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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클리버 사용자 매뉴얼 

1. 주의 사항

1) 경고: 동 설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부적절한 제품의 사용은 심각한 부상이나 하드웨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광섬유 준비 및 접합 작업 중에는 항상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광섬유 조각은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매우 위험 할 수 있습니다.

3) 클리버는 고 정밀 기기이므로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4) 이 절단기는 통신용 유리 광섬유를 절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재료 절단에 사용하지 마십시

오.

5) 클리버 칼날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만지지 마십시오.

6) 칼날 부분에 손가락을 두지 마십시오. 광섬유 절단 중 손가락이 다칠 수 있습니다.

2. 표준 패키지

클리버 본체 사용자 매뉴얼 광섬유 홀더 
드랍 케이블 

홀더 

광섬유 조각 

보관함 
케이스 

1 pc 1 pc 1 pc 1 pc 1 pc 1 pc 

3. 구조

그림.1 클리버 및 부속품 구조 

4. 절단 절차

클리버를 작동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클리버 락 풀기:

1. 절단 레버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그림 2와 같이 절단 레버를 부드럽게 누르고 그림 3과 같이 잠금

스위치를 잠금 해제 위치로 밀어줍니다.

그림.2 절단 레버 누르기 그림.3 잠금 스위치 잠금 해제 상태 

* 클리버로 절단하기:

1) 광섬유 케이블 끝의 코팅을 20 ~ 35mm 벗깁니다.

2) 노출 된 광 섬유를 알코올 솜으로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3) 그림 4와 같이 절단기의 칼날 모듈 면이 잠길 때까지 미십시오.

4) 벗겨진 광섬유를 광섬유 홀더나 드랍케이블 홀더에 올려 놓습니다.

5) 그림 4와 같이 절단 레버를 아래로 누릅니다. 절단 레버를 누르면 블레이드 모듈이 원래 잠금 해제

위치로 돌아갑니다.

6) 절단 레버를 놓으면 스프링 힘에 의해 절단 레버가 정상 위치로 돌아갑니다.

7) 광섬유 조각 보관 통 롤러는 광섬유 조각을 보관 통에 자동으로 밀어 넣습니다.

참고 :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슬라이드 평면의 구동 영역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절단 레버를 반쯤 만 누른 후 손을 떼지 마십시오. 절단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보관통의 내용물은 자주 폐기하십시오. 광섬유 조각 보관 통은 그림 5와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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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칼날 모듈 면 밀어 넣기 그림.5 광섬유 조각 보관 통 탈 부착 방향 

5. 칼날 마모 시 위치 변경

광섬유가 절단 품질이 안 좋을 경우, 원형 칼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음 단계 (그림 8과 같이 360⁰

의 1/16) 까지 돌려 마모 된 블레이드 위치를 날카로운 블레이드 위치로 교체합니다.

1) 잠길 때까지 칼날 모듈 면을 밉니다.

2) 그림 7과 같이 1.5mm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림 6의 칼날 고정 볼트를 풉니다.

3) 핀셋을 사용하여 원형 칼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단계 회전합니다.

4) 1.5mm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칼날 고정 볼트를 다시 조입니다.

  새로 교체 한 날카로운 칼날 부분이 1,000 회의 광섬유 절단에 사용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칼날 

위치를 재 변경 해야 합니다. 

그림.6 칼날 고정 볼트 그림.7 스크류 드라이버로 칼날 고정 볼트 풀기 

그림.8 원형 칼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단계 회전시키기 

6. 칼날 높이 조정

광섬유가 칼날로 절단되지 않을 경우 칼날의 높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1) 1.5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그림 13과 같이 높이 조절 잠금 나사를 풉니다.

2) 1.5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그림 10에 표시된 칼날 높이 조절 나사를 그림 12와 같이 시계 방향으

로 돌려 기준점이 다음 위치 표시와 정렬 되도록 합니다.

조절나사를 2 개 이상의 위치 표시 이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3) 칼날 높이 조절 잠금 나사를 조입니다.

그림.9 칼날 높이 조절 잠금 나사 그림.10 칼날 높이 조절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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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칼날 높이 조절 잠금 나사를 풉니다 그림.12 칼날 높이 조절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7. 원형 칼날 교체

칼날 위치를 16 번 변경하여 한 번 완전히 회전하면 원형 칼날을 교체해야 합니다.

1) 그림 13과 같이 클리버 바닥의 고무 범퍼를 제거합니다.

2) 그림 14와 같이 클리버 본체를 연결하는 4 개의 볼트를 풀어 클리버의 상하부 모듈을 분리

합니다. (칼날 모듈은 하단 패널 모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3) 그림 15와 같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원형 칼날 프레임 고정 볼트를 제거합니다.

4) 그림 16과 같이 칼날 프레임을 들어 올립니다.

5) 그림 17과 같이 칼날 고정 볼트를 풀어 제거합니다. 볼트를 분실하지 마십시오.

6) 그림 18과 같이 원형 칼날을 교체합니다

7) 역순으로 원형 칼날을 다시 고정시킵니다.

그림.13 클리버 바닥의 고무 범퍼 제거 
그림.14 메인 고정 볼트를 제거하여 상단 

모듈과 하단 모듈을 분리하십시오. 

그림.15 칼날 프레임 고정 볼트 제거 그림.16 칼날 프레임 들어올리기 

Fig.17 칼날 고정 볼트 제거 (볼트 보관) Fig.18 칼날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