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품에는 조립에 필요한 공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하신 공구는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구는 모두 별매 입니다. 
핀, 접착제, 레이저소우, 아트나이프, 랩, 사포(고운 것 200~ 600번), 도료,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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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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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1/16” 3/32” 1/8” 3/16” 1” 1½” 3”

mm 1,59 2,38 3,175 4,76 25,4 50.8 76,2

Required - (부품이 필요하다거나 도색을 먼저 해야 하거Aileron separation - (방향타- 관련된 용어 입니다.
나 아니면 조립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에 적혀 있습니길로우 비행기들은 프로펠러기들이 많은데 이분리되어 움직임)
다.)때Cabin - (여압장치- 통상 비행

엔진의 배기관이 많이 외부로 노출되게 됩니 REQ. - (부품이 필요하다거나 도색을 먼저 해야 하거나 기에서 캐빈을 우리 말
다. 이걸 그렇게 아니면 조립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에 적혀 있습니다.)번역하면 여압 장치 입니다)
부르는데 쓸데없는 장식품이라 별다른 의미가 Propeller - (비행기의 프로펠러 입니다.)Cement - (접착제
없습니다. Ribs - (날개의 내부 구조물-Cowl - (엔진 덮개)
Fairing - (덮개) Rudder - (방향타-보통 러더라고 부릅니다.)Dihedral - (상반각- 비행기의 
Formers -프레임 구조 Side Keel - (용골- 비행기의 외부 골격을 위한 골조를 의비행시 날개 구조에
Frame - (골격-기체의 골조의미)관련된 용어 입니다. 전문적 미 합니다. 
Fuselage - (동체)인 용어라 설명이 Spar - 스파링
Hinge - (경첩)어렵습니다. Stabilizer - (수평 안정판)
Induction air scoop - 유도 공기 특종Dowel - (보강판- 우리 말로 Flying Stabilizer - (안정판)
Install - 설치번역하면 이 정도 됩니다 Stringers - 군이다
Instrument panel - (계기판) 비행기의 구조 보강을 위해 Tail - (꼬리날개)
Landing gear - (착륙장치)사용하는 구조물 입니다. Thrust bearing - (출력조절용 베어링)
Leading edge - (날개 앞 전- 리딩에지로 부릅니Elastic Band - (고무밴드- 고 Trailing edge - (보조 에일러론)

무동력으로 만들 때 필요한 다.)
Wheel - (바퀴)

고무 밴드 입니다. 길로우 비 Motor - (모터- 전동 비행기라 모터가 필요한듯 
Window - (방풍유리- 비행기 전면의 유리)행기는 고무 합니다.)
Wing - (날개)동력과 모터 동력 두 가지 중 Movable surface - (가동부위- 이 말이 적혀 있으

하나를 선택하게 Wire - (각 조종익 조종을 위한 철사)
면 가동이 되니 접착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 입

되어 있습니다. 
니다.

Exhaust stack - 배기 장치와 

설명서에 나오는 용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모두 항공기 제작과 관련된 용어들 입니다. 설명서에 이
러한 용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즉 카울은 항공기의 엔진 덮개를 의미합니다만 그냥 카울이라고 부릅니다.

인치와 밀리미터 컨버젼 테이블

첫째,;사전 준비 작업

모든 부품은  설명서 반대편에 두십시요. 설명서에 이물질이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명서에 랩을 씌워 두시기 바랍니다. 부품들은 모두 
레이저컷이 되어 있지만 조심스럽게 분리 하신후  레이저 컷 시트에서 조심해서 모든 부품을  분리하고 ,글자가 보이게 작업대위에 진열
하세요

설명서 오류 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이 안됩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발사 나무에 접착 할 시에는  순간 접착제로 접착해야 합니다. 발사 나무끼리 접착 할 때는 전용 목공 접착제를 사용하거
나 순간접착제를 써야 합니다. 

FRAME ASSEMBLY 
모든 프레임 부품들은 조립전에 손상 방지를 위해 고운 티슈 휴지로 싸두는게 좋습니다. 

COLOR SCHEME
위장무늬 형태는 박스 아트의 위장 무늬 맟 색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사지의 색상도 동일 합니다. 데
1. 칼은 설명서 및 박스 아트를 참고 하십시요 파
2.   랑색  도료를 먼저 기체에 칠합니다. 붓이나 에어브러시를 이용해 색칠 하십시요 파
3.   랑색이 마르고 나면 붓을 이용해 먼저 검정색 위장 무늬의 라인을 그려 넣은 후 검은색 위장 무늬를 채워 넣어서 그립니다.

