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식 손잡이(로크 포함) 사용 방법

취급 설명서

아래의 가동식 손잡이는 로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로크 기능이 없는 「NS-CM4」는
손잡이가 수평 상태일 때만 손잡이로 사용하십시오.

고객용

항균제 함유 보조 손잡이

Ai-no-te NS 시리즈

경고
로크 기능이 있는 손잡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로크가 걸리는 위치에서 로크를 고정하십시오. 또 사용 후에도 나중에 사용할

반드시 실행

안전상의 주의

만일의 비상시에 대비하여 사용 전에 본서를 잘 읽으신 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또 이곳에 표시된 주의사항은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로크를 고정해 두십시오. 로크를 고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용어 및 기호, 그림 표기의 설명

NS- CM1n

가로 가동식

경고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된 취급을 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된 취급을 하면 물적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ㅤㅤ기호는 주의(경고를 포함)를 촉구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림 속이나 근처에 구체적인 주의 내용(왼쪽 그림의 경우는 감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ㅤㅤ기호는 금지 행위(해서는 안 되는 일)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림 속이나 근처에 구체적인 주의 내용(왼쪽 그림의 경우는 분해 금지)이 그려져 있습니다.
ㅤㅤ기호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반드시 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림 속이나 근처에 구체적인 주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용하기에 앞서
1

로크의 해제

2

검은 레버를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시켜 로크를 해제하고 손잡이를
가동시킵니다.(가동이 시작되면 레버를
놓아도 로크는 걸리지 않습니다.)

NS-CM3

45°로 로크해서 사용

45 ° 위치에서 로크가 걸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시켜 로크를 해제하면 손잡이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3

90°로 로크해서 사용

90 ° 위치에서 로크가 걸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시켜 로크를 해제하면
손잡이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
금지

정기적으로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흔들림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실행

젖은 손이나 비누가 묻은 손으로 손잡이를 사용할 때나 손잡이가 젖어 있거나 비누가 묻어 있을
때는 충분히 주의해서 사용한다.

세로 가동식

손이 미끄러져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

반드시 실행
반드시 실행
1

로크의 해제 (그림은 90° 로크 상태)

검은 레버를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시켜 로크를 해제하고 손잡이를
가동시킵니다.(가동이 시작되면 레버를
놓아도 로크는 걸리지 않습니다.)

손잡이의 파손 및 탈락으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2

45°로 로크해서 사용

45 ° 위치에서 로크가 걸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시켜 로크를 해제하면 손잡이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3

0°로 로크해서 사용

0 ° 위치에서 로크가 걸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시켜 로크를 해제하면
손잡이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

반드시 실행
반드시 실행

금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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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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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사용자의 경우, 보호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사용자가 손잡이를 헛잡는 등에 의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손잡이와 벽 사이에 손이나
팔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서 사용한다.
손이나 팔이 끼이는 등에 의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동식 손잡이(세로 가동식·가로 가동식)을 조작할 때는 가동 범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
손잡이에 신체를 부딪쳐 넘어지는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가동식 손잡이(로크 있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로크의 잠금 여부를 확인한다.
로크가 확실하게 잠겨있지 않고 로크가 빠짐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라벨을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오사용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가동식 손잡이는 천천히 조작한다.
난폭하게 조작하면 손잡이가 파손되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분해·개조는 하지 않는다.
손잡이의 파손 및 탈락에 의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손잡이 이외의 용도(매달리거나 위에 올라타거나 흔들거나 걷어차거나)로 사용하지 않는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손잡이가 빠지거나 하여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강한 충격은 주지 않는다.
손잡이의 파손 및 탈락에 의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하기에 앞서

손질 방법

경고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가동식 손잡이의 가동 시에는 손가락을 끼우지 않는다.

갓나무의 오염은 일상의 손질로 미관·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손질로 깨끗해지지 않는 오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손질해 주십시오.

가동부에 손가락을 넣어 손잡이를 가동시키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물걸레질 또는 가정용 세제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십시오.

손때 등

세로 가동식 손잡이(로크 없음)가 튀어 올라온 때는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정용 세제를 사용할 경우는 부드러운 천을 중성세제의
1~2%의 수용액에 적셔 잘 짠 후에 오염을 닦아내고,
마지막에 물걸레질과 마른걸레질을 하여 세제분이 손잡이
표면에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손잡이 부분이 가동함에 따라 넘어져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뿌리지 않는다.
가동식 손잡이의 가동부에 물을
가동식 손잡이의 기능을 잃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손잡이에는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는다.
손잡이의 허용 정하중은 연직하중 1000N, 수평하중 300N(연직하중 약 100kgf, 수평하중 약 30kgf)입니다.
이 하중 이하라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주의
부탁

기름, 크레용 등의
오염 이물의 부착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

세제를 사용할 경우는 부드러운 천을 중성세제의 1~2%의
수용액에 적셔 잘 짠 후에 오염을 닦아내고, 마지막에
물걸레질과 마른걸레질을 하여 세제분이 손잡이에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마른 걸레질을 하십시오. 오염이 심할 때는 부드러운
천을 중성세제의 1~2%의 수용액에 적시고 잘 짠 후에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십시오.

불 엄금

금지

담배 등의 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크림 클렌저는 너무 문지르면 광택이 사라지므로
주의하십시오. 광택이 사라진 경우에는 광택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 광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손잡이가 타거나 녹아
、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알칼리·산성(약산성 포함)·염소계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알칼리성 세제 및 산성 세제, 염소계 세제를 사용하면 부품이 변색이나 열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찰과상·베인 상처

권장품 이외의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는다.
금지

가정용 세제, 강력 세제(감귤류 세제)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십시오. 잘 없어지지 않는 오염은 권장품 크림 클렌저로
닦아내십시오.

샌드 페이퍼, 광택제를 이용해서 마무리하십시오,
샌드 페이퍼는 거친 것부터 부드러운 것(#120→
#240~#400→#1000)의 순서로 문질러서 마무리하십시오.
샌드 페이퍼로 사라진 광택은 광택제를 묻힌 천으로 광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권장품 이외의 크림 클렌저, 나일론 수세미 등의 훼손되기 쉬운 것을 사용하면 부품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장품
○가정용 세제

○크림 클렌저

Mypet(Kao)
Magiclean(Kao)

Homing Tough(Kao)
Jif(Nippon Lever)

○강력 세제

○광택제

Orange ace(Daikyo)
Orange man(yuwa)

Rinrei all 왁스(Rinrei)

○샌드 페이퍼
사포(홈센터 등에서 구입)
거친 사포： #120
미세한 사포： #240 ～ #40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