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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가이드라인" 2006/42/EC에 따른 원본 사용 설명서

본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세심하게 읽으십시오.
본 사용 설명서는 제품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나중 사용 또는 다음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유효성: 
 ● STB 77, 시리즈 번호 D/20111001부터

제조사
Signode Switzerland GmbH 
Silbernstrasse 14, Postfach
8953 Dietikon 1
SWITZERLAND
signo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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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경고 심벌의 의미, 설명 형식

위험 
방지되지 않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는 정도가 높은 위험을 표시합니다.

경고 
방지되지 않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위험을 표시합
니다.

주의 
방지되지 않는 경우 약간 또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낮은 정도의 위험을 표
시합니다.

유의
대물 손상 또는 불량한 작동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표시합니다.

유용하고 보충적인 지침을 표시합니다.

 ► 이 심벌은 행동 단계를 표시합니다.
 – 이 심벌은 행동 단계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 이 심벌은 열거 순서를 표시합니다.

폐기 및 환경 보호
장치의 생산을 위해 건강에 유해한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물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재사용 및 환경에 적합
한 재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일치된 다음과 같은 규격이 고려되었습니다:
 ● 전기- 및 전자 장치에서 특정한 위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2011년 6월 8일의 가이드라인 2011/65/EU(RoHS II)
 ● 전기- 및 전자 폐장치에 대한 2012년 7월 4일의 가이드라인 2012/19/EU(WEEE II)

폐기를 위해 적용되는 법률상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충전기 및 배터리는 환경에 적합한 재사용을 위해 처리해야 합니다.

 ► 배터리 제조사의 지침, 경고 및 지시에 유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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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2.1 전동 공구용 일반 안전 지침
 경고! 모든 안전 지침과 지시사항을 읽으십시오. 안전 지침과 지시사항의 준수를 소홀히 하 
 는 경우 전기 쇼크, 화재 및/또는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 지침과 지시사항은 앞으로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안전 지침에 사용된 개념인 „전동 공구“는 전원으로 구동된 전동 공구(전원 케이블 사용) 및 배터리
로 구동된 전동 공구(전원 케이블 미사용)를 의미합니다.

2.1.1 작업장 안전
a)  자신의 작업 영역을 청결하고 조명이 잘 되게 유지하십시오. 무질서 또는 조명이 없는 작업 영역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발화성 액체, 가스 또는 분진이 있는 폭발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전동 공구로 작업하지 마십시오. 전

동 공구는 분진이나 스팀을 점화할 수 있는 불꽃을 생성합니다.
c)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동안 어린이와 다른 사람이 멀리 있게 하십시오. 집중하지 않는 경우 장치를 

제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1.2 전기 안전
a)  전동 공구의 연결 커넥터가 소켓에 맞아야 합니다. 커넥터를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어댑터 커넥

터를 보호 접지된 전동 공구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경되지 않은 커넥터 및 적합한 소켓은 전
기 쇼크의 위험을 줄입니다.

b)  파이프, 히터, 레인지 및 냉장고 등과 같이 접지된 표면과 신체 접촉을 피하십시오. 신체가 접지된 경
우 전기 쇼크로 인한 위험이 증가됩니다.

c)  전동 공구를 비 또는 습기로부터 멀리하십시오. 수분이 전동 공구 내로 침투하면 전기 쇼크의 위험
이 증가합니다.

d)  전동 공구를 운반, 걸거나 커넥터를 소켓에서 분리하기 위해 케이블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지 
마십시오. 열, 오일,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장치 부품으로부터 케이블을 멀리
하십시오. 손상되었거나 꼬인 케이블은 전기 쇼크의 위험을 높입니다.

e)  야외에서 전동 공구로 작업하는 경우 외부 영역에도 적합한 연장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외부 영역
에 적합한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면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입니다.

f)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 전동 공구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고장전류 보호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고장전류 보호 스위치를 사용하면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입니다.

2.1.3 사람의 안전
a)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유의하고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이성적으로 작업하십시오. 피

곤하거나 마약, 알코올 또는 의약품의 영향을 받는 경우 전동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동 공
구를 사용할 때 한순간의 부주의가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개인 보호 장비와 항상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전동 공구의 각 유형과 사용에 따라 분진 마스크, 미
끄럼 방지 안전화, 보호 헬멧 또는 귀마개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상해 위험을 줄입니
다.

c)  의도하지 않은 가동을 피하십시오. 확인해야 할 사항: 전동 공구를 전원 공급 및/또는 배터리에 연
결, 적재 또는 운반 전에 전동 공구가 꺼져 있어야 합니다. 전동 공구를 운반할 때 손가락이 스위
치에 있거나 장치가 켜진 채 전원 공급에 연결하는 경우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d)  전동 공구를 켜기 전에 조정 공구 또는 나사 렌치를 제거하십시오. 회전하는 장치 부품 내에 있는 공
구 또는 렌치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  비정상적인 신체 자세를 피하십시오. 안전하게 서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몸의 균형을 유지하십시
오. 이렇게 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전동 공구를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f) 적합한 의복을 착용하십시오. 폭이 넓은 의복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머리카락, 의복 
및 장갑을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느슨한 의복, 장신구 또는 긴 머리카
락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에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g)  분진 흡입장치 및 분진 수거장치를 조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장치가 연결되어 올바로 사용되는지 확
인하십시오. 분진 흡입장치를 사용하면 분진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 26        V 04.21_KO  STRAPEX STB 77

2.1.4 전동 공구의 사용과 취급
a)  해당 장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업을 위해 특정한 전동 공구를 사용하십시오. 적합한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 제시된 성능 범위에서 더욱 안전하게 잘 작업할 수 있습니다.
b)  스위치에 결함이 있는 전동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켜지거나 꺼지지 않는 전동 공구는 

위험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c)  장치 설정 이전, 액세서리 부품 교환 전 또는 장치를 옆으로 치우기 전에 소켓에서 커넥터를 빼거나 배