-프레임 조립

 - 위장무늬

이 비행기를 만드시기 전에 비행기 및 비행기 각 단계별 조립 순서에 대해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길로우 개발팀은 비행기 
제작을 위한 정밀한  데이터를 제품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주의 깊게 참고 하셔야만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 걸작들은 이러한 주의 깊은 관심과 장인 정신에 의해 탄생한 것 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업을 하실때는 항상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IMPORTANT NOT ON PAINTS AND ADHESIVES - 접착제 및 도료를 사용하시면 안되는 곳
데칼 위에 접착제 및 도료가 묻으면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붙혀 주십시요. 만약 데칼의 손상을 막으시려면 탑코트나 마감제로 피막
을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NOTE -주의
만약 비행 가능한 모델을 만드시려면 아주 가볍게 만들어야 하므로 도색은 한 번만 하셔야 합니다. 도료를 티슈등에 묻혀 일정량을 덜어낸 
후 소량만 쓰셔야 합니다. 

SPECIFICATIONS - 실기자료
익폭 - 48'-0” 길이- 30'-4” 높이 - 9'-0”

Engine - pratt & whitney wasp junior 450 h.p. -엔진- 프렛엔 휘트니 와스프 주니어 450마력 엔진
최대속도 :  140마일 총중량 : 5100파운드

TYING RUBBER THREAD - 고무 동력기로 만들기( 길로우 비행기는 모터 동력과 고무 동력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
니다.)먼저 키트에 포함된 고무줄을 설명서를 참고해서 묶어 주셔야 합니다. 고무줄을 묶으실 때 두 번 정도 묶어서 튼튼하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 합니다.

WING AND FUSELAGE ATTACHMENT - 날개 및 동체 조립
키트에 포함된 1/8인치 도웰 부품을 3인치로 가공하세요 도웰을 동체에 끼우셔야 합니다. 도웰 부품들을  정확한 길이로 재단해 끼우신 후 
접착제로 접착해야 합니다.

TYPICAL EXHAUST STACK - 배기관 조립
많은 변형들이 존재하니 – 3/16인치 플라파이프등을  이용해 조립하시면 됩니다. 설명서의 그림을 참고 하십시요

DETAIL OF THE PROPELLER UNIT ASSEMBLY -프로펠러 조립
단어 번역을 참조하십시오

FLYING STABILIZER LAYOUT - 스테빌라이저 레이아웃
만약 비행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으시면 스테빌라이저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키트의 'SF'파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왼쪽에 있
는 115%정도 더 큰 스테빌라이저 그림을 참고 하십시요.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 합니다. 

KEY TO FUSELAGE COVERING - 동체 조립시 중요한점
(프레임은 종이를 이용해 작업하셔야 합니다.)

FULL SIZE PROPELLER AND NOTE -  프로펠러 크기 및 주의 사항
(헤밀턴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경우에 필요한 부품은 키트에 없습니다.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7인치 프로펠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시용 모델을 만드신다면 4인치 프로펠러를 쓰시거나 비행용 7인치 프로펠러를 그림에 보이시는 형태로 가공 하시면 됩니다. 

IMPORTANT – BEFORE STARTING -  시작 전  주의사항
러더, 스테빌라이저, 동체, 날개 등을 먼저 랩으로 씌워 두시면 좋습니다. 자칫 하면 부품들을 접착하는 과정에서 각 부품이 서로 엉겨 붙을 
수 도 있습니다. 접착을 하시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나 핀 등을 이용해 가조립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 동체  외피 및 날개 외피
에 주름이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CUTTING OUT PLASTIC NOSE COWL - 카울부품 절단(플라스틱 재질)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 우선 부품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칼금을 넣습니다. 한 번에 자르려고 하면 부품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복구가 힘듭니다. 
그러니 칼금을 여러 번 넣어 주신 후 앞 뒤로 구부리거나 하셔서 부품을 분리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포로 가장 자리를 다듬어 주십시요.

COWL PLACEMENT - 수도자 배치
F0는 계기판을 붙이고 ,  L6와 L7를 사용해  동체의 조종석에  맞게  계기판을 가공해 붙여 주십시요.

