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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대패
SURFACE PLANING MACHINE

W-CP08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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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WISYS (oem)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706

사용용도 : 목재와 유한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는 표면 대패

브랜드 : WISYS

타입 : CP08

모델명 : W-CP08

매뉴얼 내용 : 사용설명서

제작년판 : 2019-01-07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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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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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L730 * W310 * H345mm 　 　

무게 45KG 　

연장날개(최대) 1300MM 　 　 　 　

펜스크기 L500 * W12 * H99mm 　

펜스 엥글 45도~90도 　 　 　

최대 컷팅 너비 204mm 　

최대 컷팅 깊이 5mm 　 　 　 　

커터헤드 16개 　

모터 1.5HP (220V) 　 　 　

부품 4인치 더스트 큐트/ 푸쉬블럭 *2/ 펜스 엥글플레이트

PRODUCT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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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문서는 수압대패 기본 작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작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자료나 공식 

훈련을 받으면서 조인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커터 헤드 위로 직접 손을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언제나 안전 가드를 사용하고 손을 커터 헤드에서 멀리하십시오.

참고 : 테이블에 항상 같은 곳에 한쪽만 가공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타트/스톱

1. 스위치 A는 전면에 있습니다. 수압대패 전원을 켜려면 노란색 안전키를 삽입하고 

스위치(A)를 위쪽으로 올리십시오.

2. 수압대패 전원을 끄려면 스위치 (A)를 아래쪽으로 내리십시오.

3. 노란색 안전키를 제거하면 스위치 (A)를 올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OPERATIONS 

A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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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방향

조인트에 반대결을 넣지 마십시오. 결과는 부서지고 모서리가 부숴집니다. 부드러운 표면을 

얻기 위해 목재의 결과 함께 피드. 그림 14를 참조하십시오.

조인트는 매우 얇은 면도에서 5mm 깊이까지 깊이를 자르기 위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A)의 포인터 (B)는 절단 깊이를 나타냅니다. 절단 깊이를 조정하려면 잠금 노브 

(C)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반 시계 방향으로 올려 절입 테이블이 

원하는 위치에 오게하십시오. 그림 15를 참조하십시오.

그림14

그림15

A

B

C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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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블럭

주의! 사용할 때마다 푸시 블록 세트 (A)를 사용하여 손의 모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림 21 참조

반드시 작업을 수행할 때 항상 손잡이를 사용하고 커터 헤드 위에 직접 손을 대지 

마십시오.

가장자리 가공

이것은 수압대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절삭은 가공물의 모서리를 

직사각형으로 만듭니다. 테이블과 함께 가이드 펜스를 직각으로 설정하십시오. 절삭 깊이는 

직선 모서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거리 여야합니다. 부재 전체에 푸시 블록이 있는 

펜스에 단단히 붙잡아주십시오. 그림 22 참조

그림21

그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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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장치에서 기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소

톱밥 축적 및 기타 부스러기로 인해 평면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평면 

가공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세척과 왁싱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부분은 침투성 오일로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기계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저압 공기로 모터를 불어 먼지나 오물을 제거하십시오. 50 

psi 이상의 공기 압력. 고압 공기가 절연을 손상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업자는 압축 공기를 사용할 때 항상 호흡 보호구와 눈 보호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기 아래에 칩과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깨끗하고 안전한 순서로 유지하십시오.

주기적으로 테이블을 닦고 왁스를 바르십시오. 이렇게하면 작업물의 부적절한 공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드웨어 강도

모든 클램프, 너트, 볼트 및 나사가 단단히 조여 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약 50 

시간 작동한 후에는 기계를 멈추고 커터 헤드 나사와 칼 또는 팁을 조이십시오.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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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 장치에서 기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날 교체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려면 절대로 커터 헤드를 손으로 돌리십시오. 커터 인서트는 날카로운 

면도날입니다! 커터 헤드를 다룰 때는 항상 두꺼운 가죽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보호 

장치없이 손으로 커터 인서트를 만지지 마십시오.

204mm 커터 헤드에는 16개의 커터 인서트가 삽입되어 있으며 각 인서트는 2개의 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커팅 엣지가 둔하거나 손상된 경우 인서트를 빼서 반대 

방향으로 끼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전원에서 코드를 분리하십시오!

n 나사 머리에서 톱밥을 제거하십시오.

n 나사와 커터 인서트를 제거하십시오.

n 커터 인서트와 커터 인서트가 제거된 커터 헤드 포켓에서 모든 먼지와 이물질을 

닦아내고 새롭고 예리한 에지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커터 인서트를 교체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피치 및 껌 제거제를 사용하여 나무 잔유물이 모두 커터 헤드 및 커터 인서트에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호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n 나사산을 가벼운 기계 오일로 윤활하고 여분의 오일을 나사에서 닦아 낸 다음 나사를 

토트 렌치로 조이십시오.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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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문제원인 해결책

모터가 켜지지 
않음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잠금키가 제거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전압

전원을 확인하십시오. 
퓨즈를 교체하거나, 브레이커를 리셋하거나 
전기기술자에게 전화하십시오.
잠금키를 교체하십시오.

퓨즈 또는 회로 
차단기가 끊어짐

라인 코드 또는 플러그의 
단락. 
유닛과 부하.

전기 기술자에게 코드를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손상된 절연 및 단락된 전선을 
연결하십시오. 부하를 줄입니다. 
다른기기 또는 모터와 분리된 회로에서 
작동하거나 적절한 앰프 정격으로 회로에 
연결하십시오.

모터가 최대 
출력을 발휘하지 
못함

전원 공급 장치 회로에 조명, 
기구 및 기타 모터가 과부하 
되었습니다. 
너무 약한 와이어 또는 회로.

회로 부하를 줄입니다. 
와이어 크기를 늘리거나 회로 길이를 
줄입니다.

모터 과열

운전 중 모터가 과부하 
되었습니다. 
모터를 통한공기 순환이 
제한됩니다.

모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적은 양으로 
가공하십시오.
정상적인 공기 순환을 위해 모터를 
청소하십시오.

커팅 중에는 
모터가 멈추거나 
꺼짐

운전 중 모터가 과부하 
되었습니다. 모터가 
단락되거나 연결이 
느슨합니다. 회로 차단기가 
트립 되었다.

모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적은 양으로 
가공하십시오. 
전기 기사에게 전화하여 느슨하거나 단락된 
단자 또는 마모된 단열재에 대한 모터 연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십시오.
올바른 회로차단기를 설치하십시오. 회로에서 
실행중인 기계수를 줄이십시오. (회로과부하)

시동시 절단이나 
삐걱 거리는 
소리가 날 때 
블레이드가 
느려집니다.

V- 벨트가 마모되었습니다. 
무딘커터팁.

V 벨트 또는 팁을 교체하십시오.

작동시의 진동
느슨하거나 손상된 커터 팁. 
손상된 벨트. 커터 헤드 
베어링이 마모되었습니다.

칼을 조이거나 교체하십시오. 
벨트 교체 커터 헤드 베어링을 
점검/교체하십시오.

TROUBLESHOOTING GU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