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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새로운 FlexStep V2 휠체어 리프트를 구매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제품은 일반 계단과 

정교한 계단리프트를 모두 제공하는, 미학적이면서도 혁신적인 2-in-1 솔루션으로, 사무실 

또는 그 밖의 다양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FlexStep V 의 사용자 설명서 원본입니다. 이후로, 특별히 표시된 것이 없으면, 

FlexStep V2 에 대해 FlexStep 용어를 사용합니다. 

 

 
리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설정과 설치는, 자격 있는 Liftup 서비스 기술자가 수행하여 올바른 조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잘못 조립될 경우, 의도치 않게 개인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유지보수는, Liftup 의 판매 및 배송 조건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점검 간격과 

관련한 지역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FlexStep V2 는 일반 계단과 휠체어 리프트가 우아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며, 휠체어 

사용자와 두 층 간에 접근이 어려운 보행 장애자들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계단 승강기라는 기능에서 "FlexStep V2"는 "리프트"로 

언급됩니다. 

 

리프트는, 벽이나 리프트에 장착된 작동 패널을 사용하거나, 리모컨(선택적 장비)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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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적합성 선언 

 
 

제조업체: Liftup A/S 

주소: Hagensvej 21, DK-9530 Støvring, Denmark 

전화 번호: +45 9686 3020 

 

이로써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리프트:  FlexStep V2 
 휠체어 사용자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계단 겸용 

리프트  

 

연도: 2019 년 

 

기계류에 대한 지침 2006/42/EU 의 주요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는 다음의 관련 안전 및 보건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EMC 지침:    2014/30/EU 

RoHS 지침:      2011/65/EU 

무선 장비 지침 2014/53/EU (RED) 

 

예를 들어, 다음의 관련 부분이 평가에 사용되었습니다. 

 

ISO 9386-1:2000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전동식 리프팅 플랫폼 

DS/EN 60204-1  기계류 – 전기 기계 장비의 안전성. 

DS/EN 13849-1 및 -2  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분들  

 

 

CEO  Søren Elisiussen 

직위  이름 

   

Liftup A/S, Hagensvej 21, DK-9530 Støvring, Danmark 

장소 

   

2020 년 2 월 10 일   

날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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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 승인 테스트(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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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약관 

 

해당 장비는 리프트로서, 오직 휠체어 사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용만을 위한 

것입니다. 플랫폼에 고르게 분산해서, 최대 부하는 400kg 또는 최대 2 명입니다. 

 

 
리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자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중요! 플랫폼은 화물 선적 팔렛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과중 선적 등, 제품 운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중요! FlexStep 이 계단 모드에서 혹은 계단 모드로 움직일 때는 그 위에 누구도 

있어서는 안되고, 플랫폼으로 기능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요! 이 리프트의 소유자는 12 섹션의 유지보수 안내서에 따라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배터리 또는 전기나 전자 장비를,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지 

마십시오. 이 장치를 폐기할 때는 지역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고르게 분산해서, 최대 부하는 400kg 또는 최대 

2 명입니다. 

 

대중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법률 조항에 따라 올바른 간격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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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사양 

 

   
하단 계단참 위치 계단 상단 계단참 위치 

 

표준 너비의 2+1, 2+2, 3, 3+1, 4, 4+1, 5 및 6 계단 FlexStep V2 에 대한 모든 스케일 도면은 

https://www.liftup.dk/en/products/flexstep/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사양: 

전원:  110 - 240 V/50 Hz(1.1A) 최대: 90 W, 대기시 < 6 W  

승강 용량:  400 kg 또는 2 명 

승강 높이:  0 - 1250 mm 

플랫폼 크기: 

 내부 치수: W 700/800/900/1000 mm - L 900 mm - 1800 mm  

 외부 치수: W 930 – 1230 mm - L 1095 - 2010 mm 

제품중량:  125 - 205 kg 

소음 수준:  < 70 dB 

물과 먼지: >50V: IP67(전원 공급장치) / <50V: IP23 / <10V: IPxx 

속도/온도: °C mm/sec. 

 +40˚C  -   +5˚C 40 mm 

 +5˚C  -  -10˚C 20 mm 

 -10˚C  -  -20˚C 10 mm 

 Max. 200 kg -20˚C  -  -25˚C 10 mm 

승인:  기계류에 대한 지침 2006/42/EU  

듀티 사이클:  2 분 / 5 분  

배터리 용량: 25 ˚C 에서 30 주기. 완전 충전 = 5 시간 

배터리 방전:  10 분 충전 = 1 회 이동  

 

 

모든 무선 구성요소는 다음 표준을 준수합니다. 