터리를 제거하십시오. 이 예방 조치는 전동 공구가 의도하지 않게 시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d)  사용하지 않는 전동 공구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해당 장치와 익숙하지 않거

나 이 지시사항을 읽지 않은 사람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전동 공구는 경험이 없는 사
람이 사용하는 경우 위험합니다.

e)  전동 공구를 세심하게 관리하십시오. 이동식 부품이 하자 없이 작동하고 끼이지 않는지 혹은 부품
이 부러졌거나 전동 공구의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손상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부품은 
장치 사용 전에 수리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고의 원인은 불량하게 정비된 전동 공구입니다.

f)  커팅 공구를 날카롭고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칼날이 날카로운 세심하게 관리된 커팅 공구는 덜 끼
이고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전동 공구, 액세서리, 인서트 공구 등은 본 지시사항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이때 작업 조건 및 실행해
야 할 업무를 고려하십시오. 지정된 사용과 다른 목적의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 위험한 상황을 초
래할 수 있습니다.

2.1.5 배터리 공구의 사용과 취급
a)  배터리는 반드시 제조사가 권장하는 충전기로 충전하십시오. 특정한 유형의 배터리용으로 적합한 

충전기를 다른 배터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충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b)  반드시 지정된 배터리를 전동 공구에서 사용하십시오.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면 상해 및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는 접점 연결을 유발할 수 있는 사무용 클립, 동전, 키, 바늘, 나사 또는 다른 작은 

금속 물체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배터리 접점 간의 단락이 화상 또는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d)  잘못 사용하는 경우 액체가 배터리로부터 유출할 수 있습니다. 액체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우연히 접

촉하는 경우 물로 씻어내십시오. 액체가 눈에 들어가는 경우 추가로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유
출하는 배터리 액체는 피부 염증 또는 화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1.6 서비스
a)  전동 공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작업자가 정품 교환 부품으로만 수리하게 하십시오. 이를 통해 

장치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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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규정에 맞는 사용
본 장치는 무거운 포장품, 팔레트 적재물 등을 스트래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치는 포장-플라스
틱 스트랩(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스테르)으로 스트래핑을 위한 
(단원 7) 제품입니다. 장치를 본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것처럼 사용하십시오.

2.2.1 예상되는 오용
 ● 본 장치를 스틸 스트랩을 이용한 스트래핑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스트래핑을 이용하여 포장 화물을 들어 올리고 걸며 당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장치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 본 장치를 화물을 압축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2.3 안전한 작업
사용 설명서를 장치의 사용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치로 작업하거나 근처에서 작업하
는 모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해당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 장치는 반드시 교육을 받은 작업자가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사용 설
명서 이외에 사고 예방 및 안전에 적합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
는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포장 화물에 맞는(치수, 중량, 모서리, 안정성, 운송, 보관) 안전한 스트래핑과 올바른 
스트랩 선택(단원 7)은 조작자 또는 상급자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장치 모델용으로 허용된 스트랩 치수(단원 7)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 장치는 사
용된 스트랩 및 포장 화물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단원 4). 올바른 장치 설정은 조작자의 책임입니
다.

보호 장비 착용

 ► 작업 시에는 보안경, 귀마개, 안전장갑(베임 방지 
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하십시오.

2.4 안전 규정

경고 
본 사용 설명서와 충전기 사용 설명서의 모든 안전 지침 및 지시사항을 읽으십시오.
안전 지침과 지시사항의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전기 쇼크, 화재 및/또는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은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 당김 또는 스트랩 휘감김, 끼임 위험 및 
압착 위험
스트래핑 작업 시 손 또는 다른 신체의 일부를 
스트랩과 포장 화물 사이로 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위험 영역(1)으로부터 멀리 있게 하십시오.
위험 시(사람이 끼임) 비상-정지 방법:
 ● 스트랩 장력을 풀기 위해(결합 전) 로커 레버를 작동하십

시오. 아울러 AUTO 작동 모드에서는 클램핑- 또는 접합 
버튼을 다시 누를 수 있습니다.

 ● 결합 이후 스트랩을 공구(스트랩 가위)로 분리하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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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다음과 같은 위험은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핑 하자가 있는 경우 느슨하고 쓰러지는 포장 화물
결합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스트래핑이 올바로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포장 화물을 절대로 
운송하지 마십시오(단원 5.2). 동일한 부위에서 여러 번 용접하면 밀폐가 잘못되기 때문
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장품의 스트래핑을 절대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상해 위험
스트래핑은 운송, 보관 등의 경우 포장품을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안되었습니다.
폭발 영역에서 폭발 위험
본 장치는 폭발성 대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클램핑 장치의 이동식 부품, 압착 위험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있는 영역을 잡지 마십시오.
균열되는 스트랩, 상해 위험
고정할 때 스트랩이 균열하여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스트랩과 직선상에 위치하지 마십시
오. 안구 보호대를 착용하십시오.
튀어 오르는 스트랩 끝부분, 상해 위험
스트랩을 절단할 때 상부를 단단히 잡고 떨어져 위치하십시오. 스트랩과 직선상에 위치하
지 마십시오. 안구 보호대를 착용하십시오.
청소 작업 시 압축공기, 상해 위험
압축공기로 불어낼 때 공기가 피부 손상부를 통해 신체 안으로 유입하면 안 됩니다. 다공 
노즐이 있는 분사 건을 사용하십시오. 안구 보호대를 착용하십시오.

