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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고압세척기

quadro 9/170 TST 
quadro 11/140 TST

사용설명서!
현설명서는원본설명서를기반으로번역되었습니다. 사용하기전에안전지침
을읽고준수하십시오. 기술적자료는예비부품목록에서찾을수있으며, 예비
부품목록은사용설명서에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사용하시거나다음소유자를위해설명서를보관하시기바랍니다.



목차 기호설명

친애하는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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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에사용된기호설명

참고사항을준수하지않으면환경피해가발생될수있습니다.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형 콰드로 시리즈의 과
도한 마모 또는 전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압
세척기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주의!
참고사항을준수하지않으면심각한부상을입을수있습니다!

고압세척기에부착된기호설명

부적절하게사용할경우고압세척기는위협이될수

있습니다.  절대! 사람, 동물, 활성중인전자장비또는고압

세척기본체에분사하지마십시오.

고압세척기는공공식수에직접적으로연결이안될수도있
습니다.

뜨거운표면에의한화상위험이있습니다.

이기호가표시된제품은건강이나환경에위험을초래하는성
분이포함되어있을수있으므로폐기시주의하시기바랍니다. 
이러한제품은절대로가정용폐기물로취급되어서는안됩니다.

포장에부착된기호설명

이 기호가 표시된 포장재는 가정용 폐기물로는 취급 될 수

없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나타냅니다. 적절한 폐기에 대한

정보는 지역 당국에서 발행한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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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안전수칙 –금지사항!

전선 교체 시, 반드시 검증 된 전문가를 통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선으로 교
체해야합니다.

안전 장치/기능은 사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절대로 비활성화하거나 기능
을 우회해서는 안됩니다.

고압세척기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현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위
험지역에있는사람을조심해야합니다.

낙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굴러 떨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고압세척기는 설계적으로신체적, 감각적 또는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 사용하기
엔어려움이있음을명심하십시오 . (어린아이포함)

고압세척기 운영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예로, 방수 재질 원단, 
고무 장화, 보안경, 귀 보호 장비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주변에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압세척기 운영 시, 주변에 분무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무 현상은 기체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의 혼합물입니다. 분무 입자를 흡입하면 건강에 손상
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각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평가 수행을 할 의무가 있
으며, 세척구역에서 발생되는 분무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FFP2 등급 이상의 호흡기 마스크는 수성 분무로부터 보호하는데 적합
합니다.

고압세척기미사용시엔, 전원을항상차단해야합니다.

석면 또는 기타 유해 물질에 분사하지 마십시오.

가연성 액체 또는 페인트 희석제와 같은 용제가 포함된 액체를 분사하지 마십
시오. 휘발유, 기름 또는 이와 유사한 액체 등, 이러한 용제를 분사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고압분사로 인해 세척대상물이 파손될 수 있으며, 예를들어 자동차 타이어 경우최
소 30cm의거리를유지해야 합니다. 

고압세척기를 작동하기 전에구성품(고압호스, 전원 케이블, 분사건)에 손상이 없
는지 확인 하십시오. 결함 또는 손상된 부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체하시기 바랍
니다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크란즐에서 권장하는 고압호스, 커플링과
피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선이 필요로한 경우, 외부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케이블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면 위에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전선 릴은 지면으로부터 최
소 60mm 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미숙련자로 인한고압세척기 사용은
절대허용되지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사용을방
지하기위하여철저한관리하에 보관및취급하시
기바랍니다.

고압 세척 시, 랜스에 상당한 반동이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기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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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금지사항! 안전수칙 –금지사항!

절대! 콘센트나전류가흐르는곳에분사해서는안
됩니다. 작업영역내모든충전부는고압분사로부
터보호되어야합니다. 

예상치않은분사를막기위하여사용후분사건의
안전장치를걸어주시기바랍니다. 

제품에연결된전선은작업지시에따른사양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손상되거나개조된부적합한전
선은사용할수없습니다. 

절대! 엉키거나 꼬인호스를강제로잡아당기지 마
십시오. 날카로운 모서리가있는곳에서도호스를
잡아당기면 안됩니다.

절대! 사람이나 동물에게 분사해서는 안됩니
다. 절대! 본인이나 타인에게도 분사해서는 아
니되며, 세탁물이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제품본체에직접적으로 분사해서는 안됩니
다. 기계는반드시분사범위에서 벗어나있어야
합니다.

