 표준 준수 지점까지 줄이기 위해 설계된 엔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에는 다음 품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전자 제어 장치 (ECU).

·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 가솔린 전용(EFI - ).

· 전자 감지기.

· 삼원 촉매 변환기.

· 산소 센서.

· 센서MAP .

· 엔진 냉각수 온도 센서.

· 대기 온도 센서.

· 온보드 진단 시스템.

· 오작동 표시 등 (MIL).

이 모든 기기는 엔진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배출 수준 표준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배기 가스 . 

배출은 여전히 엔진에 의해 생성되고 있습니다 유해한 오염 물질의 양은 감소하지만 링크의 공기 품질을 .   

모니터링하여 공기의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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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제어 장치(ECU)

는 엔진의 작동 조건에 따라 엔진의 공연비 를 이상적인 수준으로 제어합니다 는 속도 부하ECU (AFR) . ECU , , 

공기 및 냉각수 온도에 대해 엔진을 모니터링 한 다음 전자 연료 분사를 통해 을 조정하여 이상적인 AFR

혼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이상 비율 화학량적 에 가까우면 촉매 변환기는 최대 효율로 작동하여 유해한 . AFR ( )

배기 가스의 배출 수준을 낮춥니다.

일반적으로 엔진과 촉매 변환기가 적합한 작동 온도 및 조건으로 작동하려면 몇 분이 걸립니다 엔진 배기 . 

시스템이 정상 작동 온도에 이르렀을 때에 만 표면을 재연합니다.

가 을 제어 할 수 없는 조건을 감지하면 이 켜집니다 가 모니터링하는 엔진 장비의 일부가 ECU AFR MIL . ECU

오작동하는 것을 감지하면 는 을 켭니다 오작동 표시등이 계속 켜져있는 상태에서 기기를 작동하지 ECU MIL . 

마십시오.:

장비의 정상 작동 중에 점검 엔진 표시등이 켜지면 장비를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개방형 루프 대 폐쇄형 루프 작동

이는 가 사전 프로그래밍 된 레벨을 통해 을 제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진이 특정 작동 온도를 ECU AFR . 

달성하면 는 폐쇄형 루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는 가 엔진 작동 조건을 기반으로 을 ECU " " . ECU AFR

제어하고 산소 센서의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 정확한 폐 루프 제어로 AFR AFR

촉매 컨버터는 배기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계가 폐쇄형 루프 모드에서 작동 할 때 . 

가장 낮은 수준의 유해한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페이지에 설명 된 시동 지침에 따라 엔진을 . 2-2 

시동하고 예열하십시오 엔진 배기 시스템이 정상 작동 온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빙상 위에서 만 기기를 .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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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센서

산소 센서는 엔진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각 엔진 서비스 또는 튠업시 . (1000 

시간마다 올바른 산소 센서 작동을 확인해야합니다 산소 센서는 시간 작동 할 때마다 교체해야 ) . 2000 

합니다.

촉매 변환기

잠보니 정빙기에는 삼원 촉매 변환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촉매 변환기는 특정 배기 가스의 양을 줄이기 " " .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삼원 촉매 징치는 탄화수소 및 를 감소시킵니다. CO, NOx

촉매 변환기는 정기적 서비스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촉매 변환기는 부정확한 엔진 타이밍 또는 부정확한 엔진 . 

공연비에 의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체크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 시키면 촉매 변환기의 .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으며 촉매 변환기의 예상 수명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촉매 컨버터는 수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고 더 많은 오염물이 처리되지 않고 .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정상 작동 중에 점검 엔진 표시등이 켜지면 장비를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엔진 점화 타이밍

엔진 점화시기는 엔진 배기 가스 생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엔진 타이밍은 공장 . 

설정이며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선 타이밍 설정 시 높은 수준의 를 생성 할 수 있고 지연된 타이밍 . NOx

설정 시 높은 수준의 일산화탄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는 촉매 변환 장치의 성능과 . 

수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진 타이밍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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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과 조정 상태

엔진의 상태 및 조정 상태는 엔진이 작동하는 방법과 엔진의 작동 변수가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엔진 튠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점화 플러그 교체 및 상태 및 모양 표시.

· 분배기 캡과 로터 변경 필요한 경우( ).

·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변경 필요한 경우( ).

· 정확한 기능과 엔진에 올바른 장착을 위해 모든 배출 관련 구성 요소를 검사합니다.

· 오작동 표시등의 상태를 기록하고 기록합니다.

· 엔진의 에 표시된 오류 코드를 기록하고 기록합니다ECU .

· 오류 코드 또는 디스플레이를 생성하는 모든 엔진 상태를 수정합니다MIL .

· 수행 작업 서비스 날짜 및 서비스 수행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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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배기 시스템 검사 및 유지 보수– 

내연 기관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 와 같은 위험한 가스를 (CO) (NO2)

포함하는 배기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가스는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 

수 있습니다.

아이스 링크는 정빙기가 작동 할 때마다 적절히 환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 

정빙기는 항상 올바르게 유지 보수되어야하며 엔진 타이밍은 항상 올바르게 

설정되어야합니다 정빙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각 요원은 그렇게 . 

지시해야합니다.

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수준 과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적절한 (CO NO2 )

환기는 항상 링크의 전적인 책임임을 명심하십시오.

정빙기 엔진 및 엔진 배기 시스템의 안전하고 올바른 작동 및 유지 보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매일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수준(CO NO2 ).

· 시간마다 엔진 방출 수준 측정 및 기록 배출 수준은 이전 수준에서 이상 300 . 20 % 

증가하지 않아야합니다.

· 올바른 작동과 최적의 엔진 방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엔진 구성 요소를 조정하십시오 적용 (

가능한 경우).

· 필요시 엔진 점검 및 시스템 구성품 점검 조정 적용 가능한 경우 유지 보수 및 교체, ( ), .

· 엔진을 시동하고 워밍업하여 엔진이 빙상에 있을 때 기계가 폐쇄형 루프 모드에 있도록 " "

하십시오.

· 점검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기계를 계속 작동하지 마십시오 검사 유지 보수 수리 또는 교체 . , , 

할 수 있는 도구 교육 또는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평판이 좋고 공인된 정비사에게 도움을 ,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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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구성요소5. 