주의 
다음과 같은 위험은 약간 또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동 및 소음 공해
작업 시에는 귀마개 및 안전장갑(베임 방지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EN 60745에 규격화된 측정 방식에 따라 측정되었고 전동 공구와의 비교를 위해 서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동 공해를 잠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에도 적합합니다. 이것
은 소음 출력 수준에도 적용됩니다.측정된 진동 배출값은 실제 사용, 사용된 스트랩 및 조
작 유형과 방법에 따라 제시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체 작업 시간으로 
보았을 때 진동 공해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진동 공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장치가 
꺼져 있거나 작동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전체 작업 시간 동안의 진동 공해를 확연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조작자를 진동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지
정하십시오: 전동 공구의 정비, 손을 상온으로 유지 및 작업 과정 조직

유의 
장치의 손상 방지:
물 손상
물 또는 수증기로 장치를 세척하지 마십시오. 야외에서 사용할 때 비로부터 장치를 보호
하십시오.
반드시 정품 교환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교환 부품을 사용하면 보증과 책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9 / 26V 04.21_KO   STRAPEX STB 77

a
b

c

1 2 3

6 5 4

d

3 설명

3.1 구조

1 클램핑 버튼
2 접합 버튼
3 운반 손잡이
4 로커 레버
5 조작 패널 
6 배터리 잠금해제 버튼
7 배터리
8 모델 명칭
9 스트랩 가이드 표시기
10 일련번호(XJJMMYYYY)
 X D=STB 77
 JJ 연식
 MM 월
 YYYY 연속되는 번호
11 접합 장치
12 클램핑 장치

조작 패널
1 "선호" 버튼 패널
2 "접합 시간" 버튼 패널
3 "작동 모드" 버튼 패널
4 "플러스 및 버튼 차단" 버튼 패널
5 "조임력" 버튼 패널
6 "마이너스 및 Soft 장력" 버튼 패널
a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
b "안내 심벌" 표시기
c "클램핑/접합" 상태 표시 바
d "메시지" 표시기

배경 조명
 ●   디스플레이 활성화됨 

 

 ●   접합 과정 종료됨.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단원 5.1). 

 ●   적용 오류: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 조작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단원 6.8). 
 

 ●   장치 오류: 정적인 시스템 오류. 오류를 제거하십시오(단원 6.8). 장애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센터 
 

배터리 및 충전기
1 충전기 (GAL 1880 CV)
2 배터리 (Li-Ion ProCORE 18 V/8.0 Ah)
3 LED 표시기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동봉된 배터
리 및 충전기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1
    3

    2

1 2 3 4 5 6

789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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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 원리
 ● 로커 레버로 스트랩을 삽입하기 위해 클램핑 

장치가 열립니다.
 ● 스트랩이 로커(1)의 톱니판 및 클램핑 휠(2) 

사이에서 압착됩니다.
 ●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클

램핑 휠(2)을 통해 스트랩이 당겨집니다.
 ● 스트랩이 접합 장치(3)에서 마찰 접합 방식으

로 결합됩니다.
 ● 커팅 나이프(4)로 상부 스트랩이 절단됩니다. 

 
 
 
 

 ● 세 가지 작동 모드 중 선택 가능: 
(단원 4.2)

 ● 반자동(표준/기본 설정)
 ●  전자동
 ●  수동 

 
 ● 두 개의 클램핑 영역 선택 가능: 

(단원 4.3/4.4)
 ● PET 스트랩용 표준 장력
 ●  PP 스트랩용 Soft 장력(클램핑 휠의 느려진 구

동. 과도한 장치 오염 방지) 
 

 ● 접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원 4.5) 

 
 ● 장치를 다양한 스트랩 폭으로 작동할 수 있습

니다(단원 7): 
 

 ●  STB 77:  25 또는 32 mm 

3.3 공급 범위

스트래핑 장치 STB 77:  ● 배터리 Li-Ion ProCORE 18 V / 8.0 Ah 품목번호 2187.015
 ● 충전기 GAL 1880 CV EU 품목번호 2188.020

또는 미국 버전용:  ● 배터리 Li-Ion CORE GBA 18V80 품목번호 2187.016
 ● 충전기(US) BC1880 품목번호 2188.021

또는 일본 버전용:  ● 충전기 GAL 1880CV(JP) 품목번호 2188.022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버전용  ● 충전기 GAL 1880CV(AUS) 품목번호 2188.023

공구 세트 구성요소:  ● 철사 브러시
 ●  드라이버 톡스 T20
 ● 6-kt 앵글 렌치 

 

품목번호 1821.901.004 
품목번호 1821.901.010
품목번호 1821.9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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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액세서리

 ● 보호판 세트 
품목번호 2189.015 
 
 
 
 
 
 
 
 
 
 
 

 ● 보호 커버 세트 
품목번호 2189.011 
 
 
 
 
 
 
 
 
 
 

 ● 행거 브래킷 세트 
품목번호 218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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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동 준비 및 설정

4.1 배터리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동봉된 배터리 및 충전기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본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것과 같은 Bosch 배터리와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단원 3.3). 다른 
배터리/충전기를 사용하면 상해 또는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화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하기 전에 충전기 사용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4.1.1 배터리 충전
 ►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하십시오.

 – 녹색 LED가 점등합니다(충전기 작동 대
기 상태).

 ► 배터리를 충전기에 넣으십시오.
 – 녹색 LED 점멸: 배터리 충전 중 
 – 녹색 LED 점등: 배터리 완전 충전됨
 – 적색 LED 점등: 배터리 온도가 허용 충전 

온도 범위를 벗어나 있음
 – 적색 LED 점멸: 충전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충전 시간: 방전된 배터리의 충전:  
약 70–80분 = 충전 용량의 100% 
약 55–70분 = 충전 용량의 80%

 ● 충전 과정 시 이상적인 배터리 온도: 15–40°C 
 ● 충전 과정 시 0°C 이하 및 +45°C 이상의 배터리 온도를 피하십시오.
 ● 배터리는 충전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4.1.2 장치에 배터리 삽입/제거
 ► 배터리 삽입: 충전된 배터리를 장치에 삽입하십시오. 잠금해제 버튼을 두 번째 단계에서 고정해야 

합니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장치 내에 배터리가 유지되지만, 전기 접촉은 없음).
 – 조작 패널의 표시기가 점등합니다.

 ● 장치를 약 2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디스플레이가 슬립 모드로 변경됩니다. 슬립 모드 해제: 
로커 레버를 당기십시오.

 ● 장치를 오랫동안(여러 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를 장치에서 제거하고 충전기에서 충전/보관
해야 합니다.

