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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분 명칭
1.
2.
3.
4.
5.
6.
7.
8.

바늘실 조절 다이얼 : 바늘실의 장력을 조절
윗실 조절 다이얼 : 윗실의 장력을 조절
밑실 조절 다이얼 : 밑실의 장력을 조절
옆덮개 : 청소 및 칼날을 교환할 때 열어줌
앞덮개 : 위, 밑실을 끼우거나 청소할 때 열어줌
바퀴(풀리) : 바늘이나 루퍼를 움직일 때 돌림
전원 스위치 : 전원을 켜고 끔
전원 콘센트 : 발판의 전선을 연결

9. 땀수다이얼 :
10. 실패받침 :

땀수의 길이를 조절

11. 실패고정받침 :
12. 실패꽂이

큰 실패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

13. 실걸이
14. 실걸이 구멍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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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발 압력조절나사 : 노루발이 누르는 압력을 조절
노루발 : 천을 눌러 줌
침판 설정 손잡이 : 오버록/인터록바느질 설정
침판
솔기 폭 조절 다이얼 : 칼날이 천을 자르는 폭을 조정
윗칼 해제 장치 : 칼을 제거할 때 사용
윗실용 루퍼
밑실용 루퍼
윗칼 : 천을 잘라주며, 소모품입니다.
밑칼 : 천을 자르는 고정된 칼날

부속품
보관함과 휴지통
오버록을 할 때 잘린 천이 담기는 통이며,
액세서리 통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앞덮개의 홈에 고리를 끼우세요.
① 홈
② 앞덮개
③ 휴지통
④ 고리

사용하지 않을 때는 휴지통에 액세서리 통을 보관합
니다.
① 휴지통
② 액세서리 통

액세서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드라이버(대)
드라이버(소)
핀셋
바늘(11호, 14호)
실패용 그물망
실패꽂이용 받침
청소용 솔
자동 실 끼우기
윤활유

자동 실 끼우기 보관요령
앞덮개를 열면 자주 사용하는 실 끼우기 장치를 보
관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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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덮개
보관 걸이
끼우는 위치
자동 실 끼우기

전원 연결 방법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전원을 연결하며,
전원스위치를 ON으로 올리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원
전원
연결
전원
전기
발판

스위치
플러그
단자
콘센트
콘센트

발판 (속도조절기)
발판은 바느질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깊게 누를수록 바느질 속도가 빨라집니다.
① 발판

천과 실, 바늘의 관계
실의 종류

바늘

땀수 다이얼
침판의 위치
(인터록 설정장치)

천의 종류

얇 은 천

레이스, 린넨, 실크,
보일, 듀올, 합섬,
오건디 등

면사 : No.80 - 100
실크 : No.80 - 100
합섬 : No.80 - 100

HA-1
No.11

2.0-3.0

중 간 천

면, 깊건, 포플린,
벨벳, 피케새틴,
양복지 등

면사 : No.60 - 100
실크 : No.50 - 100
합섬 : No.60 - 100

HA-1
No.11-14

2.5-3.5

두꺼운천

코르덴, 개버딘,
트위트, 외투지,
누비천등

면사 : No.50 - 60
실크 : No.50 - 60
합섬 : No.50 - 60

HA-1
No.14

3.0-5.0

면사 : No.60 - 80
합섬 : No.60 - 90
니트용 나일론
니트용 폴리에스테르

HA-1
No.11-14

2.5-4.0

니 트 류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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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풀리) 사용 방법
바퀴(풀리)를 돌리면 바늘은 물론 미싱 전체가 움직입
니다.
돌릴 때는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참고 : 발판을 누르면 모타가 돌아가고, 모타와 바퀴
는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미싱이 돌아갑니다.

덮개 개폐 방법
앞덮개
열 때 : 오른쪽(A)으로 당기며 앞으로 연다.
닫을 때 : 자연스럽게 위(B)로 올려 닫아줍니다.
① 앞덮개

옆덮개
열 때 : 앞부분을 왼쪽(A )으로 밀어 줍니다.
닫을 때 : 자연스럽게 오른쪽(B)으로 당겨 닫아줍니다.
① 옆덮개

땀수 다이얼
땀수를 조절하는 다이얼이며, 번호가 클수록 땀수는
넓어집니다.
땀수는 1㎜에서 5㎜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터록(곡침 오버록)을 원할 때는 "R"에 맞춥니다.
① 땀수 다이얼
② 표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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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꽂이 사용 방법
1. 실 걸이를 위로 당겨 올려 줍니다.