전면

그림 5.1 빙상 정빙기 구성 요소 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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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그림 5.2 빙상 정빙기 구성 요소 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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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플랫폼

그림 5.3 정빙기 구성요소 운전자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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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패키지 엔진( )

그림 5.4 정빙기 구성요소 파워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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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정빙기 구성요소 스노우 탱크 안전 지지대  – 





운전석

6-11

운전석6. 

그림 6.1 운전석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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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계기판  

회전 속도계 오일 압력 엔진 온도 게이지, , 

타코미터 오일 압력 엔진 온도 게이지는 읽기 쉬운 아날로그 형식으로 엔진 작동 정보를 보는 데 , , 

사용됩니다.

다중 기능 디스플레이 게이지CAN 

이 게이지는 운전자에게 게이지의 촉각 버튼을 사용하여 스크롤하여 볼 수 있는 다양한 엔진 작동 조건을 

제공합니다 기본 디스플레이는 엔진 시간입니다 개의 표시 등 경고 오류 및 및 가청 경보도 . . 3 ( , MIL) 

내장되어 있습니다 표시 게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AN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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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터 스테이션

경고등 버저 림프 홈 및 자동 셧다운 모드, , " "

기계에는 부적절한 작동 조건을 경고하는 다양한 경고 램프 및 부저가 있습니다 모든 경고는 불빛을 통해 . 

표시되며 일부 경고에는 선택적 부저가 있습니다 또한 기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조건은 , . 

전력 감속 스로틀 또는 자동 셧다운 모드를 촉발합니다 림프 홈 모드가 활성화되면 (50 % ) . “ (limp home)” 

엔진의 이 자동으로 감소되고 엔진이 종료되기 전에 약 초 동안 계속 작동 합니다 이 시간을 RPM 60 . 

사용하여 오거를 끄고 컨디셔너를 들어 올리고 빙상면에 내리십시오 가 낮은 오일 압력 상태를 . ECU

감지하면 즉시 엔진을 차단합니다.

Function Light Buzzer
Lamp Test
On Start

Limp Home
/Shut Down

Remedy/Note
s

모든 경우 경고 램프 또는 부저의 원인과 구제 수단을 잘 모르는 경우 잠보니 본사에 자세한 내용을 ,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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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압력

낮은 엔진 오일 압력은 단계로 작용합니다 엔진이 또는 또는 또는 그 2 . 1200 RPM 850 psig 1450 RPM 

이상에서 작동 할 때 오일 압력이 아래로 떨어지면 단계가 활성화됩니다 오일 압력이 모든 엔진 6 psig 1 . 

속도에서 이하로 떨어지면 단계가 활성화됩니다3 psig 2 .

단계에서 은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1 ECM :

오작동 표시등을 켭니다· .

낮은 오일 압력 표시등을 켭니다· .

가청 경보를 제공하십시오· .

단계에서 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2 ECM .

오작동 표시등을 켭니다· .

낮은 오일 압력 표시등을 켭니다· .

가청 경보를 제공하십시오· .

초 후에 엔진을 끄십시오· 3 .

운전자는 키를 껐다가 껐다가 다시 시동 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여전히 낮으면 초 후에 엔진이 다시 . 3 

차단됩니다 엔진 오일 압력이 낮아 엔진 경고 또는 시스템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 :

엔진의 오일 레벨과 오일 등급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상태가 계속되면 엔진 서비스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엔진 과열

엔진 은 엔진이 의 온도에 초 이상 도달하면 높은 냉각수 온도 표시등을 켭니다 표시등은 ECM 220 ° F 15 .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작업자에게 가능한 과열 상태를 경고하고 냉각수 넘침 또는 엔진 정지 조건 

이전에 빙상면에서 내려야 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엔진이 완전 엔진 으로 작동 중지되고 냉각수가 순환하여 엔진을 냉각 시키도록 요구되는 초에서 RPM 30 

초 동안 정지하지 않으면 최근의 표면 처리 또는 빙상 유지 보수 후에 엔진 시동 중에 빛이 발생할 수도 60 

있습니다 열 흡수가 발생하면 엔진을 공전 상태로 작동시키고 냉각수 온도가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 210 ° F 

불이 꺼집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작동자는 작동 지시문에 권장대로 기기를 주차 직전 . 

초 동안 엔진을 공회전 시키도록 지시해야합니다30-60 .

엔진 내부에는 높은 냉각수 온도 차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로 운영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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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에서 코드를 설정하고 오작동 표시등을 켭고 가청 경보를 작동시키고 1 (220 ° F)

스로틀 개방상태를 로 제한하십시오50 % .

· 이 시점에서 높은 냉각수 온도 표시등이 켜집니다.

· 단계 에서 코드를 설정합니다 오작동 표시기를 켜십시오 초 후에 엔진을 2 (239 ° F) . . 3 

비추고 정지하십시오.

운전자는 키를 껐다가 다시 시동 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여전히 이상이면 초 후에 다시 엔진이 . 239 ° F 3 

꺼집니다 단계가 작동 한 후에 작업자가 장비를 빙상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수준을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라디에이터 누수 또는 손상의 흔적이 없는지 . 

확인하십시오 냉각수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교류기

기계에는 낮은 교류기 출력 표시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전압이 낮을 때마다 표시등이 . 

활성화됩니다 교류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이러한 . . 

항목 중 하나를 교체하십시오.

기계 작동 스위치

대시에 있는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기계 기능을 수행합니다.

· 경적

· 표시등

· 보드 브러시 장착된 경우( )

· 물 펌프 세척 장착된 경우 조명( ) ( )

· 타이어 세척 시스템 조명 장착된 경우( ) ( )

· 개량형 물 공급 시스템 조명 장착된 경우( ) ( )

· 스노우 탱크 라이트

· 자동 제설기 조명 장착 된 경우( ) ( )

· 낮은 연료 경고등 장착 된 경우( )

· 엔진 RPM

· 연료 선택 스위치 장착 된 경우( )

각 스위치에는 해당 기능을 나타내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장비의 점화 키 스위치에는 꺼짐 켜기 실행 시작 부속장치가 있습니다, / , , .