EU 2014/53/EU, 무선 장비 지침(RED) 

FCC (USA) CFR 47, Part 15 

DS/EN 62479:2010 전자기장에의 인체 노출과 관련된 기본 제한사항에 대한 

저전력 전자 및 전기 장비의 준수 평가(10 MHz ~ 300 GHz)  



사용자 매뉴얼 - FLEXSTEP V2 - 한국어 버전 05.01 

 
Liftup A/S | Hagensvej 21 | DK-9530 Støvring | 덴마크 | 전화: +45 96 86 30 20 | 우편 주소: support@liftup.dk | www.liftup.dk | CVR DK-1015 3964 

 

 

9 

DS/EN 300 440, v2.1.1  저전력 단거리 장치(SRD), 1 GHz ~ 40 GHz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선 장비, (전자기 호환성 및 무선 스펙트럼 문제 

초안)  

DS/EN 301489-1, v2.2.0  무선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전자기 호환성(EMC) 표준, 초안 

DS/EN301489-17, v3.2.0  무선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전자기 호환성(EMC) 표준  

AS/NZS 4268  무선 장비 및 시스템 – 저전력 단거리 장치 

AS/NZS 2772.2  무선 주파수 영역(평균 전력 <1 mW) 

 

 

모듈 1:  

2.4GHz 저전력 단거리 장치.  FCC ID:  2AK8H-MODULE1 

수신기 등급 3  

치수(L x W x H):  72 x 33 x 10mm / 2.83 x 1.30 x 0.40 in.  

무게:   10 g(0.035 lbs.)  

주파수:   2.410GHz 2.435GHz 및 2.460GHz 

듀티 사이클(충격계수):   < 1%(리모트  페어링을 위한 TX 만) 

전원:   < 0.6mW 제어된 환경  

공급장치:   5,6 V 30mA 

물과 먼지:   IP XX(Liftup 제품 내 장착됨)  

작동 온도:   +5ºC ~ +40ºC/ 41ºF ~ 104ºF  

보관 온도:   -25ºC ~ +70ºC / 13ºF ~ 158ºF  

예상 서비스 수명:   > 5 년  

 

 

손에 들고 쓸 수 있는 리모트 1: 

2,4GHz 저전력 단거리 장치.  FCC ID:  2AK8H-REMOTE1 

수신기 등급 3  

치수(L x W x H): 96 x 47 x 24mm / 3.79 x 1.85 x 0.95 in.  

무게:   48 g(0.11 lbs.) 

주파수:     2.410GHz 2.435GHz 및 2.460GHz 

듀티 사이클:  < 1%   

전원:  <0.6mW 제어된 환경, 누르면서 실행 

배터리:    3 V CR2032 

물과 먼지:    IP 42 

작동 온도:   +5ºC ~ +40ºC / 41ºF ~ 104ºF 

보관 온도:    -25ºC ~ +70ºC / 13ºF ~ 158ºF 

예상 서비스 수명:        > 5 년 

 

 

벽면 장착형 리모트 2: 

2.4GHz 저전력 단거리 장치. FCC ID:  2AK8H-REMOTE2 

수신기 등급 3  

치수(L x W x H):  80 x 64 x 33mm / 3.15 x 2.52 x 1.30 in.  

무게:   75 g(0.17 lbs.)  

주파수:   2.410GHz 2.435GHz 및 2.460GHz 

듀티 사이클:   < 1%  

전원:   < 0,6mW 제어된 환경, 누르면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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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3 V CR2032  

물과 먼지:   IP 42  

작동 온도:   +5ºC ~ +40ºC/ 41ºF ~ 104ºF  

보관 온도:   -25ºC ~ +70ºC / 13ºF ~ 158ºF  

예상 서비스 수명:   > 5 년  

 

 

기술 수정을 위한 권한 보유. 

 

 

 

특허 받은 제품 

 

다음 특허가 제품에 적용됩니다.  

• EP1254858,  

• EP1600416 

 

 

  



사용자 매뉴얼 - FLEXSTEP V2 - 한국어 버전 05.01 

 
Liftup A/S | Hagensvej 21 | DK-9530 Støvring | 덴마크 | 전화: +45 96 86 30 20 | 우편 주소: support@liftup.dk | www.liftup.dk | CVR DK-1015 3964 

 

 

11 

6. 안전 지침 

6.1 설치 및 유지보수 

FlexStep 설치 또는 정비를 직접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 작업은 공인*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호 또는 안전 플레이트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개인 

부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Liftup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6.2 FlexStep 의 의도치 않은 이동 

FlexStep 사용 중 이 설명서에서 설명되지 않은 이동 또는 동작이 일어날 경우, 장치를 

정지시키고   기술 지원에 전화하십시오. 

FlexStep 이 플랫폼으로 평면 이동하지 않으면, 플랫폼을 바닥 높이로 내려서 리프트를 

보정하십시오.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기술 지원에 전화하십시오. 

 

6.3 리프트 이동 

리프트 아래 공간에, 하향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프트가 최저 높이로 이동할 수 없어, 휠체어 리프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체가 리프트 하향 이동을 방해할 경우, 부딪힘 방지(anti-crushing) 안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섹션 6.7 참조). 

 

6.4 개인 부상 방지 

사람이나 물체가 계단에 있을 때는, 계단에서 플랫폼으로, 또는 그 반대로 FlexStep 을 

변형시키지 마십시오. 

개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부딪히거나, 절단되거나,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부상을 입을 위험에 있을 때는 FlexStep V2 사용을 금지합니다. 

작업자/사용자는, 리프트를 작동시킬 때, 어느 누구나 어떤 것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플랫폼 위에 또는 그 근처에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때는, 이들 

이 항상 리프트 작동의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6.5 리프트 과부하 

과부하(고른 분포 시 최대 400 kg) 발생 시 리프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부하 

차단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되면 리프트가 정지되고 알람음이 

울립니다(섹션 10.8 참조).  이러한 경우, 리프트를 내려주면, 이 상황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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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개인 안전 

FlexStep 에는 사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이 리프트를 사용할 때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안전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경고! 리프트에 다양한 안전 기능이 장착되어 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리프트를 조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6.7 부딪힘 방지 

전체 리프트 아래쪽에는, 밑에 있는 물체가 부딪히게 될 경우 활성화되는 다양한 

압력판(부딪힘 방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리프트가 멈춘 다음 약 

2 cm 위로 올라가는 동시에, 알람음이 발생됩니다(섹션 10.8 참조). 