WING STRUT – IMPORTANT - 날개 구조- 중요함
비행을 하지 않는 모델을 만드실 때는 점선을 따라 잘라 주십시요. 비행용 모델을 만드시려면 실선으로 표시된 더 큰 날개를 쓰셔야 합니다. 
상반각 조종을 위한 추가적인 날개는 필요 없습니다. 동체 와 날개 사이에 생긴 틈은 접착제(목공접착제나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 메꿔 주십
시요

MAIN LANDING GEAR WIRE - 메인 랜딩기어의 바퀴 조립
설명서의 그림3을 참고 하셔서 와이어를 적당히 구부려서 F3 부품 앞에 붙여 주십시요. F3 부품이 완전히 건조된 후 다른 쪽의  F3 부품을 접
착하시고 이 후 포머 부품에 고정 시키십시요.

REAR LANDING GEAR WIRE - 리어기어의 바퀴 조립
그림 3에 맞는 와이어를 구부린후에 그림 처럼 F10 에  접착합니다 바퀴 살은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비행기 골조 아래에 바퀴가 부착되어 
바퀴로 착륙하게 합니다

WINDOW TEMPLATES - 방풍유리 및 방풍유리살의 조립
투명 플라판 시트에 있는 선을 따라 아트 나이프로 창 모양을 잘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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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을 핀으로 고정하고,  A1과 A2 사이의 중앙용골 부품을 접착 합니다. 그리고 나서  "A1 -A4와 1 / 16 "평방 옆판을 용골의 중심에 맞게   
접착 합니다. 중

2. 앙 용골에 모형 F1 왼쪽 에서 f10  까지  접착 합니다. 도
3. 면을 따라 용골 부품 A5 & A6를 접착한다. 양면에 접착제를 칠한 후  조금 마른 다음에 모델 슬롯에 정확히 맞는가를 확인 합니다. 모
4. 델의 깊은 홈에 용골 (A5 및 A6)을  접착 한 후에 모델이 중앙 용골에 맞게 접착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 합니다.
5. F3과  F5 부속을 왼편에 접착하고, 용골부위가 접착이 된후에 , 반대편과 평행이 되는지 확인 하세요 F3부품은 이 때쯤 접착 하셔야 한다

는 것을 명심 하세요 도

6. 면에 있는 승무원 모형의 선을 따라  천천이 구부립니다.  용골 옆부분의 선을 따라 뒷부분이 구부러 트립니다. 덮개안쪽의 점선을 따라 

1/16" 규모의 접착을 하면 A7을 보조하는 모형이 된다. 참고 ; A7부품은 후방 감시용 거울 입니다.
7. F3 에서 F7까지  A7을 접착하면,F7부터 앞으로 정렬 하게되어 F3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도
8. 면에서 마른 후에 골조를 제거하면, 용골의 중심에서   평행이 되도록 우측 부품을 접착 합니다.
9. F4 & F12의 상단 사이에   L1 & L2 조각을 접착하여  마를 때에  F11 & F12.을 맞는 자리에  접착 합니다. 도
10. 면의 주기어, 보조 기어 와이어를 구부린다 모

11. 형 F3 앞에 있는 용골 중앙에 있는 공간에 주 랜딩 기어 와이어를 넣습니다.  양쪽부분이 평평하게 해  접착을 합니다. (주 바퀴부착 스케
치를 참고) F3 부품 2개를 사용해 남아있는 반쪽의 와이어를 사용해, 전자는 서로 합쳐서 있으며, 나머지 부분과는 평행하게 접착을  니
다.용

12. 골 중앙 반대편  F10 뒤에 장소에  보조 착륙 기어 와이어를 접착합니다. 용골과 와이어를 연결 시키는데 1 / 16 "  면적을 접착 합니다. 
(전체 크기보기 참조)

13. 16분의 1 "평방 각자의 홈에 접착 합니다. . 참고 : 동체에 균일한 장력을 얻기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 측면과 하단에 맨 위로 번갈아 접착 
합니다.. L3.부품을 위치 시킵니다. 동

14. 체에 있는  발사 보풀이나  삐져 나온 접착제를 사포로 제거합니다.

동체 프레임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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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 있는 W1에서 W3 까지  (1 / 8 인치 익형과   3 / 32 X 1 / 8" 모서리를 따라). 서로 접착합니다.  몸
2. 통의 오른쪽에 주, 보조 날개 사이인 , (w4-w6)의 위치에 날개 뼈대를 붙입니다. 뼈
3. 대 사이에   1 / 16 "공간에  부착합니다.. 그림과 같이   w5에서 날개  끝까지   16분의 1 부위를 붙입니다. 왼
4. 쪽 날개 조립하는것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건
5. 조가 된 후에  도면에서  날개골조를 제거 한다. 날개 부위 시작부위는 뾰족하게, 나머지 부위는  둥글게 사포로 다듬어 줍니다. 