제빙수 게이지

이 선택 사양 게이지는 제빙 수조의 수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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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기능 디스플레이 게이지CAN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배선 장치를 통하여 엔진 제어 모듈 과 연결됩니다CAN CANbus (ECM)

다음 엔진 매개 변수의 실시간 값을 표시합니다 즉 엔진 시간 기본 표시 오일 압력 엔진 냉각수 . , ( ), , RPM, 

온도 배터리 전압 및 매니폴드 온도 등 이 매개 변수는 게이지의 위 아래 스크롤 버튼을 사용하여 볼 수 , . / 

있습니다.

매개 변수 표시 이외에도 디스플레이에는 고장 표시기 경고등 및 오류 표시등이 있습니다CAN (MIL), . MIL, 

및 은 엔진 제어 모듈 이 엔진이 원하는 매개 변수 밖에서 작동하고 Fault Light Audible Alarm (ECM)

있다고 판단 할 때마다 활성화됩니다 작업자는 기계 로그에 이 상태를 기록하고 기계를 즉시 . 

수리해야합니다 이 켜진 상태로 기기를 계속 작동하면 엔진이 심하게 손상 될 수 있으며 위험한 작동 . MIL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 함께 게이지의 디스플레이 창에 가 표시됩니다 코드는 오류의 MIL Diagnostic Trouble Code (DTC) . DTC 

원인을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코드와 그 의미의 목록은 엔진 서비스 매뉴얼에 있습니다. DTC .

서비스 간격은 다기능 디스플레이에도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시간은 사전 설정된 간격 설정에서 으로 . 0

계산됩니다 에 도달하면 오일 교환 필요 또는 튠업 필요 가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됩니다 일련 번호 . 0 " " " " . 

이상에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더주기 위해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아무 단추나 누르면 서비스 526-10806 . 

알림을 알리고 표시 등을 끄십시오 오일 교환 간격은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튠업은 시간 동안 . 150 . 1000 

설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순서도는 게이지의 다양한 기능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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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기 작동7. 

기기 운전

기기 운전하기 전에

본 지침서 및 교육 동영상을 보기 전에 본 기기를 작동하지 말 것

항상 적절한 풋 페달 작동이 가능하도록 좌석 조절 후 기기를 작동할 것

항상 착석상태에서 기기를 작동할 것

작동 시 일어서지 말 것 동승자 탑승은 금지함! 

보호대가 장착되지 않거나 파손 시 본 기기를 작동하지 말 것.

기기제어

잠보니 정빙기는 친숙한 자동차 스타일의 주행 제어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빙기는 스티어링 휠과 함께 조종된다 그것은 개의 푸트 페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과 가속을 . 2 . 

제어하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부드러운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압식 변속기가 있습니다. .

기계의 접지 속도는 가속 페달 페달과 엔진 을 사용하여 제어됩니다 하이드로 스태틱 풋 페달을 누르면 RPM . 

기기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엔진 속도 는 엔진 속도 스위치로 제어됩니다 그림 참조. (RPM)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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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변속기

유압식 변속기는 무한히 다양한 유압 펌프 및 모터 조합입니다 기계의 속도는 가속 풋 페달로 선택됩니다 . 

그림 주행 방향은 변속기 컨트롤 레버를 사용하여 선택됩니다 변속기는 엔진 시동을 위해 중립이어야 ( 7.1). . 

합니다.

기기에는 유압 펌프가 중립이 아닌 경우 엔진 시동을 방지하는 중립 시동 안전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레버는 중립 위치에 있어야하며 풋 페달은 꺼짐 위치에 있어야합니다.

엔진 속도

이 기계에는 전자 거버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속도는 엔진 속도 스위치를 통해 제어됩니다 그림 . ( 6.2 

참조 로커 스위치의 오른쪽을 밀면 엔진 속도가 증가합니다 스위치의 왼쪽을 누르면 엔진 속도가 ). . 

감소합니다 전자 거버너 는 엔진의 부하와 독립적으로 엔진 을 유지합니다. (electronic governor) RPM .

전자 거버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정빙작업 시 엔진 속도는 에서 526 . 2200

사이로 설정해야합니다 운전자는 엔진 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에서 작동하여 엔진을 2500 RPM . RPM

작동하지 않아야합니다 이로 인해 작동 및 표면 처리 성능이 저하되고 엔진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기계 속도

정빙기의 주행 방향은 그림 와 같이 변속기 조종 레버를 움직여 결정됩니다 엔진 속도는 주행시 7.2 . 1500 

근처에서 그리고 정빙작업 시 에서 사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RPM , 2200 2500 RPM .

기기 속도는 엔진 변속기 제어 레버의 위치 및 가속 페달 페달의 조합에 의해 제어됩니다RPM, .

가속 페달 페달

액셀레이터 풋 페달은 하이드로 스태틱 트랜스미션을 작동시킵니다 풋 페달을 밟으면 변속기 레버가 선택한 . 

방향으로 기기가 움직입니다 풋 페달은 변속기에서 공급되는 동력의 양을 제어합니다 풀 페달 여행은 최대 . . 

속도 최대 가속도 등을 생성합니다 풋 페달에서 발을 들어 올리면 변속기에서 전달되는 동력이 느려지고 , . 

기계가 느려집니다 유압식 변속기는 페달에서 발을 들어 올릴 때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

풋 브레이크를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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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작 관리7.1 

그림 페달 작동에 따른 운전 방향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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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 절차

정빙기는 최고 품질의 빙면을 생성한다 이는 빙면 유지에 필요한 과거의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 소Zamboni . 

모적 방법들을 제거한다 또한 쉽고 효율적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연. . 

습하면 높은 품질의 빙면을 만들 수 있다.

정빙기의 개발전의 빙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Zamboni . 

트랙터 구동 평삭기 가 스케이트 홈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기 위하여 빙면을 깎았다· (Planer) .

축적된 얼음 부스러기는 빙면 인근에 위치한 눈 구덩이로 긁어모은다· .

오물과 오염 물질이 남아있는 스케이트장은 무거운 호스 및 노즐을 사용하여 전체 빙면을 · 

세척하였다.