2. 실패꽂이와 같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①
②
③
④

실 걸이
실을 끼우는 구멍
실 걸이 대
실패꽂이

실패꽂이와 그물망 사용 방법
1. 작은 실패를 사용할 때는 그림처럼 실패고정받침
을 빼고, 실패가 흔들리지 않도록 실패꽂이용 받침을
실패 위에 끼워줍니다.
①
②
③
④

실패고정받침
실패꽂이
실패꽂이용 받침
작은 실패

2. 큰 실패를 사용할 때는 실패고정받침을 끼우고
사용하십시오. 이때 실패에 그물망을 덮어서 사용하
면, 실이 너무 풀리는 것을 방지하여 바느질이 잘 됩
니다.
① 실패용 그물망
② 실패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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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교환
바늘은 좌우에 모두 끼울 수 있으며, 오버록 방법에 따
라 각각 또는 2개의 바늘을 끼워 사용합니다.
1. 바늘의 위에 있는 나사로 바늘을 교환합니다.
① “L" 왼쪽(좌측) 바늘용 나사
(넓은 오버록을 할 때 사용합니다.)
② "R" 오른쪽(우측) 바늘용 나사
(보통 크기의 오버록을 할 때 사용합니다.)
* 반드시 가정용 바늘(HA-1) No.14 또는 11호를 사
용하십시오.

주의 :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제
거한 다음, 바늘을 교환하십시오.
2. 바늘을 끼울 때는 바늘 머리의 평면 부분을 뒤로 향
하고, 위 끝까지 올려 끼우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늘이

"R" 오른쪽(우측) 바늘용 나사
바늘을 위로 끝까지 올려 끼웁니다.
“L" 왼쪽(좌측) 바늘용 나사
바늘을 위로 끝까지 올려 끼웁니다.
바늘 머리의 평면 부분을 뒤로
바늘 2개를 동시에 끼웠을 때(쌍침)는 왼쪽 바
조금 길게 나옵니다.

참고 : 바늘이 흔들리면 부러질 수 있으므로 나사가
느슨하지 않게 꽉 조여 줍니다.

바늘은 휘었거나 끝이 뭉뚝할 때는 새 바늘로 자주 교
환하여야 합니다.

바늘을 쉽게 잡는 요령
그림처럼 실 끼우기의 손잡이에 있는 구멍에 바늘을
끼워 안전하고 편리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늘의 평면 부분은 뒤로 향하게 합니다.
① 구멍
② 바늘의 평면 부분
③ 실 끼우기 장치
* 노루발을 먼저 제거하고 바늘을 교환하면 편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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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발 교환
노루발은 천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며, 누름대를 이용하
여 노루발을 올리고 내립니다.
① 누름대
② 노루발
노루발을 쉽게 제거 할 수 있는 노루발 교환 장치가 있
습니다.

노루발을 뺄 때는
누름대와 바늘을(바퀴를 돌려) 올리고 교환 장치의 레
버를 앞으로 당기면 노루발이 빠집니다.
①
②
③
④

바퀴(풀리)를 돌려 바늘을 올려주고,
노루발을 올리기 위해 누름대를 올립니다.
노루발 교환 장치
레버

노루발을 낄 때는
노루발의 핀과 교환 장치의 홈을 맞추고 누름대를 내려
주면 자동으로 부착됩니다.
① 노루발 교환 장치
② 홈
③ 핀

노루발 압력조절 나사
천이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울 때는 압력을 적당하게
약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나사를 위로 풀수록 노루발 압력이 약해지며,
그림과 같이 나사의 머리가 표면에서 약2㎜ 나왔을 때
표준 압력입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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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가
나사가
노루발
미싱의

풀리는 방향(압력이 약해짐)
조이는 방향(압력이 강해짐)
압력조절나사
표면

윗칼 제거 방법
윗칼을 교환할 때나, 평면 오버록(Flat lock)이나 핀
턱을 바느질할 때 천이 잘리지 않도록 칼날을 제거
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 안전을 위해 먼저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플
러그를 제거하십시오.
1. 앞덮개와 옆덮개를 열고,
윗칼 해제장치를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① 윗칼 해제장치
② 윗칼
* 윗칼 해제장치는 옆덮개를 열면 내부에 있습니다.

2. 해제장치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 윗칼이 내려가
제거됩니다.
참고 : 윗칼을 제거하면 바퀴를 돌려도(발판을 눌러
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① 윗칼 해제장치
② 윗칼

* 조정한 다음에는 앞덮개와 옆덮개를 닫으십시오.

윗칼을 복구하는 방법
주의 : 안전을 위해 먼저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플
러그를 제거하십시오.