하부세척랜스를사용할때, 굴곡이진부분으로
부터상당한반동이있음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언더바디랜스는옵션으로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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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세척기구성 고압세척기구성

설계:
Quadro 9/170 TST, Quadro 11/140 TST, Quadro 12/150 TST 세척기는전반적
으로이동이용이하게설계되었습니다. 제품구성에대한세부내용은아래와같
습니다. 

제품구성:

1. 인체공학적손잡이

2. 특수황동재질펌프헤드

3. 15m 고압호스가 포함된 호스 릴
(TST 모델만)

4.   세척제주입호스

5.    세제밸브

6.     자동정지스위치 (Total Stop)

7. 랜스 걸이

8. 분사 건과 랜스 꽂이

9. 분사 건

10. 대형스테인리스압
력게이지

11. 모터온/오프스위치
및컨트롤라이트

12. 거친노면에용이한
차대

13. 전선걸이

14. 압력조절밸브

15. 물탱크커버

1. Kränzle고압세척기

quadro 9/170TST
quadro11/140 TST

2. 고압 분사 건

3. 회전노즐랜스

4. 분사제트노즐랜스

5.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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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규칙

사용목적

본제품은고압의물분사를이용한세척이필요한곳에서 사용이가능하며, 필요한경

우세제와함께분사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환경보호를위해폐기물처리및수질보호규정을준수해야합니다. 

정기점검
본제품은 “고압분사정비지침＂에의거하여적어도12개월에한번은자격을갖춘

전문가에의해정기적으로점검을받아야합니다. 검사결과는기록으로남겨야하며, 

특정한문서양식이아니어도관계는없습니다.  (점검표참고)

상업용으로사용되는 고압세척기는 적어도매년한번은자격을

갖춘전문가에의해정비받아야합니다.

사고예방
본제품은규칙에따라사용할경우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설계되었습니다. 

본제품을사용하는사람은고압세척기사용시일어날수있는위험사항들에대해

충분히인지하고있어야합니다. 

(설명서에나와있는사용상주의사항을반드시숙지하시기바랍니다.)

누유발생시,
제품에서 오일이 새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가까운
A/S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 미션으로부터 연쇄적인, 심각한 고장을 초례 합니다.)

습도가 높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의하여 오일이 응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일의 색깔이 우유 빛을 띠게 되면 반드시
오일을교환한후에제품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제품사용규칙

오일교환

12 13

기계구입후최초오일교환은,사용시간50시간
이내이뤄져야합니다. 이후오일교환은매년1
회나사용시간250시간도달시교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오일이회색이나흰색으로변하면오일을
교체해야합니다. 

오일교환이필요한경우용기아래에있는오일
드레인나사를풀어오일을비워야합니다. 

폐유는별도보관후규정대로폐기해야합니다.

오일량: 0.35리터
크란즐고성능기어오일
(제품번호: 400932)



세부기능

물이부족할때

사용중물부족현상이예상보다자주발생됩니
다. 압력이높은세척기일수록물부족으로인
한위험성이훨씬더커집니다. 만약충분치않
은양의물이펌프내부로유입되면, 사용자가
인지하지못하는사이에펌프내에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발생됩니다. 이로인하여, 펌프는
커다란손상을받게됩니다. 사용시반드시충
분한양의물이세척기에공급될수있도록준
비하시기바랍니다.

고압세척기를고장없이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는최소요구흡입물량은기
술서를확인하여주십시오.

계량된 물의 양이 너무적으면 필요한 출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
른방식의 급수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조인트
가빨리 마모됩니다. (보증 불가)

절대! 고압펌프는 1분이상물부족상태로구동되어서는안됩니다.

물공급(급수)

상수도회사규정에유의하십시오. DIN EN61770에 따라고압세척기는

공공식수공급라인에직접적으로연결되면안될수있습니다. 그러나,                        

DVGW(독일가스및수도협회)에따라튜브환기장치가있는체크밸

브(크란즐제품번호: 4101164)가 급수장치에내장된경우짧은연결

이허용됩니다. 물이체크밸브를통과하면더이상식수로간주되지않

습니다. 또한 EN61770에 따라배출을위한공공식수공급라인에간접

적으로연결하는것이허용됩니다. 예를들어플로트밸브가있는저장

통을사용시, 비식수공급라인에직접연결을하는것은가능합니다.