대형 핸드 스퀴지로 오물을 밀어 눈구덩이에 밀어 넣는다· .

정빙 작업 완료를 위해 호스를 사용하여 물을 빙면에 분사 또는 흘러넘치게 한다· .

정빙기는 이러한 모든 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수행한다 빙면이 깎여져 덤프 탱크에 Zamboni . 

포집되고 빙면은 세척수 시스템을 사용하여 세척되며 최종 작업은 빙면에 물로 도포 작업을 실시한다.

그림 7.3 정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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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빙 방법

빙면 작업 투입 전에

물탱크의 수위를 확인한다· ;

블레이드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그림 참조 정확한 각도로 한다 그림 참조· ( 8.5 ) . ( 9.6 )

컨디셔너는 완전히 올려야 한다· 

물을 표면에 뿌릴 경우 타월바 가 장착되어야 한다· , (towel bar) .

동승자 금지· !

빙면에서

사람이 빙면에 있을 경우에는 정빙기를 작동하지 말 것.

빙면에서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

절삭 또는 절단 작업· ;

빙면 세척· ;

제빙수 살포· ;

보드 브러시 에저 또는 기타 선택형 장비 사용· , Zamboni .

빙면에서 여분의 물 제거· .

빙면에서 슬러쉬 얼음과 물의 혼합물 제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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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 또는 절단

정빙기실에서 빙면으로 진행한다 그림 참조· ( 7.4 ).

정빙 작업을 시작할 때는 벽체 또는 보드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 

블레이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빙면 중심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빙면에 컨디셔너를 내릴 때 즉시 절단 작업이 시작되지 않도록 컨디셔너를 낮추기 전에 · 

블레이드가 내려와있는지 또는 올려져있는지 확인 할 것 챕터 의 블레이드 조정 정보를 . 9 " "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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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면에서 앞으로 천천히 운전하면서 컨디셔너를 내리고 즉시 컨베이어 수직 수평 스크류 · ( ·

장치 를 작동한다) .

컨디셔너를 낮추려면 :

컨디셔너 밸브 핸들을 완전히 잡아당긴다 실린더가 허용된 이동 범위 끝까지 이동할 때까지 작동시킨다. .

일반적으로 릴리프 밸브를 통하여 유체 흐름으로 생기는 치찰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들리면 . 

밸브를 중립로 되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적절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리프트가 . . 

컨디셔너로 중량 이전을 감지해야 느껴야합니다.

컨베이어를 구동하려면 오거( ) :

컨베이어 핸들을 당긴다 작업자는 컨베이어가 회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작업자는 창문을 . . 

통하여 스노우탱크에 눈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직 컨베이어의 막힘 방지를 위해 스노우 탱크가 . 

완전히 가득 차기 전에 컨베이어를 정지시켜야 한다.

컨베이어 수리 조정하기 전에 시동 키를 돌려 기기를 끄고 제거할 것, ( ) .

컨베이어 시스템의 일부가 막히거나 막힌 것 같은 경우 물로 씻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 할 때 장갑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 것 물로 오거 . 

세척 시 기기를 빙면 밖으로 나와서 제거한 후 오거제어 밸브를 중립 위치로 ,

복귀시키고 키 스위치를 꺼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자는 기기가 빙면에서 작업 중이며 전원이 켜진 동안 

주변의 컨베이어 시스템 또는 부품을 청소하거나 치우면 안된다 이런 상황은 . 

심각한 잠재적 부상 또는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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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회전 수직 오거 사용 설명서

수직 오거는 양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정빙 작업을 위한 정상 회전은 밸브 작동 손잡이 . 

근처에 위치한 데칼 정보 표식과 같이 전진방향 이다(FORWARD) .

참고 : 수직 수평 오거는 같이 유압식 연결이 되어 있어 역회전 활성화 되었을 시 동시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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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바닥은 눈을 당겨 외부로 버리지 않으므로 오거를 역전시키면 오거에 낀 눈을 제거할 수 없다 눈이 . 

단지 더 압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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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해야 야 한다 역방향 오거 실행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준수해야 한다. .

제어 밸브 바닥에 있는 정지 나사를 풀고 제거한다· .

오거가 작동하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오거의 역전 동작을 위하여 손잡이를 작동시킨다 오거 · (

손잡이는 전진한다) 

오거의 회전을 변경하려면 밸브 손잡이를 중립 위치로 이동한다 오거가 작동하지 않으면· . , 

잠시 일시 정지 초 후 손잡이를 뒤로 작동한다 오거가 작동중이면 손잡이를 중립으로 (2-3 ) . ,  

이동하여  오거가 완전 정지 할 때까지 대기한다.

방해물을 없애기 위해 빠르게 앞뒤로 손잡이를 세게 밀치지 말 것 오거 모터에 . 

압력을 줄 경우 파손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이 작업과 관련해서 생긴 불필요한 . 

고장시간과 손상된 모터는 보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손상은 모터 검사 시 명백히 드러난다.

얼음 축적과 오거의 눈 걸림 방지를 위해 오거는 물로 세척해야 한다· .

· 역회전기능 사용 후 밸브 손잡이는 원래 위치인 정지 위치에 둔다 손잡이의 전진 위치를 차단, .( ).

역회전기능이 사용된 시간에 따라 여전히 오거 베어링 모터 결합 상태를 확인하여 결속된 · ,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오거를 역회전시키면 느슨하게 될 수 있다. .

수직 오거는 교대시간 말미에 세척한다 일과 작업 중 축적된 모든 물을 배수하기 위해 오거 · . 

베어링에 윤활유로 처리한다 하루에 한 번 오거 베어링 윤활작업으로 서비스 수명을 오래 .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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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빙작업

그림 7.4 빙면 진입 

그림 7.5 빙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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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브레이커 사용

작업자는 분당 몇 번씩 스노우 브레이커를 사용해야한다 또는 필요한 만큼 스노우 브레이커는 수직오거 .( ) 

입구 주변에 생성된 눈과 얼음을 제거한다 스노우 브레이커를 사용하려면 스노우 브레이커를 눌러 . , 

작동시킨다 여러번 반복한다. .

