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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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및 기호, 그림 표기의 설명안전상의 주의

주의
경고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된 취급을 하면 사람이 부상당할 가능성이나 물적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호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기호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탁

　취급 설명서 고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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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경고

평소의 관리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자료는 관리 사무소 관리인, 입주자 분에게
건네주십시오.

피난 경로, 피난 기구의 위치, 사용법을 
평소에 잘 확인하십시오.

덮개 위가 젖으면 미끄러지기 쉬워져 위험합니다.

피난 시 이외에는 덮개를 열지 마십시오.

훈련 및 보수 점검, 정기점검 이외에는 함부로 

덮개를 열지 마십시오. 개구로 낙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장난치지 않도록 눈을 떼지 

마십시오.

피난 사다리가 펼쳐지는 하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케이스 아래 덮개가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덮개 위에 물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덮개 

위와 주변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분해 및 개조를 하지 마십시오.

사다리를 떼어내거나 본 제품을 분해�개조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사다리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덮개가 바닥보다 돌출되어 있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밤이나 어두울 때는 충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피난 해치에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피난 해치는 사다리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아래 층에 물이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청소 시나 식물에 물을 줄 때는 피난 해치 주변에 물을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또 우천 시에는 아래 층으로 빗물이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장시간 직사광선에 닿으면 덮개가 가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뜨거워진 덮개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직사광선에 의해 뜨거워진 덮개에 직접 
맨발로 오르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산성의 벽면 세정제 등이 부착되면 녹의 

원 인 이  됩 니 다 .  부 착 되 지  않 도 록  

주의하십시오. 부착된 경우는 충분한 세정이 

필요합니다.

벽면 세정제의 부착에 주의하십시오.

부탁

화단

수납함

※아랫층 주민의 협력을 얻어서
피난에 유효한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피난 기구의 점검·보수는 유자격자(소방설비사·

소방설비 점검 자격자)에 의해 연 3회 이상 

시행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납  케이스는  잘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이지만  오염된  상태로
방치해두면 녹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새똥의 해 및 금속 가루의 부착에 의해 수납 케이스가 녹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착된 경우 신속하게 세척하여 주십시오.

새똥이나 금속 가루가 부착되면 청소하여 주십시오.

만일의 경우에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평소에 피난 경로와 피난 기구의 위치, 사용법을 

확인하십시오.

피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사다리는 피난용 사다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난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사다리가 파손되어 낙하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피난 사다리

Tascarl SPC형· SPC　형· SPC　 형 겸용
Target No.
は第 16～6号　 は第 21～7号
は第 18～8号　 は第 24～1号

https://www.naka-kogyo.co.jp



※차일드 로크는　　을 
참고로해제하십시오.

주의

푸시 레버는 사다리를 완전히 끝까지 펼쳐질 때까지 되돌리지 

마십시오. 도중에 무리하게 되돌리면 권취 장치의 내부가 

파손되어 사다리를 수납 또는 펼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푸시 레버를 누르기 전에 아래층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사다리는 아래로 펼쳐지므로 아래층 사람에게 

부딪칠 경우가 있습니다.

사다리는 한 단씩 내려가십시오. 한 단씩 뛰어 넘어 내려갈 

경우 등 통상은 가해지지 않는 충격 하중이 가해지면 사다리가 

파손되어 낙하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경고
피난 사다리의 덮개를 열면 피난용 개구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낙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각 동작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실시해 주십시오.

사용 방법

1

1

2 3푸시 레버를 누르십시오. 사다리가 다 펴진 것을 확인하고 한 명씩 내려가십시오.

차일드 로크를 벗겨내고 덮개를 90°(직각)까지 열어주십시오.

90° 직각
위 덮개

차일드 로크

손으로 덮개의 손잡이를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덮개를 90 °까지 열면 

덮개가 자동적으로 로크되어 앞쪽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주의

경고

주의

사다리가 완전히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사다리가 

완전히  펼쳐져  있지  않은  

상태로  감아  올리면  감아  

올리는  와이어가  얽혀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푸쉬 레버가 수평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감아 올리는 

핸들을 놓으면 사다리가 늘어나 핸들이 역회전합니다. 그때 

손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난구가 열려 있습니다. 발밑을 확실히 확보하여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유아가 곁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수납 방법 ※다음 사용에 대비하여 피난 사다리를 순서에 따라 수납하여 주십시오.

1 푸시 레버를 수평으로 되돌리십시오.

2 핸들을 벗기십시오.

3 핸들을 축에 끼워 주십시오.

6

7

서포트 바를 앞으로 당기면서 덮개를 닫아주십시오.

위 덮개를 천천히 닫아 주십시오. 차일드 로크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8 위 덮개를 조금 들어 올려 차일드 로크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4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사다리를 감아 올리십시오.

5 사다리가 다 수납될 때까지 감아 올려 핸들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십시오.

주의 사다리는 끝까지 확실히 감아 올려주십시오. 감아 올리는 

것이 불충분하면 덮개가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케이스, 사다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서포트 바

주의
사다리를  감아  올릴  때에  

핸 들 을  무 리 한  힘 으 로  

누르거나 앞으로 끌어 당기지 

마십시오. 축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잡아당겨 벗긴다.

래치 부분(적색)을 끌어올린다.

위 덮개

차일드 로크

후크

손잡이

서포트 바

푸시 레버

취급 스티커

푸시 레버

축

핸들

경고

사다리는 한 단씩 내려가십시오. 한 단씩 뛰어 넘어 내려갈 

경우 등 통상은 가해지지 않는 충격 하중이 가해지면 사다리가 

파손되어 낙하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32

차일드 로크

《강풍 대책 래치를 사용하는 경우》

위 덮개

래치(적색)

※만약을 대비해서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훈련 시에 하나하나의 

동작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이해해 두십시오.

※선택적 부품


	SPC1p4p_KR
	SPC2p3p_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