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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타이어 휠바란스 T94는

에서 제작된 장비로 아래와 같이 유럽 안전 규격에

의거하여 제작된 장비 입니다. 장비 사용시 제작 회사에서 권고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장비 사용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 손상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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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시 안전 규정

1. 타이어 휠바란스 사용은 반드시 장비 사용 교육 및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 교육을 받은 작업자 만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타이어 휠바란스 작업시 작업자 외 타인이 작업 반경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자 또한
안전한 작업 반경에서 타이어 휠바란스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3. 장비의 점검 및 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전기를 분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각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4.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경고 및 위험 표시 라벨을 떼어내지 마십시요. 이 라벨은 장비 작동 시 작업자

에게 발생할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5.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경고 라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장비 작동시 각각의 움직이는 부위로 인한 작업자의 신체적 손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자가 부주의 할 경우 각각의 움직이는 부위에 의하여 작업자의 신체적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7. 장비 작동시 장갑, 소매 긴 옷, 헐거운 옷등 부적절한 작업복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신체적 손상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적한 작업복을 착용한 후 장비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8. 장비가 설치될 공간은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장비 사용자는 제공
하여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장비 설치 장소가 습하거나, 물기가 있는 베어 나오는 장소일 경우 작업자
에게 전기적 쇼트를 발생시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9. 장비를 작업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이 변경으로 인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어
작업자의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장비 변경은 불허합니다.
10. 장비 수리는 반드시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장비를 사용자가 점검할 내용이 아닌 사항에 관련
하여 장비 수리시 안전 사항 불 이행으로 신체적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11. 부적절한 작업 방법 및 무리한 방법으로 인한 작업은 장비의 손상 및 신체의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규정 빛 정상적인 방업으로 작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시리얼 번호

장비 설치일

대리점 확인

T94
부품 체크 리스트 :
1. 바란스 콘

개

6. 칼리브레이션 납(300g)

개

2. L/T 트럭 콘 킷트

개

7. 유니버셜 아답타

개

3. 납망치

개

8. 10홀용 아답타

개

4. 림측정 자

개

9. 8홀용 아답타

개

5. 퀵 척

개

10. 홀 번호 측정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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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장비 사용 방법
▶ 장비의 주요 명칭

A

자동 거리자

H

휠샤프트

B

15" 칼라 모니터

I

메인 스위치

C

키페드

J

에어 레귤레이터

D

플랜지 홀더

K

핸들링 홀

E

콘 홀더

L

휠가드

F

액세서리 박스

M

리프트 컨트롤

G

납 보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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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거리, 직경, 폭 데이터 입력 방법
1. <그림 1> 에서 처럼 거리자를 림 안쪽으로 갖다댄다.
자동으로 데이터 입력 화면으로 넘어간다. 거리자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한 위치에 측정
하여야 정확한 바란스 측정값을 얻는다.

<그림 1>
2. 휠과의 거리 수치가 정확히 입력될 때까지 림안쪽으로 거리자를 대고 있는다.

3. 수치를 입력하고 거리자를 원위치 시키면 휠폭을 입력할 준비를 한다.
4. 림폭을 정확히 모를 경우는 림측정자를 사용한다.(그림2)

<그림 2>

5

5. 림폭은 키보드 상의

와

키를 사용하여 맞는 수치를 선택한다.

6. 림폭 수치가 선택되었다면

키를 누른다.

7. 직경도 림폭과 마찬가지로

와

8. 림폭 수치가 선택되었다면

키를 누른다.

9. 마지막으로

키를 사용하여 맞는 수치를 선택한다.

아이콘을 눌러 림 제원 입력 프로그램을 나간다.

10. 입력이 완전히 완료되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 회전시킨다.
11. 감지가 완료되고 회전이 멈추면 언바란스양이 나온다.
12. 언바란스양이 나온자리에서 스톱 버튼을 눌러 휠을 고정 시킨다.
13. 그자리에 언바란스 양의 바란스 웨이트를 취부한다.
14. 고정되어진 휠은 스톱 버튼을 한번 더누르면 고정 되어진 휠이 풀린다.
15.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 회전 시킨다.
16. 회전이 멈추고 제로가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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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거리, 직경, 폭 데이터 수동 입력 방법
만약 거리자가 고장이 생기면 아래와 같은 수동 모드로 시행한다.
1. 유틸리티 프로그램

으로 들어가서

아이콘을 선택한다.

2.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나오고 수동으로 수치를 입력한다.
림폭을 인치로 입력한다.

▶ 키보드

사용

림직경을 인치로 입력한다.

▶ 키보드

사용

▶ 키보드

사용

거리를 밀리미터로 입력한다.