 ► 배터리 제거: 잠금해제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배터리를 당겨 빼십시오. 

4.1.3 충전 상태 점검
 ► 배터리가 삽입된 경우 조작 패널의 "배터리 충

전 상태" LED 표시기:
 – 충전 상태가 % 단위 및 진행 바(1)로 표

시됨
 – 10% 이하: 최소 충전(배터리를 충전해

야 함)
 – 안내 심벌(2)은 해당 상황이 있는 경우에

만 표시됩니다(단원 6.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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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동 모드 설정
 ► "작동 모드" 버튼(1)을 누르십시오.

 – 사용되지 않는 표시기는 숨겨집니다.
 – 현재 설정된 작동 모드가 5초 동안 점멸

합니다.
 – + 및 – 표시가 나타납니다.

 ► 원하는 작동 모드가 표시될 때까지 버튼 + 
(2) 또는 – (3)을 누르십시오.

 – MAN / SEMI / AUTO
 ► "작동 모드" 버튼(1)을 다시 누르거나 5초 대

기한 후 설정된 모드가 저장됩니다. 
각 작동 모드는 "Soft 장력" 조임력 범위용으
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원 4.4).

다음의 설명과 일치하는 사용 목적을 위한 작동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그림은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사용 목적이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SEMI-반자동
(표준/기본 설정)
설정된 조임력에 도달할 때까지 클램핑 버튼(단원 
3.1)을 눌러야 합니다. 이어서 스트랩이 자동으로 
결합되고 상부 스트랩이 절단됩니다. 아울러 언제
든지 접합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접합할 수 있습
니다.
같은 종류의 포장 화물용으로 권장

 ● AUTO-전자동
클램핑 버튼을 누른 채 유지하고, 추가로 조작 패
널(단원 3.1)을 짧게 누르십시오(터치). 이를 통해 
클램핑 과정이 시작됩니다. 설정된 조임력에 도달
된 경우 스트랩이 자동으로 결합되고 상부 스트랩
이 절단됩니다.
동일한 포장 화물의 수량이 많은 경우 권장 

 경고
 스트랩 당김 또는 스트랩 휘감김, 끼임 위험 및 압착 위험
 스트래핑 작업 시 손 또는 다른 신체의 일부를 스트랩과 포장 화물 사이로 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위험 영역(단원 2.4)으로부터 멀리 있게 하십시오. 
 위험 시(사람이 끼임) 비상-정지 방법:
 스트랩 장력을 풀기 위해(결합 전) 클램핑- 또는 접합 버튼을 
 누르거나 로커 레버를 작동하십시오. 결합 이후 스트랩을 공구(스트랩 가위)로 분리하십 
 시오.

 ● MAN–수동
원하는 스트랩 장력에 도달할 때까지 클램핑 버튼
(단원 3.1)을 눌러야 합니다. 이어서 접합
버튼(단원 3.1)을 누르면 스트랩이 결합되고 상부 
스트랩이 절단됩니다.
서로 다른(부드럽고 단단한) 포장 화물용으로 권장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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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임력 설정
설정된 조임력이 작동 대기 상태에서 계속 표시됩니다.

 ► "조임력" 버튼(2)을 누르십시오.
 – 설정된 조임력이 5초 동안 점멸합니다.
 – + (1) 및 – (3) 버튼이 표시됩니다.
 – 사용되지 않는 표시기는 숨겨집니다.

 ► 원하는 조임력이 표시될 때까지 + (1) 또는 – 
(3) 버튼을 누르십시오.
 – 상태 표시 바(4)는 가능한 최대값에 대한 

비율로 설정된 조임력을 표시합니다.
 ► 저장: "조임력" 버튼(2)을 누르거나 5초 동안 

기다리십시오.

 ● "N" 또는 "lbf" 표시기 사이 전환: 점멸하는 "조임력" 버튼(2)을 2초 동안 누르십시오.
 ● 버튼을 누를 때마다 1회 음향 신호로 확인됩니다.
 ● 조임력이 작동 상태에서 계속 표시됩니다.
 ● Soft 장력 설정(단원 4.4). 

 

STB 77: 1 2 3 4 5 6 7 8 9
표준 N*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lbf* 675 785 900 1000 1120 1240 1350 1460 1570
Soft N*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lbf* 225 335 450 560 675 785 900 1000 1120
(값이 반올림됨)
* N = Newton, lbf = pound-force per square inch 

4.4 Soft 장력 설정
Soft 장력의 경우 클램핑 휠이 더 느리게 구동하고 조임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폴리프로
필렌 스트랩에서 과도한 오염을 방지합니다.

 ► “Soft“ 버튼(1)을 누르십시오.
 – „SOFT“ 표시기(2)가 위치를 변경하고 

테두리를 한 채 표시되는 경우 Soft 모드
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Soft“ 버튼(1)을 누르십시오.
 – „SOFT“ 표시기(3)가 위치를 변경하고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는 경우 Soft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표시된 조임력이 낮춰져 있습
니다.

 – 좌측 조임력 아래에 추가로 „S“(4)가 표
시됩니다.

    4

123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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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접합 시간 설정
설정된 접합 시간이 채워진 포인트를 이용하여 작동 대기 상태에서 계속 표시됩니다. 

 ► "접합 시간" 버튼(2)을 누르십시오.
 – 사용되지 않는 표시기는 숨겨집니다.
 – 현재 설정된 접합 시간에서 채워진 포인트

가 5초 동안 점멸합니다.
 – + 및 – 표시가 나타납니다.

 ► 원하는 접합 시간이 표시될 때까지 + (1) 또
는 – (3) 버튼을 누르십시오.

 ► 저장: "접합 시간" 버튼(2)을 누르거나 5초 동
안 기다리십시오. 
 
 
 
 
 

4.6 버튼 차단 켜기 및 끄기
설정에서 원하지 않은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키보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차단: "버튼 차단“ 버튼(1)을 누르고 약 2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 표시기의 열쇠 심벌(2) 및 첫 번째 숫자

(3)가 점멸합니다.
 – 사용되지 않는 표시기는 숨겨집니다. 