전력량이부족할때

세부기능

만약 세척기를 연결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 제품이 연결되어 있다면, 세척기에 전
기 공급량이 상당히 감소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척기는 가동을 하지 않거
나,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기에 연결한 전선이 너무 길거나, 
두께가 얇을 경우 전압 강하로 인하여 제품
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을 뿐더러, 
모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있습니다. 

전압을확인하시고, 불확실한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전압및가용전류
강도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술서 참고)

전기연결

본제품은전기를사용하는제품으로5m 전선과220v용전기플러그가장착되어공급

됩니다. 기계를전기에연결시30mA용량의그라운드접지가되어있는콘센트에정

확히연결해야하며콘센트는반드시기계본체에장착된16A 퓨즈에의해보호되어

야합니다. 연장전선을사용할경우소켓에적절히연결할수있는접지선이있는전선

을사용해야합니다. 연장선의굵기는반드시1.5㎟이상이되어야합니다. 플러그는

항상방수가되는것을사용해야하며, 물이조금이라도남아있는바닥에서는사용하

면안됩니다. 연장전선이10m를초과할경우, 적어도전선의굵기는2.5㎟이상이되

어야하고전선릴을사용할경우, 릴에감겨있는전선이가능한상처를입지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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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세척시스템

물은 고압 펌프에 메인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 탱크의 플로트 밸브는 물 유입구를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 물 탱크에서 고압
펌프에 의해 물을 흡입하여 압축되어 랜스로 공급합니다. 고압 분출은 랜스 끝의
노즐에 의해 형성됩니다. 물 탱크를 거치지 않고 물을 압력이 없는 용기에서 직접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흡 참고)

환경보호를위해폐기물처리및수질보호규정을준수해야합니다.

고압분사건이연결된랜스

고압세척기는건의방아쇠를잡아당겼을때에만작동을합니다. 분사건의방아쇠를

잡아당겼을때모터가가동되기시작하며, 동시에건이열리게됩니다. 흡입된물은고

압펌프에의해압력이생성되어노즐까지신속히다다르며, 분사되는압력은압력조

절장치에의해설정된양만큼증가하여분사됩니다. 방아쇠를놓게되면분사건이닫

히고모터가작동을멈추며물분사가멈추게됩니다. 이때압력게이지의눈금은반드

시0 bar를가리키고있어야합니다. 

고압건의방아쇠를놓을경우순간적으로펌프의압력이증가하며, 과부하방지밸브

및안전밸브를열어주게됩니다. 모터는압력스위치에의하여자동으로멈추게됩니

다. 다시방아쇠를잡아당겼을때과부하방지밸브와안전밸브가닫히게되며기계는

다시정상작동을하게됩니다.

고압분사건은사용자의안전을고려하여고안된장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자격을갖춘전문가에의해서수리가되어야하며, 부품은규정
품만을사용해야합니다. 

세부기능

압력조절밸브 –안전밸브

고압세척기에장착된밸브는과도한압력으로부터기계를보호하며, 설정된압력
을초과하지않도록제작되었습니다. 손잡이끝의나사는기계의작동에의해풀리
지않도록단단히접착되어있습니다. 작동압력과물의분사량은핸들을돌려서
무단조절을할수있습니다.

부품교환및정비등의작업은규정품만을사용해야하며자격
을갖춘전문가에의해서수행되어야합니다.

모터보호스위치

본모터는 모터보호 스위치로 인하여 과부화가 방지되어집니다. 모터과부하 또
는차단이 될시, 고압세척기의 모터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만약! 모터의 스
위치가 반복적으로 꺼지는 경향이 있으면, 감지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터및관련부품의교환및정비등의작업은전기를차단후자격을갖춘
전문가에의해서수행되어야합니다.

자동정지기능

소형 콰드로 시리즈는 자동 작동/정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과 고압호
스를 연결 후 고압세척기의 메인 스위치를 “ON”으로 전환하면 빨간색 신호가
켜집니다. 메인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분사 건을 열 때 압력 스위치를 통해 모
터가 작동 됩니다. 반면, 분사 건을 닫으면 모터가 즉시 꺼집니다. 

고압세척기는 메인 스위치가 “OFF”로 전환 될 때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후에 빨간불이 멈춥니다.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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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호스와분사장치

기계에 장착된 고압 호스와 분사 장치 역시 고압세척기와 마찬가지로 고압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생산되므로, 기계에 적합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부품교환이요구될때에는반드시제조사에서취급하는부품을사용
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만약정품을사용하지않아발생된하자에
는무상보증이되지않음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고압호스와분사
장치는압력이가해지지않도록연결되어야합니다. (누수없이!)