수동 입력이 완료 되면 림제원 수동 입력 프로그램을 나간다.
매뉴얼 수치를 조정할 때 궁금점이 있으면 사용한다.
3. 입력이 완전히 완료되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 회전시킨다.
4. 감지가 완료되고 회전이 멈추면 언바란스양이 나온다.
5. 언바란스양이 나온자리에서 스톱 버튼을 눌러 휠을 고정 시킨다.
6. 그자리에 언바란스 양의 에이트를 취부한다.
7. 고정되어진 휠은 스톱 버튼을 한번 더누르면 고정 되어진 휠이 풀린다.
8.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 회전 시킨다.
9. 회전이 멈추고 제로가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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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바란스 메인 화면 설명

1

2

3

4

5

6

7

9

8

10

11

1. 다이나믹 스텐다드 프로그램 - 스틸 휠 또는 알루미늄 휠에서 내측/외측 클립형 일반적인 바란스 납 사용시
2. 알루미늄 휠에서 붙이는 납 + 클립형 납 사용시 사용 프로그램
3. 스태틱 휠 바란스 사용시 사용 프로그램
4. 휠바란스 칼리브레이션 사용시 사용 프로그램
5. 자동 거리자 이상시 수동으로 림 데이터 입력시 사용 프로그램
6. 유틸리티 프로그램 ( 휠바란스 장비 보전 기술자 사용 프로그램 )
7. 휠바란스 장비 셋팅 프로그램
8. 도움말 프로그램
9. 현재 휠바란스 그램 수 화면 표시 단위 표시
10. 다이나믹 스탠다드, 알루미늄, 스태틱 프로그램등 현재 사용 모드 프로그램 표시
11. 승용차 휠바란스 모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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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다드 휠바란싱 프로그램 설명
휠 바란스 작업 전에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타이어 비드가 림에 정확히 안착되도록 타이어 교환기에서 정확히 조립한다.
2. 타이어 규정 공기압을 준수한다.
3. 휠을 바란스에 장착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4. 휠이 회전 되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확인한다.
5. 바란스 측정 전 이전에 붙어있던 납을 제거한다.
6. 휠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 다이나믹 밸런싱(스탠다드)
장비 스위치를 키면 항상 스탠다드 밸런싱 모드로 선택되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1. 휠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2. 스타트 버튼을 눌러 타이어를 회전 시킨다.
3. 감지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정지 된다.
4. 언바란스양이 나오는 위치를 타이어를 손으로 돌려 맞춘다.
5. 스톱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가 걸린다.
6. 그위치에서 납을 취부하고 다시 스톱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가 풀린다.
7.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 회전 시킨다.
8. 자동으로 정지 되고 제로가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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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선택.

▶ 알루미늄 전용 림 휠바란싱 프로그램 설명
알미늄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붙이는 납 및 클립형을 동시 사용 및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한다.

ALU 1

림 디스크의 안쪽에 내측 / 외측 붙이는 납

ALU 2

안쪽은 클립형으로 취부 / 바깥쪽은 림 안쪽에 붙이는 납

ALU 3

안쪽은 붙이는 납 / 바깥쪽은 림 에지에 붙이는 납

ALU 4

안쪽은 클립형 납 / 바깥쪽은 붙이는 납 사용

ALU 5

안쪽은 붙이는 납 / 바깥쪽은 클립형 납 취부

알루미늄 림의 특성에 따라 납 취부 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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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틱 휠바란싱 프로그램 설명
휠밸런싱을 한쪽면으로 취부할 수 있다. 휠의 가운데쪽에 붙이는 납을 사용하여 붙여준다.

1. 메인메뉴에서

아이콘을 선택한다. 한쪽 방향에 납을 붙이는 그림이 나온다.

2. 휠 직경을 선택한다.(스태틱 모드에서는 림폭과 거리 데이터는 필요치 않음)
3. 스타트 버튼을 눌러 타이어를 회전 시킨다.감지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정지 된다.
5. 언바란스양이 나오는 위치를 타이어를 손으로 돌려 맞춘다.
6. 스톱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가 걸린다.
7. 그위치에서 납을 취부하고 다시 스톱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가 풀린다.
(붙이는 납으로 휠의 중앙에 붙여 준다)
8.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 회전 시킨다.
9. 자동으로 정지 되고 제로가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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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바란스 칼리브레이션
▶ 휠바란스 그램 제로 칼리브레이션 방법

아래와 같이 휠바란스 메인 화면에서 칼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칼리브레이션 프로그램 선택 후