기계에는 옵션의 자동 제설기가 장착 될 수도 있습니다 로커 스위치를 통해 켜지면 분당 번 위의 동작을 . 6

수행합니다 또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수동 재지정 버튼이 있습니다. .

빙면 세척작업

세척수 시스템은 빙면의 오물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세척수 시스템의 사용은 깨끗한 고품질 빙면을 . 

생성한다 세척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차가운 물로 세척 수조를 채운다. , .

세척수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

컨디셔너를 아래로 하고 회전 수평 컨베이어를 회전시키고 기기를 전진시키며 세정 밸브를 · 

완전히 개방한다 세척수 밸브는 컨디셔너의 우측에 위치한다.  .

최소한 초 동안 밸브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한다· 10 .

세척수 펌프 스위치를 켠다 스위치의 녹색등은 세척수 펌프 작동 상태를 표시한다· .  .

사용자는 세척수 탱크의 우측에 위치한 세척수 탱크 스크린 바스켓· (wash water tank screen 

에서 세척수 흐름을 볼 수 있다basket) .

어떠한 유동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펌프를 끄고 세척수 밸브를 닫는다 기기를 빙면에서   . 

이탈시킨 후 시스템 장애물 여부를 확인한다.

정빙작업이 완료되면 세척수 펌프를 끄고 세척수 밸브를 닫는다 이후 컨디셔너를 들어 올릴 · . 

수 있다.

건조 작업 실행에 의한 세척수 펌프 임펠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세척수 탱크에 물을 보관하며 세척수 ( ) 

펌프를 켜기 전에 밸브 개방 후 적어도 초간 대기한다10 . 

불타는 고무 냄새는 건조되었거나 건조되고있는 임펠러의 지표입니다.

각 정빙 작업 후 세척수조 스크린에 포집된 이물질을 폐기한다 컨디셔너의 후면 하단에 위치한 스퀴즈의 . 

마모 손상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세척수 시스템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시 교체할 것. .

스퀴지를 교체 할 때 가능한 한 단단히 컨디셔너 러너의 가장자리를 트리밍해야 합니다 조잡한 절단물은 . 

세척수가 빠져 나가게하여 빈약한 세척 작용을 일으켜 얼음에 줄무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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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수(Ice Making Water)

빙면 생성을 위해 온수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최적의 빙면을 생성할 수 있다. 160 0F (70 0 온도 이상의 C) 

온수는 사용하지 말 것 이는 플라스틱 제빙수 탱크를 손상시킨다. .

정빙 작업시 제빙수 사용법 :

정빙기를 전진시키며 컨디셔너를 내리고 컨디셔너의 왼쪽에 있는 제빙수 밸브를 연다· , .

사용자는 개방 밸브를 개폐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작업자들은 너무 많은 · . 

물이 방출되지 않도록 코너 부분 빙상장의 끝 부분 하키 골에어라인 부분 등 운전 패턴이 , , 

여러 번 중첩되는 빙면 영역에서 물의 유량을 감소시킨다.

정빙작업이 완료되면 컨디셔너를 올리기 전에 밸브를 닫는다· .

보드 브러쉬 사용

선택형 보드 브러시를 사용하면 빙상장 둘레의 대셔보드 킥플레이트 옆에 수집된 눈과 얼음을 휩쓸어서 

고품질의 빙면 생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을 뿌리기 전에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 . 

대셔보드상의 얼음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며 빙면 테두리 부분의 얼음을 생성하는데 필요하다 보드 , . 

브러시는 일반적으로 빙면 둘레 첫 번째 작업 중에 사용된다.

보드 브러시 작동법 :

· 계기판에 있는 컨트롤밸브를 작동시키는 보드브러쉬 스위치를 키면 활성화 된다 그림 참조. ( 6.2 )

컨디셔너 아래로 오거를 장착하고 기기를 전진시키고 계기판 그림 에 있는 보드 브러시 · , ( 5.2)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가 켜진다.

제어 밸브의 작동시 보드 브러시 암 은 빙면에 내리면서 기기의 좌측에서 · (board brush arm)

연장이 가능하다 보드 브러시 모터가 작동한다. .

브러시가 보드에 접하고 눈을 치우도록 대셔보드에 평행하게 기기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 

운전한다 보드 브러시 암 에 부착된 롤러는 대셔보드에 접촉되어야 한다.  (arm) . 

정빙기의 다음과 같은 가지의 이유로 컨디셔너는 가능한 대셔보드에 가깝게 붙여야 한다· 2 .

쓸어낸 얼음은 오거 영역으로 보내지고 컨디셔너에 의해 수집됩니다1) .

스노우 브러시는 모서리에있는 보드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2) .

· 롤러가 대쉬 보드와 접촉 할 때  최적의 브러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기는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보드 브러시 암에는 스프링 작동 기능이 있어 더셔 보드와의 거리가 조금씩 .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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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옆 빙면을 완전히 한 차례 정빙 작업 후 보드 브러시는 스위치를 꺼서 원위치 시킨다· , .

이렇게 하면 브러시 모터 작동도 중지된다.

빙면의 잔여 부분에 걸쳐 추가 정빙 작업을 진행한다· .

빙면에서 과도한 물 제거 작업

강우 또는 빙면이 녹아 물이 많으면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척수 탱크를 비워야 한다.

정빙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 중 이동하고 있어야 한다.:

빙면에 있는 동안 엔진 을 유지하고 컨디셔너를 내려야 한다· RPM 2200~2500 , .

수직 및 수평 컨베이어를 작동한다 세척수 펌프로 전력을 제공한다· . .

운전을 시작하고 초를 기다린 다음 세척수 펌프를 켭니다 펌프가 초 이상 건조되면 · 5 . 30 

임펠러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얼음에서 나오는 과량의 물이 세척 수조의 스크린으로 흐르기 시작해야합니다 세척 시스템의 · . 

물이 스크린으로 흐른 후 과도한 물의 영역 위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

세척수 탱크를 채운다· .

워시워터 펌프와 컨베이어를 끈다· .

컨디셔너의 세척수 밸브를 열어 얼음을 제거하고 세척 수 탱크를 비웁니다 컨디셔너를 · . 