고압호스는무리하게밀거나, 당기거나비틀어서는안됩니다. 고압호스는
어떠한상황에서도날카로운모서리위로당겨져서는안됩니다. 결함이있
는고압호스는수리해서는안되며제조사에서승인한새호스로교체되어
야합니다.

고압세척기작동하기전에모든안전지침을준수하십시오.
고압세척기사용시, 안전수칙은반드시준수하여야합니다. 

화재나폭발위험이있는방에소형콰드로시리즈를설치하거나 작동하지
말고웅덩이에넣지마십시오. 물속에서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불구하고 고압세척기를 위험지역에서 작동하는경우해당안전
규정을반드시준수하여야 합니다.

2. 소형콰드로시리즈는험난한지형에이상
적으로적합하고견고한카트형이동식고
압세척기입니다.

고압세척기를조항하려면발을기울어
진지지대에대고장치를사용자쪽으로
당깁니다.

1. 고압세척기를사용장소로이동시에는
잠금브레이크를해제하여주십시오.

18 19

세부기능 제품사용법



3. 호스릴의고정을해제합니다. 고압호스
를엉킴없이똑바로풀어줍니다. 호스를
완전히풀어주십시오. 고압호스는일부
바닥에마모흔적을남길수있으니, 대안
으로당사제품군에서자국을남기지않
는고압호스를찾아보시기바랍니다. 

4. 고압호스의 회색 회전 나사를 분사
건에 연결 합니다. 장착 후 제대로
압력이 가해지도록 나사를 조여줍
니다.

7. 고압세척기를 작동하기 전에 급수 필
터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플러그인 커플링 나사를 수동으로
풀어주십시오. 니들 노즈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급수 필터를 꺼내 깨끗한
물로 철저히 헹구고 청소하십시오. 
망이 더러우면 물이 통과 할 수 없고, 
압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8. 급수호스를급수구에연결하십시오. (최소
요구사항: 길이5m 호스, 단면적¾”, 10bar) 
고압세척기를수도에바로연결할수있습
니다. (예비압력1~10bar) 냉수또는온수
사용.(최대60 도) 소형콰드로시리즈는자
체물저장탱크를이용할수도있습니다.

물주입구에 있는망이손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터가손상되
거나필터가장착되지않은상태에서고압세척기를 작동하면안됩니
다. 

온수사용시, 주의하십시오.

60도의뜨거운물로고압세척기를작동하면가열이되므로안전장갑
없이고압세척기금속부분을만지지마십시오.

9. 고압세척기를 작동하기 전에 매번
오일 계량봉을 통하여 오일 레벨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레
벨은 상단 가장자리의 “OK”표시까
지 도달해야 합니다.

6. 랜스와 삽입한 후 잠금 슬리브를

풀고 랜스가 단단히 장착이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5. 먼저안전방아쇠건의안전슬리브를

뒤로 당긴다음 퀵랜스플러그를

퀵커플러안으로넣어줍니다

제품사용법 제품사용법

고압호스는 연장시, 최대길이 20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크란즐에서검증된부속품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20 21

※ 랜스의 플러그에 무산성 그리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세요

퀵플러그와 퀵커플러는 작동 중에는 만지면 안됩니다.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퀵플러그를 퀵커플러 안에 꽂기 전에 두부분이 이물질 없이

깨끗한지(모래, 먼지, 등등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물로 청소

한후 연결하세요. 불순물은 퀵커플러 안에 씰을 손상시킬수

있습니다. 



11. 분사건을열어고압세척기를작동합니
다. 고압세척기분사건의방아쇠를여
러번당긴후청소작업을시작합니다.

10. 전원 선 연결 합니다. (기술자료참고)

12. 오물처리용 랜스 사용 시, 반드시
랜스의 방향은 아래를 향하도록 하
십시오.

13. 핸들을회전하여작동압력을무한대로조
정가능합니다. 최대압력은공장에서설
정됩니다. 

자흡사용

자흡연결

고압펌프의흡입허용치는최대흡입높이 2.5m 최대호스길이 3m이며고압세척기
는별도의용기나연못에서물을빨아들일수있습니다.