를 클릭하면 "센스티비티 캘리브레이션을 시행 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때 체크 표시에 클릭한다.
소형 승용의 보통 사이즈(5"*14")의 타이어와 휠을 준비한다.
1. 휠의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 타이어를 돌려준다.
2. 타이어가 멈추게되면 100그램이 나오도록 타이어를 손으로 돌려준다.
3. 화면에 표시된것과 같이 정확한 위치인 휠의 안쪽면 12시 방향에 100그램의 표준납을
취부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 타이어를 돌려준다.
4. 타이어가 멈추면 100그램 납을 제거하고, 휠의 반대편 100그램이 나오는 자리까지
타이어를 돌려준다.
5. 화면에 표시된것과 같이 정확한 위치인 휠의 바깥쪽면 12시 방향에 100그램의 표준
납을 취부하고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 타이어를 돌려준다.
6. 칼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실시되면 자동으로 정지되고 "O.K" 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7.

아이콘을 선택하여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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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바란스 칼리브레이션
▶ 휠바란스 거리자 센서 칼리브레이션 방법

1.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2. 거리자 센서 칼리브레이션

아이콘을 선택한다.

3. 거리자 센서를 정확히 홈 포지션에 위치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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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mm의 거리로 센서암을 빼낸다. 200mm는 거리자에 붙어 있는 숫자를 읽는다.

5. 키보드에서 엔터

를 클릭한다.

6. 400mm의 거리로 센서암을 빼낸다. 400mm는 거리자에 붙어 있는 숫자를 읽는다.

7. 키보드에서 엔터

8.

를 클릭한다.

아이콘을 선택하여 거리자 칼리브레이션 절차를 빠져나간다.

9. 캘리브레이션이 잘못 되었다면 "Err 20'이 나온다. 이때는 절차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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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바란스 설정 프로그램

▶ 그램수 표시 단위
휠 바란스 표시 단위를 그램수 또는 온스로 화면에 표시하여 주며
작업자가 원하는 표시 단위를 선택한다.

1 그램 단위로 표시

5 그램 단위로 표시

10온스 단위로 표시

4온스 단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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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란스 납 부착 위치 자동 회전 기능
휠 바란스 측정 후 납 부착 12시 위치를 작업자가 손으로 타이어를 돌리지
않아도 장비가 스스로 회전시켜 준다.

기능 사용

기능 사용하지 않음

▶ 메인 화면 상단에 표시하고자 하는 주요 기능 선택 프로그램

1. 휠바란스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메인 화면 상단에 전시하는 기능임.
2. 매번 셑팅 프로그램에서 선택시 번거러움이 있으므로 주요 기능을 사전에 선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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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메시지 설명
에러

에 러

Err 1

제로 바란스 칼리브레이션 에러

다시 칼리브레이션 실시

Err 3

칼리브레이션 절차의 에러

칼리브레이션 납 100gram을 확인하고 다시 실시

Err 4

센서 칼리브레이션 에러

센서 칼리브레이션 재실시

Err 5

알미늄휠 데이터 입력 오류

직경을 정확히 입력 한다.

Err 6

OPT 시행 방법 절차 오류

OPT 방법을 정확히 실시 한다

Err 7

프로그램 선택시 일시적 오류

다시 실시

Err 8

프린터 오류

Err 9

언바란스양 과다(소:999,대:1990g)

언바란스를 제거하고 다시 회전시킨다.

(1) 거리자가 제위치에 없다

거리자를 제위치에 놓고 전원을 껐다가 켠다.

(2) 자동 입력 포텐티오메타가 불량

휠데이타를 수동으로 입력한다

Err 10

내 용

조

치

사

항

Err 20 거리자 칼리브레이션 과정에 위치 불량

정확한 위치에 놓고 거리자 칼리브레이션 다시 실시

Err 23 ALU P프로그램이 완벽하지않다

절차를 다시 정확하게 실시

Err 25 기능없음
Err 27 장비 STOP 정지 시간이 초과 됨

프라임메카낙스㈜ 서비스 요청 02-476-8330

Err 28 정지센서(Encoder) 에러

프라임메카낙스㈜ 서비스 요청 02-476-8330

Err 30 스타트를 했는데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스타트 시킨다

Cr Err 휠카바가 내려있지 않다

휠카바를 내린다

Err Rot 제로점을 찾지못함

에러메세지가 사라질때까지 휠샤프트를 손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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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사용시 주의 사항
이장비의 리프트 용량은 200Kg 까지입니다.
에어를 사용하며 최저 에어 압력은 6 ~ 10bar 까지입니다.
▶ 리프트 사용시 주의 사항
1. 리프트 작동 시 작업자의 손과 다리가 리프트 밑에 끼여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타이어 리프팅 시 정확하게 리프트 위에 위치 시켜야 하며 리프트 상승 또는 하강시 주의.