+/– 버튼 및 열쇠 심벌만 표시됩니다.
 ► 첫 번째 숫자가 원하는 값을 표시할 때까지 + 

또는 – 버튼을 누르십시오.

 ► 다음 위치로 변경하려면 중간 버튼을 누르십
시오.

 ► 원하는 4자리 코드가 표시될 때까지 과정을 반
복하십시오(기본 설정 5878).

 ► 중간 버튼을 누르십시오.
 – 이제 버튼 차단이 켜졌고, 열쇠 심벌(4)이 

위치를 변경하며 닫힌 채 표시됩니다.

 ► 차단 해제: 차단 해제는 위의 설명과 동일한 
순서로 실시됩니다.

 표준 코드(기본 설정)는 희망에 따라 귀하의 서비스 센터에서 임의의 4자리 코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호 모드(단원 4.7)는 버튼 차단이 활성화되어도 켤 수 있습니다.  
 설정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호 레벨을 일반 레벨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3

2
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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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선호 선택
"선호" 기능은 두 번째 설정 레벨을 활성화하는데, 해당 매개변수는 
메인 레벨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조작자는 장치 설정으로부터 신속하
게 다른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호 활성화:
 ► "선호" 버튼(1)을 누르십시오.

 – 스타(2)가 테두리를 한 것에서 채워진 것
으로 변경됩니다.

 – 모든 매개변수가 이 설정 레벨에서 사전 
설정된 값으로 변경됩니다.  

선호 비활성화:
 ► "선호" 버튼(1)을 누르십시오.

 – 스타(3)가 채워진 것에서 테두리를 한 것
으로 변경됩니다.

 – 모든 매개변수가 이 설정 레벨에서 사전 
설정된 값으로 변경됩니다. 

4.8 슬립 모드
불필요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가 잠시 후 에너지 절약 모드로 변경됩니다.

 – 조작 패널이 어두워집니다(조명 안 됨).
 ► 조작 패널을 누르면 에너지 절약 모드가 다시 꺼집니다. 

장치 조작 없이 약 2분이 경과한 후 장치가 슬립 모드로 변경됩니다.
 – 조작 패널이 꺼져 있습니다(검은색).

 ► 로커 레버를 작동하면 슬립 모드가 다시 꺼집니다.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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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작

5.1 스트래핑
 ●  장치가 사용해야 할 스트랩의 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단원 5.3).
 ●  충전된 배터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단원 4.1.2).
 ●  원하는 조작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단원 4.2). 이 설명의 경우 "SEMI"(반자동) 작동 모드를 

전제로 합니다.
 ●  원하는 조임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단원 4.3).
 ● 원하는 접합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단원 4.5).

 ► 스트랩을 포장 화물 둘레에 놓으십시오.
„ 포장 화물에서 상부 스트랩을 좌측 손으로 다

음과 같이 되도록 잡으십시오:
 ● 스트랩이 겹쳐 놓여 있습니다.
 ● 스트랩 시작 부분이 아래에 있습니다. 손 

위로 약 20cm 돌출되어야 합니다.

 
 
 
 
 

 ► 장치를 우측 손으로 잡으십시오.

 ► 로커 레버를 당기십시오.
 – 클램핑 장치의 로커가 열려 있습니다.

 ► 겹쳐 놓인 스트랩을 스토퍼까지 삽입하십시
오. 언와인더로부터 도착하는 스트랩이 상부
에 위치합니다.

 ► 로커 레버를 놓으십시오.
 – 스트랩이 클램핑 장치에 고정되어 있습

니다.
 – 스트랩 시작부가 약 5cm 돌출되어야 합

니다.

스트랩이 완전히 삽입되지 않은 경우 
스트랩 가이드 표시기(단원 3.1/위치 
9)가 적색 필드를 표시합니다.
스트랩을 완전히 삽입하십시오. 스트랩 가이드 표시기가 검은색으로 표시됩니다.

 ► 고정 전에 스트랩으로부터 손을 치우십시오!

ca. 5 cm

ca. 15 cmca. 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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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스트랩 당김 또는 스트랩 휘감김, 끼임 위험 및 압착 위험
스트래핑 작업 시 손 또는 다른 신체의 일부를 스트랩과 포장 화물 사이로 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위험 영역(단원 2.4)으로부터 멀리 있게 하십시오.
위험 시(사람이 끼임) 비상-정지 방법:
 ● 스트랩 장력을 풀기 위해(결합 전) 로커 레버를 작동하십시오.  

아울러 AUTO 작동 모드에서는 클램핑- 또는 접합 버튼을 다시 누를 수 있습니다.
 ● 결합 이후 스트랩을 공구(스트랩 가위)로 분리하십시오. 

 주의
 고정할 때 스트랩이 균열하여 튕겨나 
 갈 수 있습니다. 스트랩과 직선상에 위 
 치하지 마십시오.  
 안구 보호대를 착용하십시오.

 ► 설정된 조입력에 도달할 때까지 클램핑 버튼
을 누르십시오.

클램핑 속도는 클램핑 버튼의 압력
에 따라 상이합니다(MAN/SEMI 작
동 모드).
클램핑 과정 일시 정지/진행:  
클램핑 버튼 놓기/다시 누름

 – 표시되는 내용: 
설정된 조임력 및 설정된 조임력에 대한 
비율로 도달된 조임력을 나타내는 상태 표
시 바 

 – 상태 표시 바가 완전히 채워지면 클램핑 
과정이 종료된 것입니다.

 ► 이제 클램핑 버튼을 놓을 수 있습니다.
 – 이제 스트랩이 자동으로 결합되고 상부 스

트랩이 절단됩니다.
 – 표시되는 내용: 

설정된 접합 시간 및 상태 표시 바 
상태 표시 바가 완전히 채워지면 접합 과정이 종
료된 것입니다(1.). 이후 냉각 시간이 시작합니다
(2.). 냉각 시간이 종료할 때 음향 신호가 울리고 
조작 패널이 1초 동안 녹색으로 점등합니다. 
 