해당경우에는물탱크를우회시켜야합니다.

3. 흡입호스를통하여용기에채워진물
로세척작업을시작합니다. 

1. 고압 펌프와 물탱크 사이에 연결 된
호스를 풀어 줍니다.

2. 파이프 피팅 강판(제품 번호: 46004)을
사용하여 연결 호스와 흡입 필터(제품
번호: 150383), 흡입 호스를 조여서 고
정시켜 줍니다.

제품사용법

전기연결시, 젖거나수분이있는손으로메인플러그를 만지지마십
시오.

고압세척기사용시, 안전수칙은반드시지켜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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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만사용하시고, 염소가함유된

물은절대사용하면안됩니다. 

공기역시흡입되어서는안됩니다.

최초흡입을시작하기전에고압펌프와흡입호스에는물이채워
져있어야합니다.

주목!

수질에따라장기간정지하면밸브가끈적거리는현상(고착화)이
발생할수있습니다.  결과적으로고압세척기는정상적으로용기
에있는물을제대로흡입할수없을수도있습니다.

이경우가압수(직수)가있는호스를펌프입구에연결하시고, 

고압세척기를시작하면가압된물이밸브를열고기계는다시

용기에서물을흡입하여평소와같이작업을계속할수있습니다.



1. 화학물질필터가있는세제호스를
첨가제가담긴용기에넣으십시오.

2. 세제밸브를열어세제를공급하십시오.
세제투입량은세제밸브를이용하여

\ 조절이가능합니다.

세제 밸브를 잠그면 세제 공급이
중단됩니다.

세제 액체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밸브를 여십시오. 공기가 흡입 되면
고압세척기 펌프 씰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한 파손 시, 보증
불가)

첨가제는 pH 7-9 중성세제를권장합니다. 이기계는제조업체에서제공
하거나특별히권장하는세척제를사용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다른세
척제나화학약품을사용하면기기의안전이손상될수있습니다. 보호
장비및폐수처리관련규정을확인하고준수하시기바랍니다.

용액사용시주의사항!
절대액체용기에니스같은용액, 휘발유, 기름이나유사한액체를넣
지마십시오. 고압세척기내부에있는씰은해당용액에대한내성이
없습니다. 

분사되는용액은반드시가연성, 폭발위험, 및독성이없어야합니다.

첨가제흡입

소형콰드로시리즈는물탱크가장착되어있어, 바로첨가제를고압펌프에주입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출력손실을줄이고효율성을크게높일수있습니다.

1. 고압세척기전원을끕니다.

2. 물공급을차단합니다.

3. 압력이다떨어질때까지분사건방아쇠를열어줍니다.

4. 분사건에안전장치를걸어줍니다.

5. 고압호스와분사건을제거합니다.

6. 고압펌프를비워주십시오. 고압호스를잡고남은물을모두배출하
기전까지모터의전원을끄지마십시오.

7. 연결된전원코드를뽑아줍니다. 

8. 고압호스를청소하고엉킴없이고압호스릴에감은후고정합니다.

9. 전원공급선을닦고감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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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주입구를세척합니다.

11. 주차잠금장치를걸어줍니다.

12. 겨울에는고압세척기를서리가내리지않는실내에보관하십시오.(상온)

성에방지(동파방지)

고압세척기에성에가끼지않게하기위해서는제품을완전히비워주시기바랍니다. 
고압세척기를급수에서분리하고, 전원을켜줍니다. 분사건에방아쇠를당겨고압펌
프압력을이용하여물탱크에있는물을모두배출합니다. 단! 물이없는상태로고압
세척기를 1분이상작동해서는안됩니다. 물탱크에부동액을채우고고압세척기를
작동합니다. 분사건의방아쇠를당겨노즐에서부동액이분출할때까지기다립니다.

첨가제사용 운영중단절차



압력게이지는풀압력으로보여지고, 노즐에
서물이거의나오지않거나전혀나오지않습
니다.

(압력 게이지 내부에는 물이 아닌 포인터의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글리세린이 채워져 있
습니다.)

진행:
먼저고압세척기전원을끈상태로전원플러
그를뽑아줍니다. 분사건역시방아쇠를여
러차례당겨압력을빼줍니다.

다음은 분사 건과 랜스를 풀어준 상태로
고압 호스를 헹구고 오염 가능성을 제거
합니다. 