낮추면 추가로 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빙면에서 여분의 물을 제거 시 워시워터 탱크를 비우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로 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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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면에서 슬러시 얼음과 물의 혼합물 제거( ) 

정빙기는 이러한 작업 수행 중 작동해야 한다 :

빙면에 있는 동안 엔진 을 유지하고 컨디셔너를 내려야 한다· RPM 2200~2500 , .

수직 및 수평 컨베이어를 작동한다· .

· 블레이드 조정 핸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빙상면에 닿을 때까지  블레이드를 조정 

하십시오.

제거할 슬러쉬의 영역을 통해 앞으로 전진 한다· .

빙면을 떠나 컨디셔너 올리기 전 컨베이어 오거 작동을 계속할 것 이는 정빙 작업 간에 · , . 

튜브의 슬러쉬 동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컨베이어를 중지한다 컨디셔너를 올리고 폐기 . . 

장소로 이동한다.

빙면에서 슬러시를 제거하고 폐기한 후 물로 컨베이어를 세척한다· , .

컨베이어의 조정 수리 청소작업 전에 스위치를 끄고 스위치에서 키를 , , 

제거한다.

컨베이어 시스템 일부가 연결 또는 막힐 경우 컨베이어는 물로 씻겨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 수행 시 장갑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 것.

물로 오거 세척 시에는 빙면에서 벗어나서 오거 제어 밸브를 중립 위치로 

복귀하며 키 스위치는 상태에서 수행해야 한다OFF . 

작업자는 기기가 빙면에 있는 동안 혹은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하거나 컨베이어 시스템 또는 주변 부속을 치우거나 청소하면 

안된다 작업자는 심각하며 잠재적인 부상 또는 사망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

참고 여분의 물 또는 슬러쉬가 빙면에서 제거되어 폐기 탱크로 이송될 때마다 정빙기 제빙수 탱크는 비어  : 

있어야 한다 제빙 수조 및 덤프 탱크의 물은 본 기기에 과부하 부담을 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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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빙면을 벗어날 경우

정빙작업을 마치고 빙면을 벗어날 때 또는 다른 시간 그림 참조( ) ( 7.5 )

세척수 시스템 밸브를 닫는다 워터 펌프를 끈다 사용했다면· . .( )

자동 스노우 브레이커를 끈다 장착되어져 있다면· .( )

빙면에서 절단 블레이드를 들어 올린다· .

오거 전원을 끈다 자동 제설기 옵션이 장착된 기계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 . 

양쪽 오거를 멈추지 않으면 수평 오거에 접촉하여 스노우 슈트와 작동 실린더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빙수 밸브를 닫는다· .

오거를 정지시키고 컨디셔너 리프트 밸브 손잡이를 조작하여 컨디셔너를 완전히 들어 올린다· , .

외부로 적재물을 폐기할 경우 타월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컨디셔너에서 치운다· , .

빙면 외부 작업

다음 작업은 빙면을 벗어나 외부에서 수행된다.

스노우 탱크 적재물 폐기· .

덤프 탱크 밸브 손잡이를 작동하여 덤프 탱크를 올린다 눈이 폐기처리 되면 탱크를 내린다· . .

탱크가 비워지면 덤프 탱크 안전 지지대로 덤프 탱크를 지지한다   .

컨베이어가 상태에서 덤프 탱크를 들어 올리면 절대 안된다 덤프 탱크를 ON . 

올린 상태에서 컨베이어 블레이드는 노출되어 작동될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탱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정빙기는 움직이면 안된다.

정빙기는 덤프 탱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수평 상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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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포인터

정빙작업 패턴

다음 그림은 양호한 정빙작업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 7.6 정빙작업 패턴   

급회전

정빙기는 유압 릴리프 밸브가 장착된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있다 이 밸브는 바퀴가 어떤 물채에 걸린 . 

경우 또는 작업자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완전히 핸들을 회전할 경우에 작동한다.

운전 중 멈춘 상태에서 작업자는 계기판의 점멸등과 소리로 알아 차릴 수 있다 이 소리는 스티어링 릴리프 . 

밸브 개방으로 작동되고 유체가 밸브를 통과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또한 컨베이어 속도 저하를 알아 차릴 수 . 

있다 이는 여분의 엔진 동력이 릴리프 밸브를 열고 그것을 통해 유체를 밀어 넣기 위해 사용되기 .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회전 작업은 훨씬 부드러워지며 핸들을 로 하지 않고 기기를 작동하면 . “On relief” 

컨베이어 속도는 저하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기를 조작하려면 작업자는 핸들을 완전히 회전하며 회전시 핸들을 견고하게 유지한 후 스티어링 

정지를 약간 늦춘다 작업자는 릴리프 밸브 개방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상태에 있을 필요없이 . on relief 

회전을 지속할 수 있다.



정빙기 작동

8-1515

과도한 하중

풀 스피드에서 기계를 운전하는 동안 면도날로 너무 깊게 자르면 엔진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엔진 은 정상적으로 정빙작업 동안 작은 저하만으로 유지됩니다 과도한 기계 부하로 인해 엔진 RPM RPM . 

이 과도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이 RPM . RPM

과도하게 떨어지면 다음과 같이 기계의 부하를 줄입니다.

· 풋 페달을 들어 기계의 지상 속도를 늦춥니다.

· 절단 깊이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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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시스템8. 

호스 는 세척수 탱크로부터 컨디셔너에 물을 공급한다A. (A) .

B. Hose B (Figure 8.1) carries water picked up in the conditioner, via pipe B,

from the water pump back to the wash water tank. The water flows through

the filtering screen at which point the water can be recirculated.

C. Hose C (not shown) attached to pipe C (Figure 8.2) supplies water through

the ice making water valve from the ice making water tank to conditioner.

선택형 연결밸브

세척수 전달 밸브 그림 는 추가 제빙수 용량을 위해 세척수 탱크를 제빙수 탱크에 연결되도록 D. D( 8.2)

개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밸브를 열기 전에 세척 탱크를 깨끗이 씻어 내십시오. .

