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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35-40 버퍼 : 설치 정보

배달 범위

Oleo 버퍼은 건조한 상태에서 적합한 표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Oleo Green 프라이머로 마감됨). 표준 마감 처리는 

젖어 있는, 부식성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청에 따라 특수 완제 버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의 표시

EN81-20 (0.4.16) 주변 온도와 비슷한 환경 온도 허용 조건.

! 경고
Oleo MLB 엘리베이터 버퍼는 압축 가스를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플런저는 볼트로 운반하는 동안 

완전히 압축된 상태로 유지되며, 버퍼가 최종 설치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제거하지 마십시오.

Oleo MLB 버퍼는 오일없이 공급됩니다.

버퍼가 미리 오일로 채워져 있는지 채워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어떤 사항이라도 불일치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 전에 Oleo International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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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경고!

그림 1과 같이 Oleo MLB 35-40 버퍼를 들어 

올릴 때 아이 볼트를 사용하십시오.

MLB 버퍼를 취급   할 때에는 해당 관할지의 건강 및 안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림 2에서 처럼 스트라이커 또는 스위치 

브래킷으로 버퍼를 들지 마십시오.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접촉은 피하십시오.

운반할 버퍼의 무게를 항상 확인하고 어떤 적절한 

리프팅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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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퍼 무게

MLB 35

61.45

135.5

78.61
173.3

MLB 40

75.66

166.8

97.66
215.3

Kg

Lbs

Kg

Lbs

버퍼 모델

오일이 없을 때

오일 채웠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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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가 설치 위치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Oleo는 고정용 볼트 크기 M16을 권장하며 4개의 고정 위치가 모두 사용됩니다.

버퍼의 베이스에 있는 해당 영역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3 참조).

이 시점에서 버퍼는 여전히 운송 상태로 압축되어 있으며, 이제 아이 볼트를 제거하여 버퍼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거 절차입니다.

제어 방출의 경우, 엘리베이터 승강칸 (또는 동급의 것)을 버퍼 위에 내린 상태에서 아이 볼트를 

노출시킨 채로 두십시오. 이 질량은 적어도 지정된 버퍼의 최소 질량과 같아야합니다.

아래 표에 버퍼의 최소 질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퍼 설치 절차5

95mm

3.740”

MLB 35

600

1323

MLB 40

600

1323

Kg

Lbs

버퍼 모델

최소 질량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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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퍼 설치 절차 ( 계속되는)

위험

플런저를 풀어주세요. 해제 할 때 플런저 위에 서 있지 마십시오.

플런저를 해제하려면 아이 볼트를 해제하십시오. 그림 4 참조.

그림 4에서 처럼 운송 아이 볼트와 스페이서를 폐기하십시오.

사용할 경우, 엘리베이터 승강칸 (또는 동급의 것)을 제거하면 버퍼의 반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운반 및 보관 중에 압축된 상태로 유지된 후, 플런저는 초반 연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플런저가 연장될 때까지 90도 간격으로 버퍼 상단판 (그림 4의 녹색)의 아래쪽을 가볍게 

두드리려면, 고무 데드 블로우 망치를 사용하십시오.

완전히 확장되고 제대로 타격을 받으면, 버퍼는 설계된대로 작동합니다.

버퍼는 가이드 레일 ±5mm 에 수직으로 평행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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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사양6

주의

최소 및 최대

오일 취급시 주의하십시오. 석유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오일 레벨은 그림 5와 같이 계량봉에 표시된 최소 및 최대 표시값 

사이여야 합니다. – 오일 점검 절차를 보려면 섹션 8을 봐주십시오.

오일 용량 가이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LB 35

19.5

5.15

MLB 40

25.0

6.60

버퍼 모델

그림 5

Max

Min

리터

US 갤런

대략적인 오일량

오일은 버퍼 데이터 플레이트 (ISOVG68 : SG.88 / 90, 15°C : 유압)의 사양에 따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동점 : 18℃ 혹은 그 이하.    점도 75 혹은 그 이상.