 
부딪힘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작동 버튼을 해제하십시오. 리프트 아래에서 물체를 

치우십시오. 그러면, "하위 계단참" 또는 "계단" 상태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리프트를 위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리프트 밑에 있는 물체를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실외에서 리프트가 사용될 때, 낙엽, 나뭇가지 및 눈이 부딪힘 방지 안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리프트를 아래로 이동시킬 때 방해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염두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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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적외선 부딪힘 방지 기능 

발판 사이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발판 사이에 적외선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발판 사이에 끼임을 방지합니다. 

 

FlexStep V2 가 계단에서 플랫폼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할 때 IR 센서가 파손되면, 

움직임이 멈추고 알람음이 울립니다(섹션 10.8 참조). 

 

6.8 안전벽 

6.8.1 낙상(롤오프) 보호 장치로서의 경사로 

리프트에 경사로가 장착된 경우, 리프트가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사로가 위로 

당겨지고 잠깁니다. 이제 경사로는 낙상(롤오프) 방지 역할을 합니다. 리프트가 바닥 

수준으로 복귀할 때 경사로는 자동으로 내려가서(버튼을 계속 누름), 휠체어가 오르고 

내리는 경사로 역할을 합니다. 

 

  
굴러떨어짐(롤오프) 보호장치로서의 

경사로 

휠체어가 오르고 내리는 보조장치로서의 

경사로 

 

6.8.2 낙상(롤오프) 보호 장치로서의 도어 

리프트에 도어가 장착된 경우, 리프트가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도어가 닫힙니다. 리프트가 

지면으로부터 위로 이동했을 때는 항상 도어가 닫힙니다. 리프트에 도어가 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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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에 자동 도어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도어 잠금 장치는 

리프트가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도어가 잠기도록 합니다. 

 

6.8.3 수직 안전벽 

리프트의 상위 수준에 수직 안전벽(선택적 장비)이 장착된 경우, 리프트가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수직 안전벽이 닫힙니다. 리프트가 상위 수준에 있지 않을 때 수직 

안전벽은 항상 닫힙니다. 

 

 
 

리프트가 상위 수준에 있지 않을 때 수직 안전벽은 항상 닫혀 있고 잠겨 있습니다. 

 

6.9 취급 

일반적으로 리프트는, 판매업체에서 공급하며 설치도 관리합니다. 수동으로 리프트를 

이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 이동과 취급 시 적절한 인양 

장비(팔렛-트럭, 롤러 플레이트 또는 유사 도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리프트를 강하게 두드리거나 치거나 하지 마십니다. 리프트의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된 리모컨(선택적 장비)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고 강한 충격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청소 시 물기를 충분히 짠 천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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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비상 상황 시 도어 잠금 해제 

비상/오작동 발생 시: 접이식 스프링 볼트를 풉니다. 

 

 

1. 적합한 도구, 스크류드라이버, 자, 

병따개 등을 사용하여 클레비스의 

샤프트(손잡이 부분)에서 스프링을 

빼냅니다. 

 

2. 바깥으로부터, 아래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스프링이 풀립니다. 

 

4. 스프링이 풀렸으면 볼트를 빼냅니다.  

 

주의하십시오! 

도어 액츄에이터의 압력 때문에 볼트를 

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이제 도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함이 수정되었으면, 이 지침을 역순으로 

따라서 다시 도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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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공공 이용 리프트(특정 국가만) 

공공 이용 용도로 설치된 리프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리프트에는 키 스위치가 장착되어, 

감독되지 않는 상태로 둘 때는 리프트를 잠글 수 있도록 합니다. 

 

의도치 않게 리프트 안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프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키 스위치는, 리프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도어를 닫아 두거나 잠가둘 수 있도록 합니다. 리프트가 감독 하에 

있지 않거나 잠긴 상태에 있지 않지만 소유자(또는 담당자)가 건물 근처에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알람 신호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프트에 알람 신호가 장착되어 있으면, 신호를 외부 알람 장치(예: 조명, 소리 등)에 

연결하여 리프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알람 신호가 충분하지 

않은 방식으로(예: 감독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 리프트가 설치된 경우,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리프트에 양방향 통신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이것을 항시(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운용 중인 전화 번호에 연결해야 합니다. 

 

6.12 비상 조명 

 

전원 중단 시 또는 제어 시스템으로 가는 전원이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차단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백업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백업 

배터리가 리프트에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계속 작동함을 

의미합니다. 작동 패널의 조명은 여전히 켜져있게 됩니다. 

 

 

7. 기능 

리프트는 소위 "누르면서 실행(hold-to-run)" 장치로, 전체 동작을 위해서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리프트는 사용자가 간단히 벽에 있는 버튼 중 하나를 눌러서 또는 연결된 리모컨(선택적 

장비)을 사용하여 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플랫폼 위에 있을 때는 측면 

패널로 작동되는데, 사용자는 이 패널에서 위 또는 아래 수준으로 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조립 

리프트는 공인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 설치됩니다*. FlexStep을 수송/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공인 서비스 기술자가 수행해야만 합니다. 

