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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 명칭 및 설명

1. 전원 스위치 (사진 01번)

   인덱스 전체의 전원을 On/Off 하는 스위치

9. 단추공급 매뉴얼 스위치 (사진 09번)

   단추집게에 단추의 공급이 필요할때 사용

10. 자동실 (윗실 감지 센서) (사진 10번)

     윗실 끊김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정지함

11. 인덱스 작동 발판 스위치 (사진 11번)

     발판을 밟으면 클램프 작동한 다음 발판을 놓으면 인덱스 작동 시작한다

2. 비상 스위치 (사진 02번)

   비상 정지시 작동하는 스위치

3. 바큠 전원 스위치 (사진 03번)

   썩션의 사용 유무시 사용

4. 인덱스 오퍼레이트 판넬 (사진 04번)

   단추 간격, 단추 수량, 밑실 감지 등의 기능 사용

5. 재봉기 오퍼레이트 판넬 (사진 05번)

   재봉기의 기능 사용시 / 패턴, 침수, 미싱 속도 등

6. 단추공급기 오퍼레이트 판넬 (사진 06번)

   자동/수동, 각부 점검, 카운터 등

7. 공압 공급 잔압 밸브 (사진 07번)

   공압 점검시 밀고, 당기면 공압 사용 유무

8. 스테커 열림/닫힘 스위치 (사진 08번)

   스테커에 있는 옷을 (앞판을) 빼낼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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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압 켜기

인덱스 작업 순서

1. 전원켜기

2. 썩션켜기 (바큠 모터 전원)

4. 미싱 Ready 켜기

12. 언더 플라켓 셋팅하기

13. 발판 스위치 작동하기

5. 공급기 전원 켜기

6. 공급기에 단추 넣기

7. 선별 (단추 앞뒤) 확인

8. 슈트에 단추 공급 채우기

9. 핀판과 단추의 구멍이 맞는지 확인하기

10. 집게에 연속으로 단추공급이 되도록 확인하기

11. 단추달이의 조작상자 단추구멍 간격 및 패턴 확인하기



 A. 비상버튼을 누른다

 B. 표시된 셔츠앞판을 썩션판에 위치를 맞혀서 준비한다

 C. SELECT 버튼을 눌러준다.

4. 바느질 도중 윗실이 끊어졌을 때

 B. S/M OPERATION 버튼을 눌러서 박음질을 계속한다.

동작: 셋팅된 숫자만큼 1장을 작업 완료하면 숫자가 상승하며

       상승하는 숫자가 셋팅된 숫자와 동일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지한다.

3. 토탈 카운더 지우기

 C. 보빈실을 교환하고 CLEAR 버튼을 누른다.

 D. SELECTER 버튼을 누르면 000으로 변한다.

동작: 앞판을 끌고 들어가서 단추구멍위치에서 미싱의 노루발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음칸으로 이동하며 반복 동작한다

       6개의 위치확인을 마치고 스태커가 작동된다.

2. 보빈 카운터모드

 A. 인덱스 조작판넬의 보빈카운터 숫자만큼 작업을 하면,

    COUNTER OVER 가 표시되며 작동이  멈춘다.

 B. TURN OVER 버튼을 누른다.

인덱스 주요기능

1. 단추달이 간격확인 테스트모드

 A. 바늘에 실을끼운다.

 A. ORIGIN 버튼을 누르면 0으로 변한다.



    대기상태 : 선택

    에러문구 지울때

 8. 남성복, 여성복 선택 스위치(오른쪽 벽면)

    올린상태 : 남성복 / 내린상태 : 여성복

    대기상태 : 커서 아랫쪽으로 

    비상정지 상태 : 작업물 잡기

 6. 오른쪽 화살표

    대기상태 : 커서 오른쪽으로 

    비상정지 상태 : 작업물 오른쪽 이동

 7. SELECT

조작상자 사용 설명

 1. ORIGIN 

  대기상태 : 카운터 클리어

  비상정지 상태 : 원점으로 이동

 2. CLEAR BOBBIN COUNT

  보빈 카운터 클리어

 3. 왼쪽 화살표

   대기상태 : 커서 왼쪽으로 

   비상정지 상태 : 작업물 왼쪽 이동

 4. 윗쪽 화살표

    대기상태 : 커서 윗쪽으로 

 5. 아랫쪽 화살표



인덱스 조작판넬



 키보드 사용설명서 

3. 기능 키 기능

   방향키 : 상, 하, 좌, 우

4. 화면 

   1번 화면 : 상호 (10개 까지)

   2번 화면 : 모델(10개 까지) + 싸이즈(5가지)

   3번 화면 : 보빈 설정 (999까지 장당)  

                단추달이 최대 개수 : 9개 까지

                각각의 단추 간격(단위 mm) 최대 간격 : 250

                총 작업 거리 640mm

   F2 : 저장

2. 사용 가능 버튼 : F1, F2

   기능키 : F1, F2

   문자   : 0, ~, 9, A ~ Z (대문자만 사용가능)

1. 조작상자 왼쪽 키보드 케넥터에 결합하여 사용한다.

키보드 사용 방법

   F1 : 이전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