첫째, 먼저 전시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행 가능 하도록 할지를 결정하세요

비행 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대한  FLYING STABILIZER "SF" 파트 및  비행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비행시키기 위한  115% 정도 
더 큰 스테빌라이저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둘째,고정된 방향키를  힌지를 이용해 가동이 가능하게 만드시길 원하신다면 만들려면선을 따
라 부품을 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아래 메모를 참고 하세요) 도
1. 면을 고정시키고, 모든 러더 부품"R" 을 서로  접착합니다. 주
2. 익을 1/16"X 3/32" 의 크기로 재단하고 위치에 접착하세요 메모; 러더를 가동식으로  만들려면 ,   러더, 수평키 제작시 , 분리선을 따라 

어떤 접착제도 사용하지 마세요,
3. 1/16"X 3/32" 익형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벙으로 스테빌라이저(안정판) 골조를 만드세요 도

4. 면에서 골조를 제거하고 모서리를 부드럽게 둥글게 사포질 하세요

날개 프레임을 구축도

방향타와 스테빌라이저(안정판)



조직을 하기전에 부품들이 잘  말라있고  사포를 이용해 가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작
1. 은 붓을 가져 오신 후  작은 컵에 50 %의 물과 -  50% 목공 접착제를 혼합니다. 잘 저어 주시고  가위로 외피를 실제 접착할 곳 보다 약간 

크게 자르고 혼합된 접착제를 사용해  골조에 칠할 준비를 합니다 프

2. 레임의 경계선의 가장자리에. 혼합된 풀을 골조 주위에 칠합니다 풀

3.  칠한 골조에  외피를  접착한 후에 마르는 동안에 손 끝으로 부드럽고 평평하게 합니다 건

4. 조가 되고 나면 삐져 나온  부위를 아트나이프로 정돈을 합니다. 나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부
분은  접착제와 물의  혼합물의 코트를 칠해 주시고 손이나 전용 공구를 이용해 정돈해 주십시요.

동체;포함된 외피의 도면을 보세요

첫째,골조의 옆과 아래,  수직으로 분리된 부분을  굴곡된 동체를 평평하게 덮으세요 덮으세요. 외피가 주름지지 않고 하나의 외피처럼 보이
도록  굴곡진 부위에 맞게 덮어 주셔야 합니다.
외피를  기체 골조의 실제 덮는 부위보다  크게 자르세요. 동체에 부착한 후에 삐져 나온 부분을 정돈 하도록 하세요.
꼬리 날개 표면 : 한 장의 종이로 날개의 윗면 및 아래 부분을 덮으세요. 날개 뼈대 의 아래에서 위 까지 날개 전체를 한장의 종이로 덮으세요.
외피에 도핑 효과 넣기 ; 외피 씌우기가 완료된 후 종이의 삐져 나온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물을 조금 뿌리시면(분무기를 이용해 뿌려 주셔야 
합니다.) 종이의 주름진 부분들이 팽팽하게 당겨 져서 종이의 주름들이 사라지고 외피를 재현하는 종이들이 팽팽해 집니다. 비행용 모델을 
만드실 경우 경량화가 필요 하므로 도색이나 마감처리는 한 번만 하셔야 합니다. (전시용 모형으로 만드셨다면 여러 번 도색이나 마감을 여
러 번 하셔도 됩니다.)

모델 조립 하기비

골조 덮기

1. 행기에 F0을 고정하기의해,  L6와 L7 이 정확한 각도로 놓여야 한다 플

2. 라스틱 부품을 잘라 옆에 공기 흡입구에  둡니다. (단계 12)  FO ㅇ앞에 L6, L7"키"를 사용하여 엔진 덮개를 접착합니다.(도면 참고) 건
조된후에 F1 골조에 슬롯을 넣습니다. 조

3. 직에 투명한 아세테이트에서 창문모양을 자릅니다.  방풍 유리와 다른 창문을 동체에  붙이고, 기체를  고정시켜 충분히 마를때 까지 
둡니다. 날카로운 칼로, 날개 를  바치는 W3에  주변의 종이를 제거합니다. 도