 

부적절한 조립은 사용자 개인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습니다. Liftup 은 조립 및 설치가 

공인*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Liftup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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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만 해당) 

덴마크에서는 2016 년 6 월 30 일부터 덴마크 근로환경당국(Danish Working 

Environment Authority)이 엘리베이터, 리프트 제품 등의 소유자/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2016 년 5 월 23 일, 덴마크 근로환경당국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61). 이것은 예방적 유지보수 검사 횟수 및 제품 

조립의 법적 제어와 관련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품질 보장하기 위해 Liftup 은 

Liftup 의 모든 FlexStep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로그를 개발하고 

구현했습니다. 미래의 모든 검사 및 제어는 이 로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온라인 서비스 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16.2 참조). 

 

조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https://www.liftup.dk/en/distributors/#). 

 

 

 

9. 시작 

FlexStep V2 는 항상 230 V 전원 소켓에 연결되고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프트는 항시 대기 모드에 있습니다. 즉, 작동 버튼 중 하나를 누르는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 중지가 눌러져 있거나 키 스위치(선택적 장비)로 리프트가 꺼져 있다면, 먼저 이를 

해제해야 리프트를 사용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섹션 10 참조). 

 

 

 

10. 사용 지침 

FlexStep 은 일반 계단과 휠체어 리프트 모두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독특한 2-in-1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FlexStep V2 는 일반 계단이지만, 간단한 누름버튼으로 

쉽게 플랫폼으로 접어 올리고/내려지고 휠체어 리프트로 변형됩니다. 

 

   

https://www.liftup.dk/media/3573/16.jpg
https://www.liftup.dk/media/3572/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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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매일 사용 

FlexStep 은 두개의 작동 패널로 작동됩니다.  즉, 차례로 상위와 하위 수준에 있는 

표준(그림 1-4), FUGA(그림 5) 또는 키 작동식 호출 스테이션(그림 6), 리프트의 누름 

버튼(그림 9) 혹은 리모컨(선택적 장비)을 사용(그림 8)합니다. 리모컨이 두개의 작동 

패널을 대체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 스위치(선택적 장비)로 리프트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그림 8).  

 

 

 

 

 

    

그림 1  

표준 호출 스테이션 

유선, 2 웨이 

 

그림 2  

표준 호출 스테이션 

유선, 3 웨이 

그림 3  

표준 호출 스테이션, 

무선, 2 웨이 

그림 4  

표준 호출 스테이션, 

무선, 3 웨이 

 

 

 
 

  
  

그림 5  

FUGA 호출 스테이션,  

2 웨이 

그림 6  

FUGA 호출 스테이션,  

3 웨이 

그림 7  

키 작동식  

호출 스테이션 

그림 8  

키 스위치  

켜기/끄기 

 

   
그림 9:  

리모컨 

(선택적 장비) 

그림 10 

알람벨(선택적 장비) 장착/미장착 리프트의 작동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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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위 수준에서 FlexStep 작동 

 

상위 수준에 있는 플랫폼으로 계단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상향 화살표가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계단은 경사로를 낙상(롤오프) 

방지벽이 되게 들어올리고, 이 경사로는 들어올려진 위치에서 

잠깁니다(그림 1). 계단은 하위 수준의 플랫폼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상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그림 2). 플랫폼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고(휠체어 브레이크 사용), 작동 패널의 하향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플랫폼이 하위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낙상(롤오프) 방지벽이 내려가 경사로 역할을 합니다(그림 4). 

플랫폼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 나갑니다(그림 3). 

 

  
 

그림 1: 경사로가 올라가고 

잠김  

그림 2: 플랫폼으로 이동 그림 3: 플랫폼에서 이동 

 

 

 

10.3 하위 수준에서 FlexStep 작동 

 

계단을 하위 수준에 있는 플랫폼으로 호출하려면 하향 화살표가 있는 

아래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계단이 낙상(롤오프) 방지벽으로 

경사로를 들어올리고, 이 경사로는 올려진 위치에서 잠깁니다(그림 1). 

계단은 하위 수준에 있는 플랫폼 상태로 내려간 뒤, 낙상(롤오프) 

방지벽이 진입 경사로로 내려갑니다 (그림 4). 조심스럽게 플랫폼 

안으로 이동합니다(휠체어 브레이크 사용)(그림 5). 작동 패널의 상향 

화살표 버튼(/↑)를 누릅니다. 그러면 경사로가 낙상(롤오프) 

방지벽으로 올라간 뒤 플랫폼이 상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플랫폼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 나갑니다(그림 6). 

 

   

그림 4: 경사로 내려감 그림 5: 플랫폼으로 이동 그림 6: 플랫폼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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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플랫폼에서 FlexStep 작동 

 

리프트는 계단 핸드레일에 장착된 작동 패널을 이용하여 휠체어 

리프트로 작동됩니다. 플랫폼 패널은 FlexStep 이 플랫폼 상태에 있을 

때만 기능합니다. 또한 도우미가 벽에 있는 작동 패널이나 리모컨을 

사용하여 플랫폼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을 올리려면, 리프트가 멈추고 도어 또는 안전벽이 열릴 때까지 상향 화살표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 플랫폼을 내리려면, 리프트가 멈추고 경사로가 바닥에 내려질 때까지 하향 화살표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10.5 계단으로의 복귀 및 자동 복귀 

 

계단 기호가 있는 버튼을 활성화하면, FlexStep 이 정상 상태(계단)로 

변형됩니다. 

