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C-125

취급설명서

경고
1. 이 집진 어댑터는 100mm, 125mm【다이야몬드컵】용입니다.
2. 이 집진 어댑터는 콘크리트 평면연마용입니다. 기타의 용도에 사용 하지 말아 주십시오.
3. 사용시,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보호 안경, 방진 마스크, 안전 모 및 안전화등의 보호 도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4. 본제품을 거칠게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5. 사용전에 본제품에 파손, 균열 및 변형 등이 없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그대로 사용하시면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6. 본제품에 가솔린, 시너(thinner), 석유, 등유류 등을 가깝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 양
모델명
대응 컵
중 량
대응 그라인더
(2009.3월현재
카타로그기재 기종)

표준 부속품

어댑터

육각막대 렌치

NKC-125
100mm/125mm다이야몬드 컵
하프 커버

메인커버

340ｇ, 본체
히타치 G10시리즈
(G10B2은 제외한다）
/PDA-100H/PDH-100H

은색 워셔

흑색 워셔

(내경 15/16용)

(내경 15/16용)

(내경 20/22용)

(내경 20/22용)

마키타 ：9533시리즈,GA403시리즈

RYOBI:G-104P시리즈
BOSCH:GWS 100시리즈
KEYANG:ACT-100SN
서브 커버

마키타용 코넥터

그라인더에 장착하는 방법

경고
본제품의 설치는 사용하는 그라인더 스위치를 OFF로 하고, 플러그를 전원으로부터 뺀 후, 확실하게 그라인더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고나서 진행되어 주십시오. 설치가 옳지 않으면, 그라인더에서 분리가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라인더 휠 가드 설치부에 허
리케인을 설치하고, 왼쪽의 그
림과 같이 커넥터부를 누르면
서 커넥터부착 나사를 확실히
체결합니다.

마키타·BOSCH그라인더의 경우
아래 그림 순서를 따르고 부속의 마카타 커넥터를 장착해 주십시오
①설치 나사를 풉니다.
②커넥터(소)을 뗍니다.

육각 렌치
코넥터(대)

커넥터고정 나사
워셔

③허리케인 본체를 뒤집고, 커넥터고정 나사를 부
속의 육각막대 렌치로 풉니다.
④커넥터(대)을 뗍니다.
⑤마키타용 커넥터의 부착 나사를 풉니다.
(아랫 그림 참조)

커넥터(소)

워셔

설치 나
마키타용 커넥터
육각 렌치

마키타용 커넥터(대)

⑥마키타용 커넥터(대)을 뒷편에서 설치하고,
워셔, 코넥터고정 나사를 육각 렌치로 꼭
조인다.
⑦마키타용 커넥터(소)을 뒷편에서 장착해 주

⑧워셔, 부착 나사를 설치합니다.

커넥터고정 나사
워셔
워셔
마키타용 커넥터(소)

설치 나사

히타치/RYOBI의 경우는, ①∼
⑧의 조작은 불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 컵을 붙이는 방법

①스핀들에, 전용 워셔, 다이아몬드 컵의 순서대로 설치합니다.
②다이아몬드 컵 위로부터, 너트의 불거짐(불거진 것)측을 컵측으로
해서 스핀들에 설치합니다.
③그라인더의 Lock pin을 눌러서 스핀들을 고정하고, 스패너에서 너
트를 충분히 졸라댑니다.
④다이아몬드 컵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스패너
너트

전용 워셔
다이아몬드 컵

（은색） 히타치・RYOBI 전용 워셔
스핀들

（흑색） 마키타・BOSCH・KEYANG
전용 워셔

Lock pin

집진기기에 붙이는 방법
사용자의 집진기기에, 부속의 어댑터로 허리케인의 덕트 부
분에 접속해 주십시오.
※허리케인 덕트의 지름은 34mm입니다. 부속 어댑터 접속
할 수 없을 경우는 각메이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접속 어댑
터를 사용해 주십시오.
집진기기 호스

어댑터

덕트（φ34）

벽옆의 작업의 경우
서브 커버·하프 커버를 뗀 뒤에서, 사용하시는 컵 사이즈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다시 조립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설치 나사를 풀고, 서브 커버, 하프 커버를 떼어 놓습니다.

하프 커버
설치 나사

메인커버
서브 커버

〔125mm 컵의 경우〕

〔100mm 컵의 경우〕

설치 나사

서브 커버
서브 커버
하프 커버

서브 커버를 떼어 놓고, 하프 커버를 붙인 상태로 사용해 주십시오.
(설치 나사의 재체결을 추천합니다. ) 떼어 놓은 서브 커버는 메인커버
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서브 커버를 뗀 상태로 사용해 주십시오.
떼어 놓은 서브 커버는 메인커버 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프 커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시 서브 커버를 달 때는 설치 나사를 다시 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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