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품질보증 미국안전규격 유럽안전규격 과학기술처신기술 중기청우수제품 조달청우수제품

KOSTAL ( KS-13120HDR ) SHREDDER

사용설명서

有望中小企業 指定業體
政府調達廳指定納品業體

인 사 말 씀
저희 대진 코스탈 노트북 듀얼 세단기를 구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진 코스탈 세단기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성과 편리성 그리고 보안성을
제일로 감안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반드시 사용전에 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 보신 후 올바로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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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태 욱

▷ 사용상 유의사항
1. 사용전
가.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바닥이 수평인 곳
 바닥이 기계의 안전을 고려한 곳
 스토브 등 난방기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곳
나. 선정된 장소에 기계를 설치 후 밑면 4곳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 볼트
너트를 지면과 동일하게 조여 주십시오.
다. 전원확인
 정격전압은 단상 220V 60Hz 입니다.
 안전을 고려한 연장선 사용을 자재하여 주십시오.

2. 사용중
가. 투입구 내에는 위험하니 절대로 손을 넣지 마십시오.
나. 비닐, 종이 등은 투입하지 마십시오.
다. 하드 디스크의 저장 용량 큰 디스크가 투입될 경우 한번에 세단되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동으로 역회전 되었다가 정회전으로 돌아가면서 세단을
다시 시작 합니다.
마. 연속적으로 30분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권장)
계속해서 세단하고자 할 때에는 30분마다 10분씩 작동을 중지하셨다가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CROSS CUT 세단기는 세단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기적인
오일 급유가 필요합니다.
- 급유주기 : 세단시간 기준 4시간당 1회 주유(1일 사용시간 30분 기준 시)
- 급유방법 : 전원 OFF 상태에서 커터부에 급유 후 역회전(공회전)2~3회
동작 후 사용(반드시 지정된 오일과 급유 방법을 지켜 주십시오.)
- 사용오일 : 오일 점도-OW40D(당사에서 지급된 오일 및 승용차 엔진오일)
사. 수거함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파쇄된 것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세단이 종료되면 수거함을 비워주세요

3. 사용후
가. 사용이 끝난 후에 전원 스위치를 OFF하여 주십시오.
나. 기계를 유지 보수관리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실시 바라며
젖은 걸레는 사용하시지 말고 기름등으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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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부 작동방법

 전원스위치
ON에 놓으면 정지LAMP에 불이 들어오며 전원이 연결되고 OFF에 놓으면
정지LAMP가 꺼지며 모든 전원이 차단됩니다.

 시작(AUTO/MANUAL)
시작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LAMP에 불이 들어오며 세단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투입구에 넣고 시작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세단이
시작됩니다. 세단이 끝나면 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십시요.
※ 스위치를 2회 누르시면 수동 상태로 변경됩니다.

 정지(STOP)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이 종료됩니다. 긴급 시 또는 세단을 완료
하신 후 눌러 주십시오.

 역전(REVERSE)
역전 스위치를 누르면 커터가 역회전 합니다. 과다하게 투입되면 자동으로
역회전되어 투입된 종이가 배출 됩니다.(이 때 용지를 꺼낸 후 적당히
나누어서 세단하여 주십시오.)

 수거함(FULL)
파지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작동이 정지됩니다. 수거함 넘치오니 파쇄물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비상정지(EMERGENCY)
비상시에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차단되어 세단기가 OFF됩니다.
해제시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원위치로 복귀되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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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부 작동방법(블랙박스 녹화기)

 DVR 영상 녹화장치
영상을 녹화 하고 저장하는 블랙박스 DVR.
세부 내용은 첨부 블랙박스 사용 설명서 참조

 SD CARD 잠금
블랙박스 영상녹화 저장 매체인 SD CARD를 보호하기 위한 잠금 장치
※ KEY를 사용하여 좌측으로 올리면 SD CARD가 있으며, SD CARD를 빼기전에
녹화중인 상태를 정지 하거나,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신 후 작업하십시요

 전면 카메라
세단하고 있는 사용자와 하드 투입구 주위를 녹화 합니다.

 모니터
모니터 박스를 닫으면 세단기와 블랙 박스 전원이 차단되며, 다시 올리면
전원이 켜집니다. 녹화 중인 상태를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DVR 리모콘 수신부
DVR 설정 변경시 리모콘으로 조작하기 위한 수신부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블랙박스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요

▷ 안전장치 설명
1. 과부하 차단장치
적당량 이상으로 용지를 투입한 때에는 투입구 안전장치가 이를 감지하여
커터를 역회전시켜 줍니다.
- 자동 역회전 또는 수동으로 역전(REVERSE)
스위치를 눌러 용지를 꺼낸 후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서 세단하여 주십시오.
이때에는 시동(START) 스위치를 눌러 주셔야 커터가 회전을 합니다.

2. 자동 전원 차단 장치
세단기 내부에 모터에서 과부하로 인하여 과전류가 흐를 경우 컨트롤함 내에
있는 차단기 스위치가 OFF로 내려가며 전원을 차단하여 줍니다.
이때에는 컨트롤함을 열고 차단기 스위치를 ON으로 올려 주시거나, 계속하여
차단기가 내려갈 때에는 전기회로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오니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하시는 전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발견 되지 않으면 당사
A/S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거함 FULL 장치
세단되어진 하드디스크가 수거함에 일정량 이상 차면 수거함(FULL)램프에
불이 들어오며 커터가 정지합니다. 이때에는 도어를 열고 수거함의 파쇄물을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保

型式

證

書

機 械 No.

코스탈 문서 세단기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거친
제품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난 경우
에는 아래의 기재내용의 규정에 따라 판매점이나 본사가
책임 수리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壹年間
年 月
판 매

처
주

日 ～ 年 月 日
TEL :

소

TEL :

사용자
회사명

보증규정
1.보증기간 내(壹年間)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고장인 경우는
무료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커터는 제외됩니다.
2.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중에도 유료로 합니다.
①취급부주의나 부당한 수리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②커터의 마모에 따른 연마 또는 교체대금
③서류 이외의 물건을 세단하여 고장 또는 손상된 경우
④고장원인이 천재지변 등 예상치 않은 사고로 발생하였으며
수리에 경비와 시간을 요하는 경우
⑤본 보증서의 소정사항 미기입 내지 불명확한 경우
⑥본 보증서의 제시가 없는 경우
※A/S 직원이 방문할 시에는 본 보증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주요 기능 설명
1. 도어 스위치 기능
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칼날의 회전(세단기)이 멈춥니다.

2. 자동 차단 장치
과전류가 흐르면 모터 및 회로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3. 자동 스톱 기능
세단 작업이 다 끝나면 약 3분후에 자동으로 칼날 회전이
정지됩니다.

4. 자동 칼날 회전 중지 기능
10분간 연속적으로 세단작업을 계속하면 칼날 회전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안전)

5. 자동 역회전 기능
능력이상의 하드디스크를 투입하면 칼날이 자동으로 역회전
됩니다.

6. 크리닝 기능
사용 후 칼날사이에 기어있는 이물질 등을 배출시키는 기능으로 세단
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