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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천공기 YL-100DR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읽고 난 후 정확한 조작요령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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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AC 전원코드를 제품에 연결하기 전에 제품 옆에 표시된

  AC 정격전압이 전원의 입력전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20V/60Hz)

2. 화재의 위험이나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을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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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판넬

1 각 부분의 명칭

용지풀림 레버

작동 판넬

전면 커버

페이퍼 홀더

서류 최하한선

토글스위치

웨이스트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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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플러그를 꽂습니다.

*주의: -전기의 볼트를 꼭 확인

-주위에 물기가 있는지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

2. 전원스위치를 켭니다.

3. 토글스위치를 자동에 놓습니다.

4. 페이퍼 홀더에 서류를 가지런히 놓고 고정 

  시킵니다.

5. START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작동합니다.

6. 전 과정이 끝나면 용지풀림 레버를 아래쪽으로

 힘껏 눌러 줍니다.

*주의: 드릴 상하 운동 시 손을 넣거나 서류를 빼지 마십시오.

※교체시기

  천공 시 드릴이 부러졌거나 마모되어 전표나 서류가 뚫리지 않고 타는    

  냄새가 나면 드릴을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방법

  토글스위치를 수동으로 변환 ⇨ 수동조작을 눌러 드릴하강에 맞춤 ⇨ 
  START 버튼을 눌러 드릴을 완전히 하강시킨 후 교체합니다. (그림1참조)

드릴 빼는 방법 드릴 설치 방법

(그림1)

2 작동방법

3 드릴교체

1.cap을 위로 들고 

드릴을 아래로 잡아당

깁니다.

*주의: 드릴을 맨손으

로 잡아 당기지 마십

시오.

1.cap을 위로 들고 드릴   

을 위로 끼워서 결합시켜 

주십시오. 이때 드릴 위 홈

을 잘 맞춰 주십시오.

2.cap이 완전히 내려와서 

잘 장착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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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시 드릴이 멈출 때

 - 용지를 너무 많이 넣었는지 확인

 - 전압이 정확히 공급되는지 확인

 - 드릴 하강 부분에 간섭이 있는지 확인

 - 서류나 전표가 올바르게 놓여 있는지 확인

 ※ 해결방법

 1) 부저 음이 멈추도록 START 버튼을 눌러 줍니다.

 2) 토글스위치를 수동으로 변환합니다.

 3) 수동조작 스위치를 눌러 상황표시 램프를 드릴상승으로 이동       

시킵니다.

 4) START 버튼을 눌러 줍니다.

  ※위와 같이 해도 드릴이 상승하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 기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스테이플러 심이나 클립이 있는 서류 천공 시

그림 ➀과 같이 간섭물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 드릴 날이 부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2) 용지크기가 다른 서류 천공 시

그림 ➁와 같이 서류를 한쪽으로 잘 맞추어 정돈하여 주십시오.

3) 수표 또는 약속어음 천공 시

수표나 약속어음의 인자된 부분 같이 질긴 곳은 구멍을 뚫을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림 ➂과 같이 패드 삽입으로 밸런스를 맞추어 주십시오.

4 고장 및 해결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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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날

- 최소주문단위: 1set (2개)

- set 교체 요망

6 소모품

천공 최대 길이 ~100mm

천공 거리 50, 70mm (선택)

제품 사이즈 312(W)×460(D)x650(H)mm

공급전원 AC 220/230V, 50/60Hz 1.6A

사용전력 250W

드릴날 1세트

제품 무게 35.5kg

7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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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주)바인텍은 사용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자동천공기의 재

질 및 작업상의 하자가 있을 시 아래의 보증 조건에 따라 12개월

간 부품의 수리 및 교체를 해 드립니다.

보증에 따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구입자는 구입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 조건

정상적인 사용 및 합리적인 취급을 전제로 사용자 매뉴얼 및 설

치 지침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에만 보증하여 줍니다.

유료 서비스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요금을 받게 되므로 반

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소비자의 과실로 고장인 경우

-소비자가 취급 부주의 또는 함부로 개조 및 수리를 하여 고장   

  발생 시 

-자사에서 미지정한 부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시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발생 시나 소모품의 수명이 다 한 경우

제조사      (주)바인텍 TEL:  031) 734-2868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1011호

구입처 TEL : 

제품명 자동천공기 모델명  YL-100DR

구입년월일 Serial N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 1011호

TEL : 031-734-2868 FAX : 031-734-2869

E-mail : bindtec@naver.com 

 http://www.bindte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