해제장치를 위로 올리면 윗칼이 올라갑니다.
① 윗칼 해제장치
② 윗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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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기 폭을 조절하는 방법
천의 종류에 따라 바느질에 비해 솔기 폭이 너무 좁
거나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을 자르는 윗칼의 위치를 조절하여 적당
한 위치에 맞추면 깨끗한 오버록 바느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안전을 위해 먼저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플
러그를 제거하십시오.
① 솔기 폭 조절 다이얼

천이 잘린 면이 실의 매듭의 위치와 같으면 좋은 오
버록 바느질 상태입니다.
② 윗칼의 위치
③ 침판의 안내선
④ 실의 매듭 위치

(A)
실의 매듭의 위치보다 천의 잘린 면이 안쪽에 있을
때는 솔기 폭 조절 다이얼을 (A) 방향으로 돌려 윗
칼을 오른쪽 위치로 보내줍니다.

(B)
실의 매듭의 위치보다 천의 잘린 면이 넓어서 천이
울 때는 솔기 폭 조절 다이얼을 (B) 방향으로 돌려
윗칼을 왼쪽 위치로 보내줍니다.
* 솔기 폭 조절 다이얼은 옆덮개를 열면 내부에 있
습니다.
* 조정한 다음에는 옆덮개를 닫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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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록과 인터록 바느질
오버록과 인터록 바느질은 침판 설정손잡이로 변환
합니다.

주의 : 안전을 위해 먼저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플
러그를 제거하십시오.
1. 앞덮개와 옆덮개를 열고,
2. 솔기 폭 조절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밀면서,
3. 침판 설정손잡이를 "R"에 맞춥니다.
① 침판의 바느질이 되는 부분
② 침판 설정 손잡이
③ 솔기 폭 조절 다이얼
* 조정한 다음에는 옆덮개를 닫으십시오.

참고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록 바느질(Interlock
Stitch)이란 용어는 말아박기 오버록 바느질(Rolled
Hemming Stitch)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의 이해를 위해 본 설명서에서 사용합니다.

(A) 오버록 바느질
일반 오버록 바느질을 할 때는 침판 설정손잡이의
위치는 "S"에 고정하여 사용하십시오.
① 바느질 폭 조정 판
② 침판 설정 손잡이
③ 표시선 S (Standard)

(B) 인터록 바느질

(말아박기 바느질)

인터록 바느질을 할 때는 침판 설정손잡이의 위치는
"R"에 고정하여 사용하십시오.
① 바느질 폭 조정 판이 제거됩니다.
② 침판 설정 손잡이
③ 표시선 R (Rolled He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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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끼우는 방법
원하는 바느질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실을 바르게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에 따라 적확한 위치에 실을 걸어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밑실용 실
윗실용 실
바늘실용 실
실 걸이
실 안내

앞덮개의 내부에 실을 끼우는 안내그림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안전을 위해 먼저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플
러그를 제거하십시오.

사용 중 실패를 교체할 때의 요령
1. 사용 중에 실패를 교체할 때는, 그림과 같이 실을
끊고 새로운 실패의 실을 연결한 다음, 하나씩 실을
당겨줍니다.
2. 끝 부분은 노루발(누름대)을 올리고, 노루발 밑으
로 뒤 방향으로 살며시 당겨줍니다.

* 참고 : 3개의 실 중 바늘용 실을 마지막에 걸어주
면 보다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3. 바늘 부분은 매듭이 바늘구멍에 지나가기 힘들므
로, 실을 끊고 바늘에 실을 끼워줍니다.
4. 바늘에 끼운 실은 노루발 밑으로 내린 다음, 모든
실을 뒤쪽(A방향)으로 보내줍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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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걸이
바늘
바늘용 실
노루발
침판

사용 중에 실이 끊어 졌을 때의 요령
바느질 사용 중에 실이 끊어 졌을 때는, 발판을 조금
만 눌러(미싱을 작동시켜) 천을 밖으로 빼낸 다음,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1. 노루발(누름대)을 올리고, 노루발의 뒤에 남아있
는 실을 화살표 방향으로 살며시 당겨줍니다.
① 남아있는 실

2. 끊어진 실을 다시 끼워 줍니다.
(그림은 밑실이 끊어 졌을 때의 예 입니다.)
② 밑실

3. 끊어진 실을 모두 끼운 다음에는, 바퀴를 돌려 바
늘을 위로 끝까지 올려줍니다.
③ 바늘실

4. 바늘에 끼운 실은 노루발 밑으로 내린 다음, 모든
실을 뒤쪽(A방향)으로 보내줍니다.