경고
최대 계량봉 표시를 초과하여 넘치게 하지 마십시오. 넘치는 경우 버퍼에서 오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버퍼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오일이 올바른 작동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오일이 필요한 경우 1-8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8

7 오일 충전 과정

주의
버퍼는 오일로 채우기 전에 수직으로 완전히 펼쳐져야 합니다.

주의
오일 취급시주의하십시오. 석유 제조업 자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1 에어 스크류 나사를 풀고 버퍼에서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그림 6의 녹색).

2 계량봉을 풀고 버퍼에서 꺼내어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그림 6의 회색)

3 오일 레벨이 계량봉의 최소 및 최대 레벨 사이에서 보일 

 때까지 버퍼를 오일로 점차적으로 채우십시오 (그림 5 참조)

4 버퍼 세운 채로 최소 30분간 기다립니다.

5 계량봉을 다시 넣으십시오. 이때 나사는 죄지 않습니다.

6 계량봉을 제거하고 레벨을 검사하십시오. 오일 레벨은 그림 5

 와 같이 계량 봉에 표시된 최소 및 최대 표시값 사이여야 

 합니다.

7 오일 레벨이 정확하면 에어 스크류를 교체하고 단단히 

 조이십시오.

8 오일 레벨이 정확하면 계량봉을 교체하고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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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점검 절차

경고

8

최대 계량봉 표시를 초과하여 넘치게 하지 마십시오. 

넘치는 경우 버퍼에서 오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1 계량봉을 풀고 버퍼에서 꺼내십시오. (그림 6의 회색).

2 계량봉 청소

3 계량봉을 다시 넣으십시오. 이때 나사는 죄지 않습니다.

4 계량봉을 제거하고 레벨을 검사하십시오. 오일 레벨은 그림 5와 같이 

 계량봉에 표시된 최대 및 최소 표시값 사이여야 합니다.

5 오일 레벨이 정확하면 계량봉을 교체하고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오일 계량은 정확해야하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점검해야합니다.

버퍼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오일이 올바른 작동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점검 후 추가 오일이 필요한 경우 오일 충전 절차 섹션 7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5

Max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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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종 커미셔닝

 주의

경고

안전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스위치 없이 버퍼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1 오일 계량이 올바른지 확인할 것.

2 스트라이커가 수직으로 ±0.5mm.

3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완벽한 전기 연결.

4 전체 작업 스트로크에서 느린 속도로 버퍼를 압축한 다음 반동을 허용할 것.

5 오일을 30분간 침전시킨 후, 레벨을 다시 확인할 것 - 섹션 8 참조.

6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의 최대 정격 속도에서 버퍼에 충격을 가할 것.

7 오일 계량의 최종 점검을 완료하면 버퍼가 정확한 작동 높이에 놓이게 됨.

Oleo는 커미셔닝 전에 마지막 7단계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점검 : 전체 높이의 최대치는 명시된 표의 +0/-9mm 의 범위 내여야 함.

주의

버퍼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되돌아 가지 않으면 (전체 높이를 측정하여 결정됨) 

Oleo International에 연락하십시오.

MLB 35

2.1079

82.988

MLB 40

2.6929

106.020

M

In

버퍼 모델

연장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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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10

해당 관할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1 플런저 및 스위치 주변의 부스러기들을 제거. 

2 오일 량이 올바른지 확인.

3 전체 작동 스트로크에서 버퍼 압축.

4 압축 후 버퍼가 올바른 작동 높이로 되돌아 갔는지 확인하고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할 것. 섹션 9의 표에서 정확한 작동 높이를 참조하십시오.

Oleo는 설치 후 12개월마다 다음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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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어 설치 지침 살펴보기

LEADING THE WORLD IN ENERGY AB SORPTION

설치 가이드는 다음의 언어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s://www.oleo.co.uk/downloads/elevator-installation-bookl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