 

약 60 초 동안 작동 버튼이나 IR 센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표준 설정), FlexStep 은 계단의 

정상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이 프로세스 중 경보음이 울립니다(섹션 10.8 참조). 

사용자가 리프트의 계단으로 자동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Liftup 은, 상위 수준이 안전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자동 복귀 기능을 끌 것을 권장합니다.  

플랫폼 올리기 

플랫폼 내리기 

비상 중지 

벨 

(선택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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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상 중지 

 

리프트가 의도치 않게 이동하거나, 부상 방지를 위해 리프트를 

정지시켜야 할 경우, 비상 정지를 누르십시오. 비상 중지를 

해제하려면 버튼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다시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작동 패널의 알람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섹션 10.9 를 참조하십시오. 

 

 

10.7 켜기/끄기 스위치 

FlexStep 은 켜기/끄기 스위치가 장착되어 공급됩니다. 이것은 오른쪽의 제어 상자 밑에 

있습니다. 이 버튼은 리프트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이것을 

끄는 동시에 비상 중지를 활성화하면, 리프트의 전원이 완전히 꺼집니다. 

 

켜기/끄기 스위치는 서비스 점검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켜기/끄기 스위치와 비상 

중지를 활성화하면 리프트의 전원이 켜지거나 꺼집니다(섹션 11.1 참조). 리프트의 전원이 

다시 복귀되면(그리고 비상 중지가 해제됨), 제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됩니다(섹션 11.2 

참조). 배터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것은 켜져 있습니다. 장시간 

정전이 발생한 경우, 비상 중지를 활성화하여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 ON/OFF 스위치는 배터리 충전기용입니다. 전원 스위치가 아닙니다. 

장기간 꺼짐으로 설정하면 배터리가 소모되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정전이 발생한 경우 비상 중지를 활성화하여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켜기/끄기 

스위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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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알람음 

리프트에 "스피크(speak)"가 설치된 경우 알람 발생 시 활성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람음이 울립니다. 

 

스피크 활동/경고  

열기 중 안전벽이 열리는 중입니다.        

닫기 중 안전벽이 닫히는 중입니다.        

알람: 과중 적재 플랫폼이 과중 적재되었습니다.            

알람: 배터리 결함 - 

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에 결함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전원 공급(섹션 5 기술 사양 

참조). 

            

알람: 리프트 아래에 

뭔가 있습니다. 

리프트 아래에서 하향 이동을 못하게 

하는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알람:  

IR 센서가 중단되었음 

리프트 아래에서 하향 이동을 못하게 

하는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알람: 리프트 위에 뭔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사람/사물이 있어서 

플랫폼에서 계단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딩 딩 딩 상위/하위 수준에 도착 중입니다.  

딩 딩 딩 리프트가 계단이 되었습니다.  

경고: 자동 작동 
리프트가 계단이 될 것임을 알리는 

경고. 
 

삐-삐-삐… 리프트가 계단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 

비상 중지 눌려짐 

빨간색 비상 중지 버튼이 눌렸습니다. 

리프트가 다시 기능하려면 이 버튼을 

해제해야 합니다. 

      

리프트가 잠겼음 키 스위치로 리프트가 잠겼습니다.         

알람: 배터리 경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알람: 전원 공급이 

차단됨 – 연결하거나 

비상 중지를 누르십시오. 

전원 공급을 연결하시오.  혹은, 리프트 

전원을 끄려면 비상 중지를 

활성화하십시오. 

        

 

  고음 후 더 깊은 음 울림 

  저음 후 더 높은 음 울림 

 3 회 동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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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비상 알람 장치(선택적 장비) 

리프트에는 비상 상황 시 사용자가 외부 지원에 연락할 수 있는 2 웨이 인터컴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알람을 활성화하려면 5 초 동안 알람 버튼()을 누르십시오. 

 

인터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작동 지침은 다음에 있는 Safelin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afeline MX3: https://www.safeline-group.com/en/qg/mx3 

 

 

  

통신 모듈 상태 LED 

마이크 

알람 버튼 

https://www.safeline-group.com/en/qg/m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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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동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리프트는 항상 230 V 전원 소켓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시간 (10-20 시간) 단전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작동 불가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전원이 

차단되거나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재충전될 때까지 

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 알람음이 울립니다(섹션 10.8 

참조). 

 

 

11.1 배터리 백업 

전원 중단 시 또는 제어 시스템으로 가는 전원이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차단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백업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리프트의 전원이 백업 배터리로 

공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계속 완벽하게 작동함을 의미합니다. 전원 중단 시 

알람음이 울립니다(섹션 10.8 참조). 리프트에 전원이 복귀되는 즉시 이 알람은 멈춥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 모드에서 다시 실행 중이 됩니다. 그러나, 즉시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알람을 중지하려면 비상 중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제 시스템은 보정이 

필요함을 알아두십시오 - 아래 참조). 

 

 

 

중요! 230 V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고 동시에 비상 중지가 활성화되었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되고, 보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 

참조). 