 
 경고
 동일한 부위에서 여러 번 용접하면 밀폐가 잘못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스트랩 장력 없이 결합: 클램핑 버튼을 짧게 누른 후 접합 버튼(단원 3.1, 위치 2)을 누
르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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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기가 녹색으로 표시되고 음향 신호가 울
린 후 냉각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로커 레버
를 당기십시오.
 – 클램핑 장치의 로커가 열려 있습니다. 

 
 로커 레버를 당긴 후 더 이상 재고정하 
 지 마십시오(클램핑 버튼을 더 이상 누 
 르지 않음).

 ► 장치를 스트래핑으로부터 뒤 우측으로 돌리
십시오.

 경고
장치가 너무 조기에 제거되는 경우 디
스플레이가 오류 코드 및 맥동하는 음
향 신호와 함께 주황색으로 표시됩니
다(단원 6.8).

 ► 시각적인 잠금 점검 실시(단원 5.2) 

 경고
 포장품의 스트래핑을 절대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상해 위험
 스트래핑은 운송, 보관 등의 경우 포장품을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안되었습니다.
 
 

5.2 잠금 점검
 경고
 스트래핑/접합 잠금이 올바로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포장 화물을 절대로 운송 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심각한 상해가 가능합니다.
 스트래핑 이후 항상 잠금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동일한 부위에서 여러 번 용접하면 밀폐가  
 잘못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육안 검사를 통해 잠금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1 우수한 접합(과도한 재료가 측면으로 밀려 나

오지 않으면서 모든 잠금면이 깨끗하게 결합
되어 있습니다).

2 불량한 접합(전체 잠금면에서 접합이 이루어
지지 않음), 접합 시간이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불량한 접합(과도한 재료가 측면으로 밀려 나
옴), 접합 시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
다.

스트랩이 불량하게 접합된 경우:
 ► 접합 시간 설정을 점검하십시오(단원 4.5).

 ► 스트래핑을 다시 실시하십시오.

 ► 스트랩 품질을 점검하십시오(단원 7).

 ► 우수한 결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장치를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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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스트랩 폭 설정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스트랩 폭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STB 77:   32 mm 또는 25 mm

5.3.1 STB 77: 25mm에서 32mm로 개조

필요한 부품 주문번호
뒤 스트랩 가이드 32 mm (8) 1832.041.026

 ► 장치로부터 배터리를 빼십시오. 실린더 나사 톡스 3개(6)를 푸십시오. 로커 레버를 운반 손잡이 
방향으로 당기고 실린더 나사 톡스(7)를 풀어 25mm 뒤 스트랩 가이드(8)를 제거하십시오.

 ► 측면 커버(5)를 제거하십시오.

 ► 카운터 성크 나사 톡스(2)를 풀고 25 mm 앞 스트랩 가이드(1)를 제거하십시오.

 ►  카운터 성크 나사 톡스(4)를 풀고 25 mm 앞 스트랩 가이드(3)를 제거하십시오. 

 ► 카운터 성크 나사 톡스(10)를 풀고 25 mm 뒤 스트랩 가이드(9)를 제거하십시오. 

 ► 측면 커버(5)를 조립하십시오(실린더 나사를 Loctite 222로 고정). 32 mm 뒤 스트랩 가이드(8)
를 조립하십시오. 

STB 77: 32mm에서 25mm로 개조

필요한 부품 주문번호
앞 스트랩 가이드 25 mm (1) 1832.042.070
앞 스트랩 가이드 25 mm (3) 1832.042.071
뒤 스트랩 가이드 25 mm (8) 1832.041.025
뒤 스트랩 가이드 25 mm (9) 1832.042.074
카운터 성크 나사 톡스, M4x6 (2) (4) (10) 1912.204.064
실린더 나사 톡스, M4x20 (7) 1913.904.204

 ► 장치로부터 축전지를 빼십시오. 실린더 나사 톡스 3개(6)를 푸십시오. 로커 레버를 핸들 방향으로 
당기고, 실린더 나사 톡스(7)를 푸십시오. 측면 커버(5)를 제거하십시오.

 ► 25 mm 앞 스트랩 가이드(1)를 조립하십시오(카운터 성크 나사(2)를 Loctite 222로 고정).

 ► 25 mm 앞 스트랩 가이드(3)를 조립하십시오(카운터 성크 나사(4)를 Loctite 222로 고정).

 ► 25 mm 뒤 스트랩 가이드(9)를 조립하십시오(카운터 성크 나사(10)를 Loctite 222로 고정).

 ► 측면 커버(5)를 조립하십시오(실린더 나사를 Loctite 222로 고정). 25 mm 뒤 스트랩 가이드(8)
를 조립하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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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 및 유지관리

 경고
 정비 작업 중 예기치 않은 구동, 상해 가능
 청소- 또는 정비- 및 유지관리 작업 전에 배터리를 항상 제거하십시오. 

6.1 정비 계획표

작업 주기(사이클)
장치 청소(단원 6.2) – 매일(300회 스트래핑 이상/일)

– 매주(100-300회 스트래핑의 경우/일)
장치 재윤활(단원 6.3) – 매월(100-300회 스트래핑의 경우/일)
장치 검사(권장) – 매 2년 또는 50,000회 스트래핑, 서비스 센터  

 의 서비스 필요

6.2 장치 청소
오염이 심한 경우 장치를 정기적으로(매일) 청소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클램핑 휠 및 톱니판에서 
손상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경고
      바람으로 불어내기 전에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 모터 아래 뒤 하우징 쉘에 우선 접합 장치를 압축공기로 불어내는 접근 구멍(Ø 3mm)이 있습니
다.

 ► 이후 측면으로 불어내어 클램핑 휠 및 톱니판을 압축공기로 청소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클램핑 휠/톱니판을 청소/교체하십시오(단원 6.4/6.5). 