중요 사항 : 제빙 수조가 반쯤 비울 때까지 이 밸브를 열지 마십시오 탱크가 가득 차있을 때 밸브를 열면 . 

탱크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8.1 워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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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컨디셔너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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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제빙수 시스템 

그림 8.4 세척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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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블레이드 보수9. 

정빙기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블레이드를 예리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건은 링크에 따라 다르지만 경험에 . 

따르면 일반적으로 절단 블레이드는 무뎌지므로 일간 작업 후 재연삭할 필요가 있다5~7 .

절단 블레이드는 매우 날카로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블레이드가 . 

날카로운 여부를 불문하고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날카롭거나 둔하거나에 .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갑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블레이드 칼집에 넣은 상태에서 취급할 것. 

블레이드 교체 또는 컨디셔너 아래에 접근 시 컨디셔너 아래에 날 받침대를 

둔다.

블레이드 교체

블레이드를 교체 할 때 블레이드가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블레이드 고정 막대의 표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림 조립하기 전에 볼트에 소량의 윤활제 예 안티 사이즈 를 바르십시오 이렇게 ( 9.4). ( : ) . 

하면 특히 스테인레스 강철 하드웨어로 마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레이드 볼트를 교체 할 때 . 

중심 너트를 먼저 조이고 블레이드 끝을 향해 작업하십시오 외부 볼트는 마지막으로 조여야한다. .

제거 후 사용된 날이 무딘 블레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연마 하여야한다 연마에 관한 , ( ) . 

부분은 연마 회사에 문의할 것 블레이드는 . 240-260 각도로 날카롭게 연마되어야 한다 .

새로운 블레이드

날이 신제품인 경우 구멍의 앞 열 을 사용한다(FRONT r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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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블레이드

블레이드가 인치 폭 미만 시 후면 볼트 구멍을 사용 한다4 (10.16 cm) .

참고 블레이드 소재가  대략 인치 가 될 경우 처분한다 : 3 (7.62cm) .

컨디셔너에서 블레이드 조정

양 사이드의 육각볼트를 조정하여 양쪽 컨디셔너 활주면과의 수평을 맞춘다.

그림 9.1 컨디셔너에서 블레이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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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휠

센터 핸드 휠 로 블레이드 각도를 변경한다 블레이드가 각 활주면 러너 과 수평이 (center hand wheel) . ( )

되어있으면 핸드휠 조종으로 삭빙 깊이를 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9.2 센터 핸드 휠 조정  

아래에 표시된 화살표는 를 낮추기 위한 회전작업 상태를 보여준다BLADE .

블레이드 각도 및 깊이 조정 방법 

그림 9.3 블레이드 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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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장착

블레이드 지지대 블레이드 (5K-78890) (5K-33630)

볼트 결합 순서

그림 9.4 블레이드 지지대  

블레이드 지지막대의 끝은 약 높이가 깎여서 가공 작업된다 빙면의 한 쪽 절단부가 절단부에 0.08“( 0.16cm) . 

결합된다.

블레이드는 장착 할 때 우선 두 개의 중간 볼트 체결 후 점차 바깥쪽으로 작업한다, .

블레이드는 매우 날카로우므로 가능한 날 덮개를 씌우고 처리하여 절단사고를 

피한다.

블레이드를 교체 시 컨디셔너 아래에 블록을 받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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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각도 및 절단 깊이 설정방법

단계1 센터 핸드 휠콘트롤을 회전시켜 칼날 각도 조정판 그림 과 칼날의 각도를 약 로 설정 : ( 9.6) 10° .

단계2 칼날의 선단부를 두 개의 컨디셔너 활주부 와 수평으로 맞춘다 : (runner) .

아래 그림과 같이 정렬 상태 획인을 위하여 와셔 큰 동전 또는 칼날 조정 도구 부품 번호 , ( 84-01100)

를 사용하면 매우 도움 된다.

날이 날카로우므로 주의할 것.

참고 칼날이 양 활주부와 수평이 되면 대다수의 칼날은 그림 에 표시된 바와 같이 활주부 밑으로 약  : 9.4 , 

에 위치할 것이다0.08"(0.16cm) . 

절단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깎이므로 이므로 블레이드를 0.08" (heavy cut)

약간 상승시키기 위해 핸드 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새로운 폭 . ( 5 "

블레이드에서 핸드휠 회전은 대략 과 동일하다1.25 0.08“ .)

블레이드 조정 도구가 컨디셔너 러너 아래에 정렬되서 미끄러질때까지

 그림 9.5 컨디셔너 활주부와 와 블레이드 정렬  (r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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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각도 조정판

블레이드 각도 조정판은 컨디셔너 좌측판 내부에 위치한다 그림 블레이드 유지 막대가 정렬되면 ( 9.6) 

블레이드 각도는 약 이다10° .

그림 9.6 블레이드 각도 조정 플레이트  

날개 각도 게이지 도 사용될 수 있다 도구의 각진 면을 블레이드 아래쪽에 놓는다(84-01100) . .

공구의 평면이 활주부와 평행하면 블레이드는 제대로 각도가 잡힌 상태이다 그림 참조. ( 9.7 ) 

그림 9.7 블레이드 각도 조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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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셔너 다운 압력

컨디셔너 하부 압력 시스템의 목적은 블레이드에 하향 압력을 가하여 기계의 절삭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향 압력 스프링 조정 절차

· 컨디셔너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면 바닥이 깨끗해진다.

· 잠금 너트 를 느슨하게 하십시오A .

· 고정 나사 를 풀고 스프링이 손으로 조이면 조이십시오 렌치를 회 완전하게 B " " . 3 ~ 4 

조이십시오.

· 잠금 너트 를 조입니다A .

· 위의 과정을 반대편에서 반복하십시오.

스프링 장력은 이제 작동 모드에서 적절한 다운 압력에 맞춰 설정됩니다.

참고 아래로 누르는 스프링 부품 번호 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평하지 않고 : ( 1L-67540)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프링 수명을 늘리려면 컨디셔너를 압력을 가하지 않고 바닥 블록 위에 정빙면 사이에 낮추어야 합니다 

기계가 들어 올려지면 않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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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저 사용

아이스 링크의 일반적인 작업을 하다보면 빙면 가장자리가 눈으로 쌓이는 경향이 있다 제거하지 않으면 , . 

