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E3QB-KR/E3QW-KR

설치 설명서

주의

1. 급전 전원 : AC100-240V, 주파수 50HZ/60HZ 

2. 사용 환경 : 0-40℃ 

3.전원 플러그나 콘센트 주위의 쓰레기나 먼지는 정기적으로 제거해 주십시오.

4.실외나 물이 튀는 곳등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또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뽑고 꽂지 

말아 주십시오.

5.컨트롤러에는 전자 부품이나 금속 등이 있으므로 폐기 시 현지 법령에 따라 주십시오.

6.모든 부품을 조립한 것을 확인하신 후 사용하십시오.

7.설명서를 잘 읽고 내용이나 사용방법을 이해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8.V 리브드 벨트와 플레이크 장치하기 때문에 가벼운 소리가 날 수 있어서 안심하십시오.

9.전원 코드를 손상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전원 코드가 손상된 상태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10.조절 장치를 조정할 때 손이나 다리를 끼지 않도록 성인 2명 이상이 조작해 주십시오.

11.아이에게는 데스크 청소 등을 시키지 않습니다.

12.높이 조절 중에는 다리 등의 기동부는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13.높이 조절할 때 상판 주위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14.설명서나 포장 등을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표시는 해당 제품이 다른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지 않아야 함을 나타

냅니다.자의적인 처리로 인한 환경 및 인류에 대한 잠재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재자원의 지속가능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사용하신 기기를 반납하실 때에는 회수 및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구

매하신 소매인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그들은 환경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

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art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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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of Components

사양

액세서리

하중 100 kg

최대 스피드 32 mm/s

전압 100 - 240 V

높이 조절 범위 690 - 1180mm

좌우 신축  1100 - 1800mm

0 – 40 ℃

사용 빈도 2분 계속 작업 후 18분 정지

온도

A B

스패너4x4mm　 스패너5x5mm

C x16x8

주의: 아래의 그림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일부 경우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구의 누락이나 설치상의 문제가 있으면 고객 서비스로 연락해 주십시오.

부품 리스트

설치 단계1:접이식 다리 프레임② 설치합니다

기둥의 나사와 나사구멍의 
위치가 일치할 때까지 다리 
프레임을 펼치십시오.

나사M6 나사ST4.2

x1 x1

그림과 같이 다리 프
레임을 펼칩니다.

설치 단계2: 지지판 ③ 설치합니다

설치 단계3: 접이식 다리 프레임 ②의 지지대를 늘립니다

끼워 넣다

끼워 넣다

지지판 ③을 접이식 다리 프레임 ②에 끼웁니다.

늘이다

떼어내다

늘이다

4x4 스패너(A)로 지지대 안쪽나사 4개를 떼어냅니다.
지지대를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지지대 바깥쪽 나사 4개
를 풀어 줍니다.

지지판 ③을 꽂은 후 스패너(A)로 나사를 조입니다.1.발 x2

2.접이식 다리 프레임 x1

3.지지판 x2

4.케이블 트레이 x1

5.컨트롤러 x1

6.전원 연결선 x1

7.케이블 클립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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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단계6: 케이블 트레이에 컨트롤 박스를 연결합니다

설치 단계7: 케이블 트레이④ 설치합니다

다리 연결선 포트

전원 연결선 포트

컨트롤 연결선 포트

설치 단계4: 데스크의 발 ① 설치합니다

설치 단계5: 상판 설치합니다

B x8

A

4x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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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x12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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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용 나사로 컨트롤러(5)를 상판에 
장착합니다.

5

5

6

4 x 4 스패너 (A)와 나사 (B) 8개를 사용하여 데스크의 발을 프레임에 고정합니다.

스텝(step)3에서 떼어낸 나사를 사용하여 케이블 트레이④를 지지대에 설치합니다.스패너(A)로 나사를 
조입니다.

그림과 같이 나사(C) 12개로 상판과 다리 

프레임을 고정합니다.

