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선반 사용방법UNIMAT

사전작업< >

선반용 날을 샌딩기능을 이용하여 갈아 준다1. .

선반용 날은 작업할 때 마다 갈아줘야 한다 둥근 손톱 모양으로 간다. ( )※

날을 가는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 동영상을 참조한다※

센터파인더를 이용하여 작업한 나무의 중심을 잡고 망치로 고정 할 수 있는2.

공간을 만들어 준다.

작업할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양축사이에 단단히 고정한다3. .

정확하게 고정되지 않고 가공할 나무가 흔들리면 제대로 작업 할 수 없다.※

작업 중 나무가 흔들리면 풀어서 다시 고정한다.※



작업방법< >

선반용 날은 반드시 지지대위에 올려놓고 작업한다.①

오른손 엄지와 왼손검지가 보이게 날을 잡는다.②

오른손잡이 기준 사진 참조( _ )

선반용 날은 작업 시에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③

선반작업을 마친 후 사포를 이용하여 보충 작업을 하고④

왁스나 컬러펜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한다.

(x) (x)

나무선반 사용 시 주의사항* *

선반용 날을 작업 전 꼭 갈아주세요 둥근 손톱모형- . ( )

선반용 날을 너무 갈면 빨리 소모됩니다 천천히 모양을 보며 갈아주세요- .( )

선반용 날을 잘 잡아주셔야 작업 중 튕기지 않습니다- .

나무 선반 작업 후 꼭 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세요 나무는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 ( )



스카시톱 사용방법UNIMAT

양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재단할 재료를 톱판 위에 부드럽게 밀착시킨다.①

부드럽게 밀어서 재료를 절단하고 양손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톱날 양 옆 1cm②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톱날 옆에 머물도록 계속 움직여야 한다( .)

날이 휘거나 부러지거나 했을 때는 즉시 날을 갈아주고 그렇지 않더라도③

실사용일수 일마다 날을 갈아준다3 .

톱집안쪽의 톱밥 등은 일에 한번씩 털어준다3~4 .④

① ②

③ ④

톱 사용시 주의사항* *

가공이 가능한 권장 두께를 지킨다- .

합판 최대 이내 권장 이내 아크릴 최대 이내( 8mm , 5mm , 3mm )

절대로 빠르게 작업하지 않는다- .



드릴머신 사용방법UNIMAT

모터와 카운트샤프트 연결을 하고 드릴부품과 드릴날을 끼우면 드릴로 사용 됩니다.①

지지대 또는 손으로 고정 후 크기에 맞는 드릴날을 끼우고 사용하시면 됩니다..②

① ②

드릴 사용시 주의사항* *

의 드릴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6mm .

손이 닿아도 비교적 안전하나 힘을 가하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

드릴 사용시 반드시 지지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콜렉터를 감싸는 콜렉터 홀더를 꽉 조이셔야 합니다- .



샌딩머신 사용방법UNIMAT

지지대에 연마할 재료를 받친 후 샌딩 헤드의 왼쪽 끝부분① 거친작업( )에서 연마 합니다.

지지대에 연마할 재료를 받친 후② 샌딩 헤드의 중심부 정교한작업( )에서 연마 합니다.

① ②

샌딩 사용시 주의사항* *

반드시 지지대를 받치고 작업해주세요- .

사용 시 제대로 연마 되지 않으며 샌딩날을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

모터를 분리하여 핸드 샌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정교한 부분도 연마 됩니다- .

청소기로 청소를 자주 해주세요- .



나무선반용 센터파인더 이용방법UNIMAT

센터파인더를 이용해 나무를 고정 후 십자모양으로 중심을 그려줍니다, .①

선반용 고정 죠를 망치로 고정해줍니다.②

망치로 고정해서 죠가 동그란 모양안에 다 박히도록 못 박습니다.③

둥근 모양의 나무 구멍이 네모로 보이도록 망치로 두들겨 줍니다.④

① ②

③ ④

나무선반 센터파인더 사용 시 주의사항* ( ) *

센터파인더로 꼭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

망치질을 하실 때에는 손을 조심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