③
④
⑤
⑥

바늘실
바늘
노루발
침판

부드러운 실을 끼우는 요령
탄성이 적은 부드러운 실처럼 끼우기 어려울 때는,
자투리 실을 이용하면 쉽게 루퍼의 구멍에 끼울 수
있습니다.
ⓐ 밑실용 루퍼
ⓑ 자투리 실을 고리모양으로 뒤에서 끼운다.
ⓒ 사용하는 부드러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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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실 끼우기
앞덮개와 옆덮개를 열고, 실패를 오른쪽 첫 번째 실
패꽂이에 끼우십시오.
* 밑실 끼우는 각각의 위치에 녹색점이 표시되어있
습니다.
* 앞덮개에 있는 실 끼우기 그림에도 녹색선 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 오른쪽에 있는 ①실걸이 구멍에 걸쳐줍니다. (A)
참고 : 실의 따라서는 나일론실처럼 실이 잘 감겨 실
이 풀어지지 않아 바느질 상태를 좋지 않게 하는 종
류가 있습니다.
그런 실에는 그림(B)처럼 실을 걸어주십시오.
① 실걸이

2. ②실안내판의 오른쪽에 위치한 구멍에 그림과 같
은 요령으로 실을 걸어줍니다.
② 실안내판

3. ③루퍼용 실안내의 오른쪽에, 실을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 실을 걸어줍니다.
③ 루퍼용 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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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이 ④밑실조절다이얼 안에 끼워지도록 실의 양
쪽을 서로 당기면서 걸어 주십시오.
* 실을 조절다이얼의 조절판 사이에 끼우십시오.
ⓐ 실
ⓑ 조절판

5. ⑤밑실안내에 걸어줍니다.
④ 밑실 조절 다이얼
⑤ 밑실안내

6. ⑥밑실안내(2)에 같은 요령으로 걸어줍니다.

7. ⑦밑실용 실채기의 구멍에 끼웁니다.

8. ⑧밑실안내(3)의 구멍에 끼웁니다.
⑥ 밑실안내(2)
⑦ 밑실용 실채기
⑧ 밑실안내(3)

9. 바퀴(풀리)를 돌려 밑실용 루퍼가 오른쪽에 보이
도록 한 다음, ⑧밑실안내(3)를 위로 살짝 올리면
⑨⑩ 밑실안내(4)(5)가 튀어 나오므로 순서대로 실을
걸어주십시오.
⑧ 밑실안내(3)
⑨ 밑실안내(4)
⑩ 밑실안내(5)

10. ⑧밑실안내(3)를 아래로 내려 원래 위치로 복원
합니다.
* 바퀴(풀리)를 돌려도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11. ⑪밑실용 루퍼의 구멍에 핀셋을 이용하여 실을
끼며, 실은 10㎝(4“) 이상 빼주십시오.

주의 : 바늘에 실이 있을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루
퍼에 바늘의 실이 걸리므로, 바늘의 실을 제거한 다
음 밑실과 윗실 끼우기를 하십시오.
⑪ 밑실용 루퍼
ⓐ 바늘에 끼워져 있는 실 (바늘의 실)
ⓑ 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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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실 끼우기
앞덮개와 옆덮개를 열고, 실패를 오른쪽 두 번째 실
패꽂이에 끼우십시오.
* 밑실 끼우는 각각의 위치에 자주색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앞덮개에 있는 실 끼우기 그림에도 자주색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 오른쪽에 있는 ①실걸이 구멍에 걸쳐줍니다. (A)
참고 : 실의 따라서는 나일론실처럼 실이 잘 감겨 실
이 풀어지지 않아 바느질 상태를 좋지 않게 하는 종
류가 있습니다.
그런 실에는 그림(B)처럼 실을 걸어주십시오.
① 실걸이

2. ②실안내판의 오른쪽 두 번째에 위치한 구멍에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실을 걸어줍니다.
② 실안내판

3. ③루퍼용 실안내의 왼쪽에, 실을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겨 실을 걸어줍니다.
③ 루퍼용 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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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이 ④윗실조절다이얼 안에 끼워지도록 실의 양
쪽을 서로 당기면서 걸어 주며, 이때 실은 조절다이
얼의 조절판 사이에 끼워져야 합니다.
ⓐ 실
ⓑ 조절판

5. ⑤윗실안내에 걸어줍니다.
④ 윗실 조절 다이얼
⑤ 윗실안내

6. ⑥윗실안내(2)에 걸어줍니다.

7. ⑦윗실용 실채기에 끼웁니다.
⑥ 윗실안내(2)
⑦ 윗실용 실채기

8. ⑧윗실안내(3)에 끼웁니다.