케이블 클립⑦으로 케이블을 정리합니다

스텝(step)3에서 떼어낸 나사를 사용해 케이블 트레이④를 지지대에 설치합니다. 스패너(A)로 나사를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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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처리

만약 아래 표에 이상이 없다면 공급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모든 이상이나 오류는 제조사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습

이상 현상

전원을 연결한 후 아래나 위 버튼을 
눌러 무반응

전원을 연결한 후 아래 버튼을 
길게 눌러 무반응 

상승과 하강 고도가 부족하다

과로(Duty cycle:Max 2min on
/30min OFF) 

장비 자주 리셋

장비 하락

올아갈 뿐 내려가지 않다

모터 동작은 사용자의 요구대로 가지 않다

상승 속도가 느리다

처리 방법

1.연결선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2.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연락하십시오.

1.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연락하십시오.

1.다시 리셋 

2.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연락하십시오.

1.장비 부하가 100kg을 초과했는지 확인 

2.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연락하십시오

1.장비 부하가 100kg을 초과했는지 확인 

2.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연락하십시오

1.근무 시간이 너무 길면 30분 휴식을 권장하다. 

2.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 연락하다.

1."M"과 "3"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른 후, 

버저가 두 번 연속 울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리셋 

2.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연락하십시오

컨트롤러 소개&사용방법

컨트롤러

버튼 소개 

(1) "▲": 위 버튼 

(2) "▼": 아래 버튼 

(3) "1": 기억되고 있는 고도 위치 1. 

(4) "2": 기억되고 있는 고도 위치 2. 

(5) " ": 기억되고 있는 서 있는 위치 3, 그리고 LED에 3을 표시. 

(6) " ": 기억되고 있는 앉은 위치 4, 그리고 LED에 4를 표시. 

(7) "M": 높이를 기억하는 메모리 버튼; 잠금 버튼(lock)  

사용 방법 

·잠금 버튼(lock) 
a. M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눌러 핸드 스위치는 잠깁니다. 다시 한번 5초 이상 길게 눌러 잠금이 해
제 됩니다. 
b. 잠기면 표기등이 켜집니다. 
c. 잠금을 해제하면 핸드 시위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 기능 
위 버튼, 아래 버튼을 눌러 데스크가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LED화면에 데스크의 고도를 표시합
니다. 

·메모리 설정 방법 
a.위 버튼, 아래 버튼을 조작해 기억하고 싶은 고도로 조절해 주세요. 메모리 버튼 M을 누르면 
LED화면에 「5-」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1', '2', 를 누르면 현재의 고도가 기억이 됩니다. LED에
는'   ' '   ' '   ' '   '  을 표시합니다. 
b.버튼 '1' '2' '  ' '  ' 를 누르면 데스크는 기억되고 있는 고도까지 동작합니다. 

· 장애물 감지 기능 
a.위 버튼과 아래 버튼을 동시에 5초 이상 눌러 장애물 감지 기능 감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R-3, 
R-2, R-1, R-0 4단계가 있습니다. 
b.R-0은 장애물 감지 기능을 오프(off); R-1은 저감도; R-2는 중감도; R-3은 고감도입니다. 초기
설정은 R-3 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 감도를 사용하기 위해 바로 장애물 기능을 작동하면 저감도로 
조절해 보세요. 

·고장 처리 방법 
a.리셋. LED화면에 「     」 를 표시하면 아래 버튼을 계속 누르고 데스크는 한 번 더 낮은 위치에 입
고 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LED 화면에 69cm 표시하면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b.E01과 E02를 표시했을 때 18분 후를 재조작해 주십시오. 
c. 아래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될 때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콘센트를 1 0초 이상 뽑은 후 전원을 연결합니다. 전원 접속 후 리셋 해주세요.

1.연결선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2.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연락하십시오

1.장비 부하가 100kg을 초과했는지 확인 

2.공급업체나 판매업체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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