축적물로 인하여 정빙 작업이 어렵고 주변 스케이트 이용자에게 안전 위험이 될 수 있다.

A

가장자리에 얼음 축적으로 

블레이드는 적절한 

절삭작업을 할 수 없다.

B

잠보니에 에저를 부착. 

컨디셔너에 부착하여 보드 

인근 링크 주위를 차 작업1

C

잠보니 파워 에저.

테두리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시 걸어다니며 작업함

D

테두리 부분 작업 후 보드 

인근을 본 기종으로 

작업하며 정빙 패턴 완료

그림 9.8 잠보니 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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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저 부착물

컨디셔너 운전석 측면에 에저를 단단히 탑재 후 아래와 같이 세 곳에 볼트로 단단히 결속한다.

두 개의 블레이드 조정 세트 나사를 돌려 에저 블레이드의 절삭 깊이는 조절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별 운용 시 에저를 사용한다.

보드 옆으로 천천히 운전 작동한다 컨디셔너를 충분히 낮춘다 블레이드 조정 핸드 휠을 시계 · . . 

반대 방향으로 돌려 컨디셔너 블레이드를 올린다.

컨베이어를 작동한다· .

에저를 대셔보드 가장자리에 붙이며 보드 측면을 따라 바퀴 삭빙한다· , 1~2 .

에저 조립품을 분리한다· .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이스 링크를 정빙한다· .

에저를 사용할 때 천천히 운전한다 에저를 사용하는 동안 정빙기의 앞면이 . , 

벽을 밀것 같은 경향이 있다.

참고 에저 블레이드를 날카롭게 유지한다 : .

그림 9.9 에저 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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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운전10. 

비상 핸드 펌프

비상 핸드 펌프는 기기의 뒤쪽에 위치한다 펌프의 핸들은 운전자 비상 시 찾을 수 있는 장소에 . 

보관하여야한다.

목적 비상 핸드 펌프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컨디셔너 또는 스노우탱크를 올리기 위해 사용된다 :  .

비상 핸드 펌프 작동

원하는 기능을 작동하면서 핸드레버를 작동합니다 그림 .( 10.1)

컨디셔너를 높이려면 핸드 펌프 레버를 펌핑하는 눌렀다 올리는 동안 컨디셔너 작동 밸브 레버를 올린다, ( ) , . 

만약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유압오일을 체크하라, .

그림 10.1 비상 핸드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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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유압 바이 패스 밸브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기계를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압 펌프에 있는 비상 바이 패스 밸브를 , 

열어야합니다 그림 참조( 10.3 ). 

이 밸브는 유압 펌프에 위치하고 엔진 실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더장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 (

그림 및 참조 바이 패스 밸브를 열려면 흡입 호스에 묶어서 제공된 조정 도구 부품 번호 5.5 10.3 ). (

또는 를 사용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시키십시오C4-00157 84-05870) 2 .

그림 10.2 유압 펌프 바이패스 밸브  

참고:

· 이 시스템은  기계를 천천히 밀거나 당기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한다

· 바이 패스 밸브는 정상 작동을 위해 완전히 닫혀 있어야합니다.

· 견인 거리를 연장하려면 드라이브 샤프트를 분리하십시오.

· 견인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 기계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되면 항상 밸브를 닫습니다 바이 패스 공구를 유압 호스에 다시 .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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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오가 유압흐름 정지

잠보니 회사의 정빙기 모델은 수직 오가 유압흐름을 막는 밸브가 장착되어있다 밸브는 스노우탱크 446 . 

앞쪽에 위치한 일반적으로 열려있는 전기 스위치에 의해 제어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능한다.:

스노우탱크를 내리면 오가를 회전시키는 유압 모터로의 흐름을 허용하게 밸브가 열린다1) , .

스노우탱크가 올라가면 유압모터로의 흐름을 막게 밸브가 닫힌다2) , .

스노우탱크를 올렸을 때 수직오거의 역회전을 시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모터에 커다란 3) . 

힘이 가해져 모터가 파손되는 원인이 된다.

시스템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동하려면 솔레노이드 밸브는 스노우탱크가 내려진 상태로 운행중일 때 항상 , 

작동해야 한다 밸브 코일은 밸브가 작동하는 시간에 따라 뜨거워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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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리 정보11. 

보관관리 영역

보관관리 영역

본 기기와 관련된 대량의 물로 인하여 동결점 이상의 방에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보관소는 가능한 한 . 

링크의 가장자리에 가까워야하며 보관소와 링크 사이 표면은 오물이 빙면에 축적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보관소와 빙면 진입통로는 동일한 높이가 되어야 한다. , .

스토브 용광로 온열기 또는 표시등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같이 모든 화기 스파크 또는 기타 점화원은 , , , 

연료 저장고 연료 사용 및 충전장소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환기가 잘되는 조건에서 모든 발화원으로 부터 . 

최소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으므로 현지 조례를 확인하십시오20 . .

바닥 배수설비

보관소 바닥은 기기에서 여분의 물과 녹는 눈이 흐르도록 충분한 크기의 바닥 배수구가 있어야 한다.

매일 보관 실내( )

스노우탱크는 탱크를 올린채 안전지지대를 세워 보관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는 공기 순환을 개선하고 부식 및 . 

산화를 줄일 것이다.

여름철 보관관리 팁

· 물 탱크를 비우십시오 제빙 탱크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부식 문제가 없습니다 세척 . . 

탱크는 에폭시 코팅으로 덮인 아연이 풍부한 프라이머 함유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 

커버를 벗기고 도료의 손상 여부를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도장 보수를 . 

하십시오.

유지 보수 자료에서 권장하는 대로 베어링 표면에서 수분을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섀시와 · 

정빙기 부위에 윤활유를 처리한다.

가능하면 건조한 밀폐된 지역에 기기를 보관한다· .

· 가능하면 수평면에 기기를 주차하십시오 기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차된 경우 구르지 않도록 . 

휠 초크로 막아야합니다.

가능하면  기기를 블록에 올려 중량이 타이어에 부하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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