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지게차
구매자 체크리스트
타협하지 않는 품질



중고 지게차 구매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자재 취급 장비 구매를 준비하는 과정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own이 고객이 창고 
운영을 위해 최고의 지게차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첫 구매자든 아니면 단순히 재교육이 필요하든, Crown은 자재 취급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지게차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중고 지게차를 구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팁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또한 현지 Crown 딜러가 
중고 지게차가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지게차를 
고르기�위한 올바른 단계

중고 지게차 구매를 고려할 때 다음 팁을 염두에 두세요.
 
1) 지게차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창고 사양을 충족하는 기능
(예: 높이 및 폭)을 갖추었는지, 정확하게 운영 작업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2) 지게차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능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문서

              운전자 및 서비스 매뉴얼
              유지관리 기록 또는 서비스 기록

외관(뚜렷한 물리적 문제가 있습니까?)

o 눈에 띄는 부식이 있습니까?
o 필요한 안전 기능(예: 콘솔, 좌석, 안전벨트, 주차 브레이크)이 포함되어 있고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o 포크 또는 차대/마스트 마운팅에 균열이 있습니까?
o 타이어가 손상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까(예: 찢어짐).
o "마모 표시"가 여전히 보입니까?



의무 없는 Crown의 현장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contact.apac@crow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모터

스티어링

브레이크

마스트

배터리

보증

              연소 엔진을 콜드 스타트하십시오. 연기가 납니까? 
              엔진을 켜고 트럭을 깨끗한 바닥 표면에 15분 동안 두고 모든 유압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오일 누출이 있습니까?
              모든 유압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합니까?
              유압 펌프에 소음이 있습니까? 

              스티어링의 반응성은 어떻습니까?
              차량이 경로를 유지합니까?

              브레이크 효과가 양쪽 방향에서 동일합니까?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합니까?

              가이드 레일과 포크 캐리지 사이에 유격이 있습니까? 
              마스트와 포크가 하중으로 인해 처집니까? 

o 배터리가 리퍼 배터리입니까?
o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o 몇 번의 사이클을 거쳤습니까?
o 보증이 있습니까?
o 테스트 보고서가 있습니까?

o 지게차에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o 보증이 주요 부품을 포함합니까?
o  보증에 기간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o  제조업체의 규정 준수 플레이트가 장치에 장착되고 현지 언어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o 규정 준수 플레이트에 나열된 등급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및 부하 센터에 적합합니까?
o 모든 안전 라벨이 현지 언어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o 해당 장치가 귀하의 지역에 합법적으로 수입되었으며 허가된 현지 딜러가 지원합니까?
o 내부 기관 엔진 장치가 있는 경우, 현지 배출 표준을 충족합니까?
o 엔진 기능은 현지 연료 품질에 부합합니까?

안전 및 규정 준수

crow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