9. ⑨윗실용 루퍼의 구멍에 핀셋을 이용하여 실을
끼웁니다.
* 끼워진 실은 10㎝(4“) 이상 빼주십시오.
⑧ 윗실안내(3)
⑨ 윗실용 루퍼

윗실만 끊어 졌을 때 끼우는 요령
1. 바퀴(풀리)를 돌려 윗실용 루퍼를 위로 올려준 다
음, 루퍼에 걸려져 있는 밑실을 걸어 줍니다.
2. 실을 순서에 맞게 끼운 다음, 실을 노루발 밑, 뒤
로 보내십시오.
① 밑실
② 윗실용 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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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실 끼우기
실패를 왼쪽 두 번째 실패꽂이에 끼우십시오.
* 실 끼우는 각각의 위치에 주황색점이 표시되어있
습니다.
* 앞덮개에 있는 실 끼우기 그림에도 주황색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 왼쪽 두 번째 ①실걸이 구멍에 걸쳐줍니다. (A)
참고 : 실의 따라서는 나일론실처럼 실이 잘 감겨 실
이 풀어지지 않아 바느질 상태를 좋지 않게 하는 종
류가 있습니다.
그런 실에는 그림(B)처럼 실을 걸어주십시오.
① 실걸이

2. ②실안내판의 왼쪽 두 번째에 위치한 구멍에 그
림과 같은 요령으로 실을 걸어줍니다.
② 실안내판

4. 실이 ③바늘 실 조절다이얼 안에 끼워지도록 실
의 양쪽을 서로 당기면서 걸어 주십시오.
③ 바늘 실 조절 다이얼
* 실을 조절다이얼의 조절판 사이에 끼우십시오.
ⓐ 실
ⓑ 조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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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바늘을 가장 위로 올라오도록 바퀴(풀리)를 돌
려 준 다음, ④바늘 실 안내와 ⑤바늘용 실채기에 순
서대로 실을 걸어주십시오.
④ 바늘 실 안내
⑤ 바늘용 실채기

6. 7. 실을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 ⑥바늘
실 안내와 ⑦바늘대실안내에 실을 걸어줍니다.
8. 바늘구멍에 실을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웁니다.
* 끼워진 실은 10㎝(4“) 이상 빼주십시오.
⑥ 바늘 실 안내
⑦ 바늘대 실 안내
⑧ 바늘

자동 실 끼우기 사용 방법
주의 : 안전을 위해 먼저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플
러그를 제거하십시오.
*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 ②삼각형 모양이 위로 향하도록 몸통을 잡고, 부
리부분의 ③Y-홈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쳐
줍니다.
2. 실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바늘에 있는 V-홈
에 살짝 대줍니다.
3. 아래로 살며시 내려줍니다.
4.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몸통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
면, 바늘구멍에 자연스럽게 실이 들어갑니다.
5. 바늘구멍 뒤로 빠져나온 매듭을 실 끼우기의 뒤
에 있는 고리를 이용하여 당겨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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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실 끼우기 몸통
삼각형 모양
Y-홈
실
바늘의 V-홈
고리

바느질 시작
시작할 때
1. 천을 노루발 앞에 끼우고, 바퀴(풀리)를 앞으로
돌려 실이 체인모양으로 엮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노루발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2. 발판을 천천히 밟아 줍니다.
* 천이 너무 두꺼워 노루발 밑으로 저절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노루발을 살짝 들어 천의 앞부분을 물린
다음, 노루발을 내리고 사용하십시오.

끝부분에 왔을 때
1. 바느질 끝 부분에 왔을 때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
고, 천을 지나 체인모양의 실(실체인)이 약 12㎝(5“)
정도 생길 때까지 진행합니다.

2. 늘어진 실(실체인)을 실 끊기로 끊어줍니다.
① 실 끊기

안내선 이용방법
앞덮개에 표시되어 있는 안내선은 바늘부터 떨어진
위치를 알려줍니다.
“L(점선)”은 왼쪽 바늘과의 위치를,
“R(실선)”은 오른쪽 바늘과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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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는 방법
오버록 바느질한 실이 풀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
다. 이 때 실체인은 약 5㎝(2“) 여유를 주십시오.

A. 풀어진 실을 서로 매듭을 줍니다.

B. 늘어진 실체인 을 바늘을 이용하여 천에 바느질
한 오버록 안에 끼워줍니다.

C. 연속된 천에 바느질했을 때는, 자르기 전에 본드
를 발라줍니다.

D. 1. 시작하기 전에, 실체인 이 약 5㎝(2“)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2. 천을 끼우고 3~5땀만 바느질 합니다.
3. 노루발을 올리고 뒤로 늘어진 실체인 을 왼쪽,
앞으로 돌려 천과 같이 물리도록 노루발을 내려줍니
다.
4. 오버록 체인을 천에 바느질하는 오버록 안에
위치하도록 조심해서 천천히 바느질합니다.
5. 약 2.5㎝(1“)정도 같이 바느질한 다음, 남는
실체인 을 오른쪽으로 당기며 바느질을 진행시키면
깨끗이 잘라지면 마무리됩니다.