6.3 장치 재윤활
최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치를 정기적으로 재윤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장치로부터 배터리를 빼십시오. 실린더 나사 톡스 4개(2)를 풀고 뒤 스토퍼(3) 및 측면 커버(4)를 
제거하십시오.

 ► 양쪽 포인트(5)에서 접합 장치에 고압에 강
한 접착 윤활 오일 스프레이(예: W„rth HHS 
2000)를 조심스럽게 분사하십시오.

 ► 베이스 판의 하부에서 카운터 성크 나사(1)를 
제거하고, 아울러 동일한 스프레이를 윤활 구
멍에 분사하십시오. 카운터 성크 나사(1)를 다
시 조립하십시오.    

 ► 측면 커버(4)를 다시 조립하십시오. 
 

6.4 클램핑 휠 청소/교체

필요한 부품 주문번호
STB 77: 클램핑 휠 (1) (소모품) 1821.047.044
래디얼-홈 볼 베어링, Ø45/58x7 (2) 1930.180.452
실린더 나사 톡스, M4 (4) 1821.027.063
와이어 브러시 (6) 1821.9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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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거
 ► 장치로부터 배터리를 빼십시오. 실린더 나사 

톡스 4개(4)를 풀고 뒤 스트랩 가이드(5) 및 
측면 커버(3)를 제거하십시오.

 ► 클램핑 휠(1)을 조심스럽게 당겨 빼십시오. 

 ► 홈 볼 베어링(2)을 클램핑 휠로부터 빼십시오.

     경고 
     바람으로 불어내기 전에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 클램핑 휠(1)을 압축공기로 청소하십시오.

 ► 톱니바퀴의 오염이 심한 경우: 클램핑 휠을 조
심스럽게 동봉된 와이어 브러시(6)로 청소하
십시오.

 ► 클램핑 휠에서 마모된 톱니가 있는지 점검하
십시오. 톱니가 마모된 경우 클램핑 휠을 교체
하십시오. 

     유의 
     클램핑 휠을 돌리면서 청소하면 안 됩니다. 톱니 파손 위험! 

장착
 ► 장착은 역순으로 하십시오. 클램핑 휠의 구동 방향에 유의하십시오. 화살표 참조.   

 ► 클램핑 휠의 내부 톱니바퀴에 Kl„ber 그리스 GBU Y 131(Microlube)을 가볍게 바르십시오.

6.5 톱니판 청소/교체

필요한 부품 주문번호
STB 77: 톱니판 (2) (소모품) 1821.048.035
납작머리 나사 톡스 (1) 1832.039.294
와이어 브러시 (3) 1821.901.004

탈거
 ► 장치로부터 배터리를 빼십시오.

 ► 납작머리 나사 톡스(1)를 푸십시오.

 ► 로커 레버를 운반 손잡이 방향으로 당기고 톱
니판(2)을 제거하십시오.

     경고 
     바람으로 불어내기 전에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 톱니판(2)을 압축공기로 청소하십시오.

 ► 톱니바퀴의 오염이 심한 경우: 톱니판을 조심
스럽게 동봉된 와이어 브러시(3)로 청소하십시오.

 ► 톱니판에서 마모된 톱니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다수의 톱니가 마모된 경우 톱니판을 교체하십
시오.

장착
 ► 장착은 역순으로 하십시오. 납작머리 나사(1)를 Loctite 222로 고정하십시오.

 – 톱니판(2)이 움직일 수 있도록 로커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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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나이프 교체

필요한 부품 주문번호
STB 77: 나이프 (1) (소모품) 1821.209.048
실린더 나사 톡스, M4 (3) 1821.027.063
실린더 나사 톡스, M4x12 (5) 1913.904.125
칼라 부시 (6) 1832.022.238

탈거
 ► 장치로부터 배터리를 빼십시오.

 ► 실린더 나사 톡스 4개(3)를 풀고 뒤 스트랩 가
이드(4) 및 측면 커버(2)를 제거하십시오.

 ► 실린더 나사 톡스(5)를 풀고 나이프(1)를 칼라 
부시(6)와 함께 제거하고 교체하십시오. 

장착
 ► 장착은 역순으로 하십시오. 

 ► 나이프(1) 장착 전에 나이프(7) 상부에 압력 
스프링이 삽입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실린더 나사(5)를 Loctite 222로 고정하십시
오. 
 
 

6.7 장치 리셋
 
 유의
 장치 리셋은 로커 레버가 블로킹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로커 레버를 강제로 절대 당기지 마십시오! 

 ► 동봉된 3mm 알렌키(1)를 베이스 판에서 보
어를 통해 반듯하게 그 아래에 위치한 실린더 
나사에 올려 놓으십시오(화살표 참조).

 ►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회 완전히 회전하십시
오. 이를 위해 약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 로커 레버(2)를 당기십시오.
 – 이제 접합 메커니즘을 위로 돌리십시오.

장치 리셋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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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장애 제거
특정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작 패널의 배경 조명 및 오류. 표시기(심벌 + 코드)가 점등하고, 아울
러 음향 신호가 울립니다. 
오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자체적으로 리셋되지 않는 경우) 배터리 제거/삽입을 통해 오류 제거를 하
십시오.

표시기 / 상태 원인 / 오류 제거
조작 패널이 반응하지 않음
+

 ● 버튼 차단이 켜져 있습니다.  ► 버튼 차단 끄기: 단원 4.6 참조

E11, 적색 표시기 +
맥동 중(길게)
심벌 점멸

 ● 삽입된 배터리가 허용되지 않음(
잘못된 배터리)

 ► 올바른 배터리를 삽입하십시오.

E20, 적색 표시기 +
맥동 중(길게)
심벌 점멸          &

 ● 배터리가 너무 뜨거움(60° 이
상)

 ► 배터리가 냉각되게 하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하고, 필요시 교체하
십시오.