■ 장비 주기 점검 포인트
1)

칼리브레이션을 월 1회 시행하고 있는가 ?

2)

칼리브레이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

3)

회전 모터의 고무 롤라 마모 상태 점검 ?

4)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 점검 ?

5)

좌우 이송 리프트 롤라 상태 점검 ?

6)

좌우 이송 리프트 콘트롤 밸브 상태 점검 ?

7)

각각의 에어 연결부에서 에어 누출 상태 점검 ?

8)

퀵 클램프 록킹부 상태 점검 ?

9)

메인 샤프트 마모 상태 점검 ?

10) 파손된 부위는 없는가 ?
11) 각부분의 볼트 체결 부위가 양호한가 ?
12) 장비의 청결 상태는 양호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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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전 방법
1. 스위치를 ON 했는데 장비가 켜지지 않는다.
(메인스위치가 불이 안들어오고 모니터에도 불이 안들어 올때)
1) 전원 플러그 빠짐.
- 메인 전원을 확인한다.
- 작업장내 전기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2) 장비의 플러그 불량
- 플러그 상태를 확인하여 손상이 가지않도록 한다.

2. 스위치를 ON 했는데 장비가 켜지지 않는다.
(메인 ON/OFF 스위치에 불은 들어오는데 모니터에도 불이 안들어 올때)
1) 트랜스포머의 FU1~FU6의 휴즈 불량
- 휴즈를 교환한다.
2) 전원 공급장치의 FU4 휴즈 불량(LED3 불이 안들어옴)
- 휴즈를 교환한다.
3) 모니터 스위치가 ON 되지 않음(설치시)
- 모니터 자체에 있는 스위치를 ON 한다.
4) 모니터 전원 콘넥터가 잘못됨(모니터의 뒤쪽에 위치)
- 콘넥터를 확인하고 제대로 꼽는다.

3. 자동으로 거리자를 입력했는데 수동자로 측정한것과 많이 다르다.
1) 거리자 측정센서인 포텐셔메타의 셑팅이 잘못 되었다.
- 수동 방법으로 입력 후 사용하고 프라임메카닉스㈜에 장비 서비스를 요청한다. (02-476-8330)
2. 센서가 캘리브레이션이 안되었다.
-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다.

4. 거리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않되고 Err 10이 화면 하단에 표시 된다.
1) 바란스 메인 전원 스위치를 On할때 거리자 센서가 홈 포지션에 있지 않음.
- 스위치를 Off 하고 센서를 제위치에 놓은 다음 다시 스위치를 On한다.
2) 센서가 캘리브레이션이 안되었다.
-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다.
3) 파워보드에 있는 FU 또는 FU3 휴즈가 불량이다.
- 휴즈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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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타트 버튼을 눌러 회전 시켰는데 타이어가 돌지 않는다.
1) 휠카바가 올려져 있다.
- 휠카바를 내린다.(Cr Err 가 뜬다)
2) 파워보드에 있는 FU1 또는 FU5 휴즈가 불량이다.
- 휴즈를 교환한다.

6. 언바란스 값의 재현성이 불량하다.
1) 타이어 회전 시 휠바란스가 회전 진동에 따라 움직임.
- 장비를 점검하고 다시 스타트 시킨다.
2) 타이어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는다.
- 제대로 된 퀵척을 사용하여 꽉조여준다.
3) 휠 언바란 양을 측정하여주는 픽업센서부 고정 너트가 풀림
- 17mm 스파나 및 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픽업센서 너트 및 볼트를
죠여 준다. 이때, 반드시 휠바란스 제로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실시한다.

7. 휠 바란스 TECO 94 회전모터, 거리자, 트랜스포머, 메인PCB, 파워 PCB, 엔코더 PCB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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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형휠바란스 관리 방법
해당 장비명 : T94
■ 겨울철 대형휠바란스 관리 요령 :
ㆍ 대형바란스의 리프트 및 회전 스타트 / 정지는 에어 작동 방식입니다.
에어에 포함된 수분이 동절기 영하의 기온에 얼어버릴 경우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 스타트 모터 에어 실린더 작동 불량으로 바란스 회전이 않 됨
- 정지 모터 에어 실린더 작동 불량으로 바란스 정지가 않 됨
- 타이어 리프트 작동이 원활히 않 됨
ㆍ 아래와 같이 장비 뒤에 설치되어 있는 수분 제거기의 하단을 눌러 수분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퇴근 시 수분 제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에어 커넥터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ㆍ 휠 바란스 작업 5분전 휠바란스 메인 전원 스위치를 ON 시켜 장비를 워밍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 시 메인 에어 커넥터
를 분리하십시오

수분 제거기 하단을 상부
방향으로 누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