끝부분에서의 요령
1. 천의 끝부분에서 멈춥니다.
2. 바늘과 노루발을 올리고, 실이 침판에 걸려있으므
로 노루발 뒤쪽으로 천을 당겨줍니다.
3. 천을 뒤집어 다시 노루발에 물려줍니다.
4. 약 2.5㎝(1“)정도 진행시킨 다음, 천을 왼쪽으로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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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침 오버록
4개의 실을 사용하는 오버록입니다.
메리아스처럼 오버록과 동시에 직선 바느질하는 효
과를 원할 때 사용합니다.
* 실패를 실패꽂이 왼쪽에 각각 끼우십시오.
* 실패꽂이와 실 안내까지만 각각 끼우고 ③조절다
이얼부터는 일반 바늘 실 끼우기와 같습니다.
참고 : 두개의 실이 서로 꼬이면 바느질이 안되므로,
먼저 오른쪽 실을 바늘까지 다 끼운 다음, 왼쪽 실을
끼우십시오.

1. 실걸이에 끼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① 실걸이

2. ② 실안내판의 왼쪽에 각각 실을 끼웁니다.
② 실안내판

4. 두개의 실이 꼬이지 않도록 ③ 바늘 실 조절다이
얼 에 각각 걸어 주십시오.
③ 바늘 실 조절 다이얼
* 실을 조절다이얼의 조절판 사이에 끼우십시오.
ⓐ 실
ⓑ 조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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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④ 바늘 실 안내와 ⑤ 바늘용 실채기에 실이 걸
린 모습입니다.
④ 바늘 실 안내
⑤ 바늘용 실채기

6. 7. ⑥ 바늘 실 안내와 ⑦ 바늘대실안내에 실이 걸
린 모습입니다.
8. 바늘구멍에 실을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웁니다.
* 끼워진 실은 10㎝(4“) 이상 빼주십시오.
⑥ 바늘 실 안내
⑦ 바늘대 실 안내
⑧ 바늘

2개의 바늘(쌍침)을 끼웠을 때의 모습
일반 바늘 끼우기와 같으며, 양쪽 모두에 바늘을 끼
울 때는 바늘 머리의 평면 부분을 뒤로 향하고, 위 끝까
지 올려 끼우십시오.
이 때 오른쪽 바늘이 왼쪽 바늘보다 약간 밑으로 내
려온 상태가 됩니다.
* 반드시 가정용 바늘(HA-1) 14호 또는 11호를 사용
하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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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른쪽(우측) 바늘용 나사
바늘을 위로 끝까지 올려 끼웁니다.
“L" 왼쪽(좌측) 바늘용 나사
바늘을 위로 끝까지 올려 끼웁니다.
바늘 머리의 평면 부분을 뒤로

실 조절 다이얼
실의 장력을 조절하며, 올바른 오버록 모양은 바늘실
은 직선으로 곧바르고, 밑실과 윗실의 매듭은 천의
가장자리에 있어야 좋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천의 밑면
천의 윗면
바늘 실
윗실
밑실

먼저 실조절다이얼 3개 모두를 “4”에 맞춘 다음, 바
느질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절합니다.
⑥
⑦
⑧
⑨

실 조절 다이얼
지시선
번호를 작게 (실이 느슨하게)
번호를 크게 (실이 팽팽하게)

바늘실이 늘어질 때
바늘실조절다이얼을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큰 번호
방향으로 조금씩 돌리며 바느질합니다.
⑩ 바늘실 조절 다이얼
⑪ 윗실 조절 다이얼
⑫ 밑실 조절 다이얼
참고 : 천과 실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자투리 천으로 조절한 다음 사용하십시오.
윗실이 늘어질 때 (실이 늘어져 보입니다.)
윗실조절다이얼을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큰 번호
방향으로 조금씩 돌리며 바느질합니다.
밑실이 너무 당길 때 (실이 팽팽하게 보입니다.)
밑실조절다이얼을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작은 번호
방향으로 조금씩 돌리며 바느질합니다.