심벌      &          점멸  ● 배터리 온도 너무 낮음  ► 배터리 온도가 더 높은 경우 자체적
으로 회복됩니다. 작업 가능 최대 
조임력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E24, 적색 표시기 +
맥동 중(길게)
심벌 점멸

 ● 배터리가 올바로 삽입되지 않았
습니다.

 ● 잘못된 배터리

 ► 배터리를 올바로 넣으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하고, 필요시 교체하
십시오.

E25, 적색 표시기 +
맥동 중(길게). 
심벌       &          점멸

 ● 배터리가 올바로 삽입되지 않았
습니다.

 ● 온도 센서 오류

 ► 배터리를 올바로 넣으십시오.

 ► 배터리를 필요시 교체하십시오.

E27(E23), 적색 표시기 
+        맥동 중(길게)
심벌 점멸

 ● 배터리 저전압 한계에 도달했습
니다.

 ● 배터리 방전됨

 ► 배터리를 충전하고, 필요시 교체하
십시오.

E33, 적색 표시기 +
맥동 중(길게)
심벌

 ● 전자장치 과열
 ● 컨트롤 너무 뜨거움

 ► 장치가 냉각되게 하십시오.

E37, 주황색 표시기 +
맥동 중(중간)
심벌

 ● 장치가 접합 시 끼임, 오염된 접
합 메커니즘 또는 장치 내 이물질

 ► 접합 메커니즘을 청소하십시오.

E50/51 주황색 표시기 +
맥동 중(중간)
심벌

 ● 로커 레버를 당겨 접합 과정 또는 
냉각 과정 중단

 ► 스트래핑을 반복하십시오.

E54, 적색 표시기 +
맥동 중(길게)
심벌

 ● 용접 과정 타임아웃.
 ● 이미 용접된 벨트를 다시 용접하

려고 했습니다.

 ► 스트래핑 및 장치 내에 이물질이 있
는 경우 제거하십시오.

 ► 여러 번 용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57 주황색 표시기 +
맥동 중(중간)       
조임력 표시기 점멸

 ● 스트래핑 스트랩이 미끄러졌거나 
균열되었습니다.

 ► 스트랩을 새로 삽입하십시오.

 ► 점검: 조임력, 오염된 스트랩, 올
바른 스트랩 및 클램핑 휠/톱니판
의 상태

E55/56 주황색 표시기 +
맥동 중(중간)
심벌       &

 ● 클램핑 과정 중단
 ● 성능 제한 또는 타임 아웃

 ► 클램핑을 반복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조치로 오류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여기에 설명되
지 않은 다른 오류/오류번호의 경우 지역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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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 데이터

 
  STB 77
 
중량 6,7 kg (배터리 포함)

치수 길이: 416 mm  폭: 157 mm  높이: 158 mm

조임력 (0) 3000–7000 N
  Soft: 1000–5000 N

클램핑 속도 0–100 mm/초 

잠금 마찰 접합-잠금
  (스트랩 당김 강도의 약 75%에 해당하는 잠금 강도)
전형적으로 측정된 
A로 평가된 배출-음압 레벨* 
– EN 60745-1/2:2009 LpA 86 dB (A)
측정 부정확도 KpA 3,0 dB (A)
 
측정된 소음 출력-수준* 
– EN 60745-1/2:2009 LWA 97 dB (A) 
측정 부정확도 KWA 3,0 dB (A)    

손-팔-진동*
– EN 60745-1/2:2009 ah 4,0 m/s2  

측정 부정확도 K 1,5 m/s2 

 

사용 온도 
스트래핑 장치(배터리  –10 °C ~ +40 °C
및 충전기, 별도
사용 설명서 참조) 

상대 습도 최대 90 % 
 
충전기 / 배터리

충전기 전압 100 / 110 / 230 V 

충전기 모델 BOSCH GAL 1880 CV  

충전시간 약 70–80분 = 충전 용량의 100%
  약 55–70분 = 충전 용량의 80%
 
1회 충전당  스트래핑 횟수  250–450 각 스트랩 품질, 조임력 및 포장 화물 기준
 
배터리 Bosch Li-Ion ProCORE 18 V/8.0 Ah
  (US: Li-Ion CORE GBA 18V80)
플라스틱 스트랩

스트랩 품질 폴리에스테르 (PET) 권장 스트랩용, 다음 페이지 참조 
 
스트랩 폭 설정 가능 25 또는 32 mm
 
스트랩 두께 0,90–1,30 mm (PET) 
  
     
                 *  참조 단원 2.4, 진동 및 소음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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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플라스틱 스트랩: 
– Tenax 2480, 25 x 1,0 mm 
– Tenax 2425, 25 x 1,27 mm
– Tenax 2680, 32 x 1,0 mm
– Tenax 2625, 32 x 1,27 mm  
  

8 EC 적합성 선언서(복사본)

(MRL 2006/42/EC, 부록 II 1.A.)

제조사는 이 선언서의 대상인 기계가 2006년 5월 17일(2006/42/EC) "기계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적
용되는 가이드라인 규정 및 해당 변경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단독 책임 하에 선언합니다.
아울러 2014년 2월 26일(2014/30/EU) "EMV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적용되는 규정 및 가이드라인과 
일치한다는 점도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호환 규격이
고려되었습니다: EN 60745-1:2009 + A11:2010; EN 60745-2-18:2009; 
EN ISO   
12100:2010; EN 349:2008; EN 61000-6-1; EN 61000-6-3

CB 시험 인증서: NL-77145
인증 기관: DEKRA Certification B.V. 
 Meander 1051, NL-6825 MJ Arnhem, Netherlands

모델 명칭: STB 77

대상 기계번호 / 연식: D/20111001 / 2020

CH-8953 Dietikon, 2020년 11월 17일

R. Siegrist M. Binder
Managing Director Director–Head of Global R&D

기술 문서 발간에 대한 대리인: 
Signode Switzerland GmbH, Silbernstrasse 14, 8953 Dietikon 1, Switzerland

제조사
Signode Switzerland GmbH 
Silbernstrasse 14, Postfach
8953 Dietikon 1
SWITZERLAND
signo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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