 

 

11.2 비상 중지/전원 중단 후 보정 

비상 중지가 활성화되었고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다면, 또는 시스템이 다른 유형의 

불규칙성을 나타낼 경우, 리프트를 보정해야 합니다. 리프트는 저속 하향 이동만 허용하는 

특수 "안전 모드"로 자동 이동합니다.  

 

 

 

중요! 리프트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몇 센티미터만 가다가 멈추면, 

기술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의 주의가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은 해당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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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지보수 

중성세제 푼 물을 사용하여 물기를 꽉 짜낸 천으로 리프트를 닦으십시오. 

 

 

중요! 고압 분사기를 사용하거나 호스를 사용하여 리프트를 직접 닦아내지 

마십시오. 리프트에 강성 세제나 유사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동절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프트에 소금이나 모래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름칠된 목재 표면은 목재의 서비스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목재용 오일로 정기적으로(약 

3 개월마다)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니스를 바릅니다. 

리프트 밑에 낙엽, 나뭇가지 또는 그 밖의 물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치워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리프트의 기계적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서비스 점검과 관련해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공인*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해당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Liftup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리모컨 

CR2032 배터리는 리모컨 (선택적 장비)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기능을 보장하려면 2 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코인 셀 배터리를 삼키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가 배터리를 삼킬 

경우 즉시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배터리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버릴 때는, 해당 지역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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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교체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휴대용 리모콘 

1. 리모컨의 뒷면에 있는 나사(Torx TX 6)를 풉니다  

2. 뒷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3.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4. 뒷면 패널을 다시 끼우고 리모컨을 테스트합니다. 

 

벽면 장착형 리모컨 

1. 검은색 누름버튼 전면을 제거하고, 회색 부분의 뒤에 있는 

2개의 나사(PH1)를 풉니다. 이 회색 부분에 배터리를 

포함한 PC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3. 부품을 다시 끼우고 테스트합니다. 

 
 

리모콘 또는 수신기에서 장기간 전원이 차단된 경우, 시스템(2 개 장치 페어링)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섹션 13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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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송신기와 수신기를 페어링하는 방법 

13.1 리모컨 및 수신기 2.4 GHz 

송신기와 수신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페어링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공장에서 또는 공인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수신기는 페어링되지 않은 

송신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수신기는 최대 20 개의 송신기와 페어링될 수 있습니다. 

한 송신기는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수신기와 페어링될 수 있습니다.  

 

*Liftup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송신기와 수신기를 페어링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수신기의 S4 에 액세스하려면, 상단 나사를 느슨하게 

풀고 벽면 프로파일의 위쪽에서 모듈 1 을 위로 

당깁니다.  

2. 수신기의 S4 를 짧게 누르면 제어 LED 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신기가 2 분 동안 설치 

모드에 있습니다. 

3. 리모컨의 상향(↑) 버튼과 하향(↓) 버튼을 동시에, 

리모컨의 제어 LED 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약 5 초 간 누릅니다. 이제 리모컨이 2 분 동안 설치 

모드에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깜박이여야 합니다 

(LED가 빨간색으로 깜박이면, 868MHZ 리모컨이며 

페어링을 할 수 없음). 

 

또는:  

리모트가 열린 경우, 연결(S4)을 누릅니다. 

 

4. 리모컨의 제어 LED 가 깜박임을 멈추면 리프트와 

페어링된 것입니다. 

5.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페어링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페어링되지 않았으면 

위의 1-4 를 반복하십시오. 

6. 여러 개의 리모컨을 수신기에 페어링해야 할 경우, 

위의 2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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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리프트와 더 이상 페어링되지 않도록 리모컨을 재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송신기 재설정 

1. 상향(↑) 버튼과 하향(↓) 버튼을 동시에, 리모컨의 제어 LED 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약 5 초 간 누릅니다.  

2. 이제 리모컨이 2 분 동안 설치 모드에 있습니다. 2 분 내에 다음 순서를 수행하십시오. 

 

누르기: 상향 (↑), 상향 (↑), 하향 (↓), 하향 (↓), 상향 (↑), 하향 (↓), 상향 (↑), 하향 (↓) 

 

성공하면, LED 가 빠르게 10 회 깜박입니다. 

 

 

 

또는:  

리모컨이 열려 있으면 재설정(S5)을 누릅니다.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재설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었고 리모컨이 더 이상 페어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의 1-3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수신기 재설정 

1. 수신기의 S4 를 10 초 이상 누릅니다.  

2. 제어 LED 가 빠르게 10 회 깜박이기 시작할 때, 

수신기가 재설정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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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무선 호출 스테이션 및 수신기 2.4 GHz 

송신기와 수신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페어링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공장에서 또는 공인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수신기는 페어링되지 않은 

송신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수신기는 최대 20 개의 송신기와 페어링될 수 있습니다. 

한 송신기는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수신기와 페어링될 수 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를 페어링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수신기의 S4 에 액세스하려면 상단 나사를 느슨하게 풀고 벽면 프로파일의 위쪽에서 

모듈 1 을 위로 당깁니다(섹션 13.1 참조). 

 

 

2. 

 

전면 누름버튼을 제거하고 작은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호출 스테이션 

리모컨의 SJ2 를 짧게 단락합니다. 그러면 

리모컨의 제어 LED 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장착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능의 S4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3. 이제 리모컨이 2 분 동안 설치 모드에 있습니다. 