밑실이 늘어질 때 (실이 늘어져 보입니다.)
밑실조절다이얼을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큰 번호
방향으로 조금씩 돌리며 바느질합니다.
윗실이 너무 당길 때 (실이 팽팽하게 보입니다.)
윗실조절다이얼을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작은 번호
방향으로 조금씩 돌리며 바느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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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록 바느질의 응용
장식효과 오버록 바느질
실조절다이얼의 번호를 크거나 작게 하거나, 땀수를
조절하는 등 여러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모양의
장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두꺼운 천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① 바늘을 왼쪽, 오른쪽 또는 양쪽에 끼운다.
② 인터록설정을 "S"나 "R"에 놓고 바느질한다.
③ 바늘실조절다이얼만 번호를 작게 한다.
④ 윗실조절다이얼만 번호를 크게 또는 작게 한다.
⑤ 밑실조절다이얼만 번호를 크게 또는 작게 한다.
⑥ 땀수다일을 크게 또는 작게 한다.

핀턱 바느질
블라우스에 핀턱(Pin tucking) 바느질을 합니다.
참고 : 얇은 천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① 핀턱 바느질

1. 바늘은 오른쪽에 끼우고,
침판설정손잡이는 "R"에 고정합니다.
① 바늘
② 침판 설정 손잡이

2. 천이 칼날에 잘라지지 않게, 침판과 노루발의 앞
에 그려져 있는 안내선을 따라 천의 접힌 부분을 바
느질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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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접인 부분 (핀턱 바느질할 부분)
침판의 안내선
노루발의 안내선 (오른쪽 바늘 기준)
노루발의 안내선 (왼쪽 바늘 기준)
천

인터록 바느질
얇은 천의 가장자리를 고운 오버록 바느질로 마감하
여 독특한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레이스, 손수건, 머플러 등 다양한 작품에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윗실로 오버록 전체를 감싸는 방법이므로 윗실조
절다이얼은 약간 약하게, 밑실조절다이얼은 많이 강
하게 조정합니다.

실 조절 다이얼

참고 : 모든 실을 같은 종류와 색을 사용하여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고운 오버록 바느질을 위해서 땀수다이얼을 “R"
에 맞춥니다.

땀수 다이얼

이때 땀수다이얼의 번호를 크게 하면, 피코(Picot
edging) 바느질이 됩니다.

3. 오버록 바느질의 폭이 좁아야 예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침판설정손잡이를 “R"에 맞춰줍니다.

침판설정손잡이

4. 인터록은 천이 접히면서 윗실이 천체를 감싸며
땀수를 촘촘하게 오버록 바느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은 이해하기 편하게 땀수를 크게 했을 때의 바
느질 모양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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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밑면
천의 윗면
바늘실
윗실
밑실

고운 인터록바느질을 위한 요령
인터록 바느질은 땀수가 너무 촘촘하므로 시작할 때
와 끝낼 때는 노루발 뒤로 늘어지는 실체인 을 살며
시 당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① 천
② 실체인

천의 질감이 너무 부드럽거나 올이 성글면 천이 뒤
로 밀리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이럴 때는 천을 미싱
과 같은 속도로 당기면서 바느질하십시오.
① 천

인터록 바느질의 응용
1. 인터록 바느질에서 실조절다이얼을 밑실과 윗실
을 같은 크기로 조정하면(일반 오버록 바느질과 같
음)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의 바느질을 얻을 수 있습
니다.

실 조절 다이얼

2. 윗실과 밑실을 다른 색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인
터록 바느질을 원할 때 응용해 보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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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밑면
천의 윗면
바늘실
윗실
밑실

칼의 교환과 관리
윗칼 교환
윗칼은 소모품으로, 천이 씹히면서 깨끗이 잘라지지
않을 때는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칼을 뺄 때
1.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2. 앞덮개와 옆덮개를 열고, 바퀴(풀리)를 돌려 윗칼
을 가장 위로 올려줍니다.
3. 육각볼트를 풀고, 윗칼을 빼냅니다.

칼을 끼울 때
1. 윗칼을 핀 위로 홈에 맞춰 끼웁니다.
2. 바퀴(풀리)를 돌려 윗칼을 가장 아래로 내릴 때,
그림과 같이 윗칼의 칼날과 밑칼의 칼날간의 겹치는
간격이 0.8~1.5㎜(3/64“)이 되도록 조정하며 나사를
조여 줍니다.

참고 : 밑칼은 내구성이 좋은 초경합금으로 만들어져
오래 사용할 수 있으나, 많이 오래 사용하면 역시 마
모가 되므로 당사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교환하시
기 바랍니다.

칼날 부위의 청소
칼날 부위는 천이 잘라질 때 생기는 먼지가 많이 묻
는 곳입니다.
매일 수시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덮개, 옆덮개를 열고, 청소용 솔이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주의 : 안전을 위해 먼저 전원스위치를 끄고 전원플
러그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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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 교환
1.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2. 나사를 풀고, 면판을 열어줍니다.
① 면판
② 나사
참고 : 전구의 최대소비전력은 15W입니다.