급수필터역시오염되었는지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클립을 이용하여 노즐 구멍을 뚫어
줍니다. 그래도 문제가 지속되면 노즐을 교
체해야 합니다.

문제
고압세척기가작동되고있음에도노즐에서물이나오지않고, 압력게이지는
풀압력으로가리킵니다.

원인
대부분이러한경우는노즐이막혔을때입니다.

수리가끝날때까지전원플러그를연결하지마십시오!

간편수리 - DIY

26 27

간편수리 - DIY

압력을올렸음에도불구하고압력게이지는낮
은압력을보이고, 랜스에서물이분출이되면
서고압호스가진동합니다.

(압력게이지내부에는 물이없고포인터의
진동을줄이기위해글리세린이 채워져있
습니다.)

진행:
밸브 6개를 모두 차례대로 풀어줍니다.
(황동 육각 나사, 3개씩 수직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롱노즈를이용하여밸브본체와O링을빼줍니다.

O링이손상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손상된경우O링을교체해야합니다.

클립을이용하여밸브를청소하고가능하면

흐르는물에서청소하십시오.

재조립을하는동안 O링을잊지마십시오.

문제
노즐분사량이불규칙합니다.

압력게이지는저압으로가리킵니다.

원인
대부분이러한경우는밸브에이물질이끼었거나, 막혔을가능성이높습니다. 



분사건의 방아쇠 놓으면, 고압세척기가

꺼지고 압력게이지는 0 bar를 가리켜야 합
니다. 만약꺼지지 않고, 압력게이지가 지
속적으로 최대압력을 나타내면, 고압펌프, 
압력조절스위치, 고압호스나 분사건의
누출원인일 수있습니다.

진행:
먼저 고압세척기와 연결된 고압 호스, 분
사 건과 연결된 고압 호스, 더불어 랜스와
분사 건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하셔
야 합니다.

누출의경우와같이, 잠재적인결과적손상은보장범위에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분사건의 방아쇠를 놓은후에도 고압세척기가 계속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압력게이지또한지속적으로최대압력을가리킵니다.

가능한원인1
누출

세척기전원을꺼주십시오. 분사건의방아쇠
를짧게당겨압력을빼줍니다. 고압호스를
제거하고, 분사건과랜스의 O링상태를확인
합니다. 만약 O링이손상되었다면교체를해
야합니다.

간편수리 - DIY 간편수리 - DIY

진행:
고압세척기 스위치를 꺼 주시고, 전원 플
러그를 뽑아 줍니다. 물공급을 중단하고,
분사 건의 방아쇠를 여러 차례 당겨 압력
을 뺀후 펌프 배출 구를풀어 줍니다.

공기투입으로인한 O링불량및물부족(캐비테이션)으로인하여
발생된펌프내 O링손상은보장범위에포함되지않습니다.

체크바디를제거하고O링에오염이나손상
이없는지확인합니다. 또한펌프헤드내부의
씰에손상이있는지확인합니다.

28 29

씰링에 결함이 있다면 즉시 O링을
교체하십시오.

문제
분사건을 닫은후에도 고압 세척기가 계속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압력게이지 또한 지속적으로 최대 압력으로 가리킵니다.

가능한원인2
체크밸브에결함이있을수있습니다.



크란즐악세서리크란즐악세서리

고압세척기악세서리는안전하게구성되어있습니다.

크란즐 정품을 이용하지 않을 시, 무상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주문시, 고압세척기(기기종류)의 기술자료를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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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노

별매

언더바디

랜스

스프레이프로텍터



하자보증EU 적합성인증

We here by declare that the design of  
the high-pressure cleaners:

Nominal flow:

technical specifications available
from:

comply with the followingguidelines  
and their amendments for  

high-pressure cleaners:

Noise pressure level, typical:  
Noise pressure level,guaranteed:

Appliedconformityassessment
procedure:

Applied specifications andstandards:

quadro 9/170 TST 
quadro 11/140 TST

quadro 9/170 TST: 540 l/h 
quadro 11/140 TST: 660 l/h

Fa. Josef Kränzle GmbH & Co. KG 
Manfred Bauer
Rudolf-Diesel-Str. 20, 89257 Illertissen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EMC Directive 2014/30/EU
ROHS Directive 2011/65/EU O
utdoor Directive 2000/14/EC

84 dB (A)
88 dB (A)

Annex V, Outdoor Directive 
2000/14/EC

EN 60335–1:2012/A13:2017 
EN 60335–2–79:2012
EN 62233: 2008
EN 55014–1: 2006+A1: 2009+A2: 2011
EN 55014–2: 2015
EN 61000–3–2: 2014
EN 61000–3–3: 2013

Ludwig Kränzle  
(Gérant)

Josef Kränzle GmbH & Co.KG  
Rudolf-Diesel-Straße 20
89257Illertissen (Germany)

Illertissen,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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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에 대한보증은 제품의 자재불량과 생산상에서 야기된 하자에 한합니다.