4. 제어 LED 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수신기의 S4 를 누릅니다. 이제 

수신기가 설치 모드에 있습니다. 

5. 리모컨의 제어 LED 가 깜박임을 멈추면, 리프트와 페어링된 것입니다. 

6.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페어링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페어링되지 

않았으면 위의 1-5 를 반복하십시오. 

7. 여러 개의 리모컨을 수신기에 페어링해야 할 경우, 위의 2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Liftup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특정 리프트와 더 이상 페어링되지 않도록 콜 스테이션을 재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송신기 재설정  

1. 송신기의 S4 를 10 초 이상 누릅니다. 

2. 제어 LED 가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할 때, 수신기가 재설정되었습니다. 

 

수신기 재설정 

1. 수신기의 S4 를 10 초 이상 누릅니다. (섹션 14.1의 사진 참조) 

2. 제어 LED 가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할 때, 수신기가 재설정되었습니다. 

LED 

S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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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리모컨 및 수신기 868 MHz(특정 국가만) 

송신기와 수신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페어링되어야 합니다. 수신기는 페어링되지 않은 

송신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수신기는 최대 20 개의 

송신기와 페어링될 수 있습니다. 한 송신기는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수신기와 페어링될 수 있습니다.  

수신기가 켜지면(섹션 11.7 참조), 연결 보드의 RF-

Status 가 2 분 동안 깜박입니다.또는 장치가 송신기와 페어링될 때까지 깜박입니다. 

 

1.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상 중지를 

누르고 리프트 측면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를 

끄십시오(항목 10.7 참조).  

2. 리모컨의 상향(↑) 버튼과 하향(↓) 버튼을 동시에, 

리모컨의 제어 LED 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약 

5 초 간 누릅니다. 이제 리모컨이 2 분 동안 설치 모드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깜박이여야 합니다(LED 가 

노란색으로 깜박이면, 2.4GHz 리모컨이며 페어링을 할 수 

없음). 

3. 이 2 분 내에 리프트의 빨간색 비상 중지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해제하십시오. 

4. 리모컨의 제어 LED가 깜박임을 멈추면 리프트와 페어링된 

것입니다. 

5.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페어링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페어링되지 않았으면 위의 1-5 를 

반복하십시오.  

6. 여러 개의 리모컨을 수신기에 페어링해야 할 경우, 위의 

항목 2 를 반복하십시오. 

7. 리프트 측면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를 켭니다. 

 

 

특정 리프트와 더 이상 페어링되지 않도록 리모컨을 재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송신기 재설정  

1. 상향(↑) 버튼과 하향(↓) 버튼을 동시에, 리모컨의 제어 LED 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약 5 초 간 누릅니다.  이제 리모컨이 2 분 동안 설치 모드에 있습니다. 

2. 2 분 내에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누르기: 상향 (↑), 상향 (↑), 하향 (↓), 하향 (↓), 상향 (↑), 하향 (↓), 상향 (↑), 하향 (↓) 

3. 제어 다이오드가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하면 핸드셋이 더 이상 특정 리프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요! 다른 수신기가 페어링 모드에 있지 않은 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매뉴얼 - FLEXSTEP V2 - 한국어 버전 05.01 

 
Liftup A/S | Hagensvej 21 | DK-9530 Støvring | 덴마크 | 전화: +45 96 86 30 20 | 우편 주소: support@liftup.dk | www.liftup.dk | CVR DK-1015 3964 

 

 

31 

수신기 재설정 

1. 수신기를 켭니다. 

2. 연결 보드의 단락 JP1-1. 

3. 제어 LED 가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할 때, 

수신기가 재설정되었습니다. 

 

LED 가 빠르게 깜박이지 않으면, 이것은 

페어링된 수신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13.4 무선 호출 스테이션 및 수신기 868 MHz(특정 국가만) 

송신기와 수신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페어링되어야 합니다. 수신기는 페어링되지 

않은 송신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수신기는 최대 20 개의 송신기와 페어링될 수 

있습니다. 한 송신기는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수신기와 페어링될 수 있습니다. 

수신기가 켜지면(섹션 11.7 참조), 연결 보드의 RF-Status 가 2 분 동안 깜박입니다. 또는 

장치가 송신기와 페어링될 때까지 깜박입니다. 

 

1.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상 

중지를 누르고 리프트 측면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를 끄십시오(항목 10.7 참조). 

2. 벽면 장착형 리모컨식 호출 스테이션: 딥 스위치 S4 

#2 를 켜기(ON)로 설정하고 금속 물체를 사용하여 접촉 

또는 단락(↑) 또는 (↓)을 누릅니다. 호출 스테이션의 

제어 LED 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호출 

스테이션이 2 분 동안 설치 모드에 있습니다.  

S4 #2 를 시작 위치(끄기)로 되돌립니다. 

3. 이 2 분 내에 리프트의 빨간색 비상 중지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해제하십시오. 

4. 호출 스테이션의 제어 LED 는 깜박임을 멈추면 

리프트와 페어링된 것입니다. 

5.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페어링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페어링되지 않았으면 

위의 1-5 를 반복하십시오. 

6. 여러 개의 호출 스테이션을 수신기에 페어링해야 할 

경우, 위의 항목 2-6 을 반복하십시오. 