전구 빼기
전구를 위로 살짝 올리면서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빠집니다.
전구 끼우기
전구에 있는 꼭지의 위치에 맞게 끼우면서, 위로 누
르며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③ 전구
④ 빼는 방향
⑤ 끼우는 방향

톱니 청소
1.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2. 바늘과 노루발을 제거한 다음,
3. 나사를 풀고, 침판을 열어줍니다.
① 침판
② 나사

4. 청소용 솔이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먼지를 제
거합니다.
③ 톱니

참고 : 필요시 핀셋이나 바늘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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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치기
미싱이 움직이는 소리가 거칠 때는 윤활유(미싱기름)
를 주입하십시오.
윤활유는 1~2방울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연속시간 10시간 이
상, 또는 1주일에 1회 정도가 좋습니다.

미싱 본체의 윗부분에 윤활유 주입 구멍이 있습니다.

옆덮개를 열고 움직이는 관절부분이나 서로 마찰되
는 부분에 주입하십시오.

앞덮개를 열고 움직이는 관절부분이나 서로 마찰되
는 부분에 주입하십시오.

참고 : 1년에 1회 정도는 당사 서비스센터에 의뢰하
여 전체 분해 소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유상서비
스입니다.)

운반 손잡이
운반할 때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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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이 안될 때 간단한 점검
증

상

문

제

점

고

1. 노루발과 톱니 사이에 천이 제대로 껴있지 않을 때

20 쪽

2. 땀수가 너무 촘촘할 때 (인터록 바느질)

26 쪽

3. 실이 엉켜 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천이 밀리지 않은 경우

참

4. 노루발압력조절나사가 풀려 천을 누르는 압력이 약할 때

12~19 쪽
8 쪽

5. 천의 많은 부분이 앞으로 쏠리면, 앞으로 잡아당기는 효과 때문에 천이
밀리지 않게 됩니다. 천의 무게가 바느질에 방해하지 않게 손으로 잡아주십
시오.
6. 천이 너무 얇거나 부드러워 잘 밀리지 않을 때는 천 밑에 종이를 깔고
같이 바느질하면 좋습니다.
1. 실이 엉켜 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12~19 쪽

2. 바늘이 휘었을 때

7 쪽

3. 바늘의 종류나 위치를 잘 못 끼웠을 때

7 쪽

땀이 뜨는 경우
실이 끊어지는 경우
4. 실의 장력이 너무 강해서 잘 풀어지지 않을 때

24 쪽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천이 잘라지지 않은 경우

5. 천과 실과 바늘이 서로 맞지 않을 때

4 쪽

6. 기계의 상태가 나쁠 때 (소음이 커짐)

30 쪽

1. 천이 밀리지 않을 때

위 내용참조

2. 칼날이 마모되었을 때

28 쪽

3. 천이 너무 얇거나 부드러워 잘 잘라지지 않을 때는 천 밑에 종이를 깔고
같이 바느질하면 좋습니다.
1. 전원스위치가 꺼져있거나, 전원플러그가 빠졌을 때
2. 실이 기계 내부에 엉켰을 때
재봉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

3. 윤활유를 제대로 주입하지 않을 때

4 쪽
12~19 쪽
30 쪽

4. 미싱을 사용하지 않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 공기에 있는 수분과 먼지 때
문에 기계의 내부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사용과 윤활유 주입이
필요하며, 1년에 1회 정도는 당사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전체 분해 소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입 후 1년 이후에는 유상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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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보 증 서
구입자 성명
주

전화번호

구입일자

년

월

일

소

모델명

JANOME Mylock 213

기계번호

( 제품 본체 뒷면에 기재 )

보증기간

구입일 후 12개월

판매처

제품서비스규정
1. 본 설명서의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잘 읽어보고, 정상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2. 무상수리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수리를 합니다.
3. 무상수리 보증기간 중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① 본 보증서를 갖고 있지 않을 때.
② 라이온미싱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품의 사용이나 교체로 인한 고장
③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고장
④ 라이온미싱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수리, 분해, 개조로 인한 고장
⑤ 가정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⑥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전원 손상
⑦ 화재, 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
⑧ 단순 소재 및 기름 주입
⑨ 라이온미싱에서 인정하지 않은 판매점에서 구입하였을 때.
4. 수리의뢰는 먼저 구입처에 연락하시고, 만일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제품의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은 제조일자로부터 3년입니다. (모타, 발판 및 외장부품 등 일부품
목은 1년)
6. 본 제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직업용 또는 1일 5시간 이상의 사용 등 제품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무상수리보증기간은 3개월입니다.

라이온미싱(주)

서비스센터전화 (02) 3473 - 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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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67-5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