제품사용과 관련 하여사용하기 전에 제품과동봉 되어있는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용 설명서를 안전한 곳에보관 하시기바랍니다. 
본사용설명서도 하자보증의 한부분임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본제품에 대한하자 보증은판매 후 12개월 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자보증을 받기 원할경우제품의 구입처 또는공식 크란젤 공급업체에 문의하시
고반드시제품구매시받으신구매영수증을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크란젤 공식판매, 수리 업체는 당사홈페이지 www.clean.co.kr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600 - 5335으로 연락 하시기바랍니다.

Kranzle 정품액세서리 및정품 예비부품 외의사용이 제품의 결함의원인인경우
무상보증 청구가 완전히 상실될수있습니다. 각 Kranzle 고압세척기에 맞는정품
Kranzle 액세서리와 정품 예비부품만 사용하면 Kranzle 고압세척기의 안전하고
문제없는 작동이 보장됩니다.

본제품을 허용치 이상의온수, 초과된속도, 낮은전압및 펌프요구물량 미당, 더러
운물을사용 하여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명심 하
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압력게이지, 노즐, 각종밸브, 슬리브, 고압 호스와악세서리, 케이스 등은 무
상보증항목이 아님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점검표

사용자:……………………………………………

주소: ...... ............. ................................................................

.....................................................................................................

제품명: ....................................................................................

제품번호.: ............................................................................

제품시리얼번호.: ...........................................................

점검경과 (체크표시)

점검결과양호.

점검결과불량.

사후조치요망.

점검 날짜 월/일 ……………………………………. 연도 .......................................................................

점검한사람 ………………………………………………….. 서명 ...............................................................................

외관
사용 설명서 유.무
보호커버, -장치
각 연결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압력 게이지 (작동 상태)
플롯 밸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분사 장치 (적합한 스펙)
고압 호스 / 연결부 (상처, 적합한 스펙)
안전 밸브의 셋팅 상태
전원선 (상처)
전기 연결 상태 (결합)
전원 스위치
세제 흡입 장치
사용 세제 (사용가능한 것인지?)

검사항목 정상 비정상 수리내용

고압 노즐
작동압력 ..................bar
정지상태의압력 .................bar
전류 값(A)
절연
세척기 누수
분사 건의 상태

테스트항목 결정값 조정값

안전하고 정확한 사용을 위해 아래 내용에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에게 점
검 받으시기 권고 하는 바입니다. (구입 혹은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시어
적어도매사용시간 500시간마다 정기적으로점검받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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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정확한 사용을 위해 아래 내용에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에게 점
검 받으시기 권고 하는 바입니다. (구입 혹은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시어
적어도매사용시간 500시간마다 정기적으로점검받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사용자:……………………………………………

주소: ...... ............. ................................................................

.....................................................................................................

제품명: ....................................................................................

제품번호.: ............................................................................

제품시리얼번호.: ...........................................................

점검경과 (체크표시)

점검결과양호.

점검결과불량.

사후조치요망.

점검 날짜 월/일 ……………………………………. 연도 .......................................................................

점검한사람 ………………………………………………….. 서명 ...............................................................................

외관
사용 설명서 유.무
보호커버, -장치
각 연결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압력 게이지 (작동 상태)
플롯 밸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분사 장치 (적합한 스펙)
고압 호스 / 연결부 (상처, 적합한 스펙)
안전 밸브의 셋팅 상태
전원선 (상처)
전기 연결 상태 (결합)
전원 스위치
세제 흡입 장치
사용 세제 (사용가능한 것인지?)

검사항목 정상 비정상 수리내용

고압 노즐
작동압력 ..................bar
정지상태의압력 .................bar
전류 값(A)
절연
세척기 누수
분사 건의 상태

테스트항목 결정값 조정값



www.clean.co.kr

info@cle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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