7. 리프트 측면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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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리프트와 더 이상 페어링되지 않도록 콜 스테이션을 재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송신기 재설정 

1. 딥 스위치 S4 #1 을 켜기(ON)로 설정하고 금속 물체를 사용하여 접촉 또는 연결(↑) 또는 

(↓)을 누릅니다. 호출 스테이션의 제어 LED 가 빠르게 깜박입니다. 

2. 수신기와 페어링이 이제 지워졌습니다. 

3. 딥 스위치 S4 #1 을 끄기(OFF)로 되돌립니다. 

 

수신기 재설정 

1. 수신기를 켭니다. 

2. JP1-1 을 단락시킵니다 연결 상자 보드에서. 

3. 제어 LED 가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할 때, 

수신기가 재설정되었습니다. 

 

제어 LED 가 빠르게 깜박이지 않으면 이것은 

페어링된 수신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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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치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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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지보수 체크리스트 

섹션 12에 설명된 일반적인 유지보수 외에도,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공인 서비스 기술자가 

최소 6 개월마다 일상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제품을 구매한 

판매업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사용하려면 리프트의 

소유자가, 선택한 서비스 기술자가 문제의 제품에 대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참조: https://www.liftup.dk/en/distributors/#).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 점검을 빠뜨렸거나 부적절하게 수행되면 사람에게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검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프트는 사람 운반용으로 승인되었으므로 리프트의 법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점검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은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중요! 리프트를 정비하기 전에 비상 중지 버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비상 

중지를 작동하는 것은 서비스 기술자의 책임입니다.  

참고: 시스템에는 배터리 백업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230 V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 점검 시 아래와 같은 확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서비스 계약에 체결된 

회사에서 파일로 보관합니다.  

 

1 년에 유지보수 점검 횟수에 대한 Liftup 의 권장사항: 

 

 실외 실내 

개인용 2 1 

공용 4 2 

(지역 규정 관련) 

 

*Liftup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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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비스 로그(일지) 

16.1 서비스 로그북 

로그북은 리프트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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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온라인 서비스 로그(특정 국가만)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는 

왼쪽 프레임에 있는 라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섹션 Fejl! Henvisningskilde ikke fundet.에 삽입된 CE 라벨은 특정 리프트의 일련 

번호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로그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제공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할 때 온라인 서비스 로그에 액세스되고 새 로그가 생성됩니다. 필드를 채워야 

하고 서비스 기술자/엔지니어/관리당국은 매 방문 후 전자 승인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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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비 부품 및 부속품 

 

중요! 

순정 예비 부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품 교체는 자격 있는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비순정 예비 부품을 사용할 경우 공장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이 손상될 수 있고, 이것은 

개인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Liftup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예비 부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iftup.dk/en/distributors/#의 

대리점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Art. No. Description 

103332 Spare part package - FlexStep V2 

100338 Micro Switch - Safety system - V4L IP67  

100339 Emergency Stop Button 

100413 Spring for ramp lock 

101139 Timing belt 

102352 Control Board for FlexStep V2 

103738 

102726 

Print for connection board FSV2/ELV3 2.4 GHz  

Print for connection board FSV2/ELV3 868 MHz 

102744 Motor for barrier, FS2 

102759 POM guide for stairs/wall profile 

102766 Brush for wall profile 

102768 Spring for safety barrier contact 

102769 Print for safety barrier contact 

102890 Battery 12V 5Ah LiFePo4 Raizer / FlexStep V2 

103008 IR Safety RX board - FlexStep V2 

103009 IR Safety TX board - FlexStep V2 

103011 IR Termination board - FlexStep V2 

103033 Plastic washer for steps, FS2 

103080 

104198 

Power supply unit 36 V (EU) 

Power supply unit 36 V (US) 

103090 Circlip for steps, FS2 

103091 E-chain for FS2 

103092 Mounting bracket for E-chain 

103094 Motor for ramp FS2 

103108 Complete spindle unit with motor 

103289 Push button, FS2, arrow, outdoor 

103290 Push button, FS2, bell, outdoor 

103333 Programming Cable FS2 

 

  

https://www.liftup.dk/en/dis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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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해 

다른 설치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올바르게 분해하기 위해서는 공인 서비스 기술자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분해 관련 지원은 해당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Flex Step V2를 건물 구조물에서 분리할 때 전복될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Liftup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19. 폐기 

제품을 당시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참고: 배터리 또는 전기나 전자 장비를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지 

마십시오. 이 장치를 폐기할 때는 지역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 관련 지원은 해당 판매업체에 문의해 보십시오. 

 

 

 

20. 고소권 

고소권은 고소권에 대한 당시 해당 규칙을 포괄합니다.  

 

 

Liftup 은 제품이 Liftup(http://lpr.liftup.dk/)에 등록된 경우 2 년 동안 예비 부품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http://lpr.liftup.d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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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배송 조건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https://www.liftup.dk/en/about-liftup/general-conditions/ 

 
참고: 규정된 서비스 점검이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고소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수행하지 못하면 제품 안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규정된 서비스 점검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덴마크 근로환경당국 

행정명령 461, 2016년 5월 23일, 부록 2와 3뿐만 아니라 1109 §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 FlexStep V2 사용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Liftup A/S 
  

https://www.liftup.dk/en/about-liftup/general-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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