4. 면에서 처럼 을  1/8" 로 자른다.   3 " 2개를  사용해 케빈 위에 잇는 구멍에  집어 넣습니다. 날개에 을 넣고 접착 합니다.그
5. 림과 같이 동체와  날개  하단에있는 노치에 날개 지지대를 접착한다  날개 공간을 접착 합니다.
6. L4 와 L5 부품을 접착합니다.안
7. 정판을 동체에 붙입니다..   날개가 평행이 되도록 정렬을 잘 하세요. 1/16" 나무조각을 안정판 위에 있는 슬롯에  붙입니다. 정
8. 열을 잘 한 후  안정판 위에 종이를 덮어 붙입니다.안
9. 정판에 수직이 되도록 방향타 부터 동체 까지 붙입니다.반
10. 으로 나누어진 바퀴를 서로 붙입니다.  축에 따라 바퀴가 미끌어지도록 축의 끝부분에 묶거나, 각 집게의 뾰족한 끝으로 각 축의 끝에 

비드를 넣어 접착합니다. L4,L5 주위에 있는 랜딩 기어를  접착합니다. 엔진 덮개 앞에 종이 모형엔진을 붙이 세요, 도면에 맞추고 여
분을 자르고,  2개의  플라스틱 공기 국자로   접착합니다. 엔

11. 진 덮개 앞에 종이 모형엔진을 붙히세요, 도면에 맞춰 여분을 자르고,  2개의 접착합니다.(도면을 참고 하세요) 프
12. 로펠러를 조립 계획과 같이 후크와  베어링을 이용해 조립 하세요. 참고: 비행 모델을 만드시는 경우 7 "프로펠러를하고  전시용 모델

을 사용 구축하는 경우4"을 사용하십시요.프
13. 로펠러를 비행기 설명서에 나온 것 처럼 카울에 조립 하십시요. 고무 동력기를 만드실 경우 : 한 쪽의 끝 부분을 동체에 넣으시고 동체 

후미에 묶어 주십시요. L3  부품을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고무줄의 끝 부분이 동체의  고무 프로펠러용 후크에 건 후 카울의 구멍을 
통해 넣으십시요  기

14. 체에 균형을 잡기 위해 모델링 클레이(무게추)를 기체의 바닥이나 동체 에  넣어서 균형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모형의 완성비

고무 동력기용 윤활유를 사용하실  경우 
비행 기간을 늘리시고 싶으시면 고무 윤활유를 추천 합니다. 윤활유를 사용하시면 50% 정도의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무 보호제 몇 
방울을 떨어뜨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에 윤활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몇 번 잡아 당기신 후,  윤활제의 초과분을 제거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고무를 비행기에  설치 하셔야 합니다. 고무줄을 천천히 몇 차례 감아서 윤활제가 고무에 잘 스며들게 하셔야 합니다. 
마감제 처리를 하지 않은 비행기에는 고무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비행기 외피에 사용된 종이에  고무 윤활제가 흡수될 경우 종
이가 처지게 됩니다. 

1. 행하지 않는 모형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요.  세부적인 디테일 재현을 위한 재료들은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니 별매 발사나무, 가스로 작동하는 모터등을 주변의 모형점에서 구매해 사용하십시요 .최

2. 종적으로 위장무늬를 칠해 주시고 데칼을 설명서를 참조해 붙여 주십시요 도

3. 색은 박스 아트를 차고 하시거나 원하시는 형태로 색칠하십시요.

비행용 모형의 조정날

1. 개가 휘어져 있는지 점검 하세요. 만약 휘어져 있다면 휘어 있는 부분을 끓는 물의 수증기를 이용해 수평이 되도록 교정해 주십시요. 
제품이 열에 약하니 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요글

2. 라이더 모델은 풀밭등에서 어깨 높이를 기준으로 부드럽게 던져 주십시요. 원하시는 비행 형태에 맞추어 스테빌라이저를 조정해- 급
작스런 하강이나 상승 방지- 주십시요 . 기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 비행하면 러더를 조정해 수평 비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
십시요. 기체의 가동 부품은 핀을 이용해 조정해 주십시요.바

3. 람 동력기의 경우 고무줄을 100번정도 감아 주시고(모델 정면에서 시계방향으로 감을 것) 바람의 부는 방향에 맞춰 부드럽게 던뎌 주
십시요.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거나 실속에 빠지게 되면 러더를 조정해 주십시요. 장시간 비행을 원하시면 200번 정도 감아 주시면 됩
니다.

KIT 305
수상기 모델

파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HC-2 비버는 랜딩기어를 이용한 육상 운용 및 수상기용 플로트를 이용한 수상기 모델 모두에 적합한 모델 입니다. 이 기체는 지상이나 
수상 양 쪽 모두에서 쉽게 이착륙이 가능 합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임무를 위한 비행이든 단순히 비행 자체를 즐기기 위한 비행이든, 수상
기용 플로트는 이 양 쪽 모두를 위한 아주 인기 있는  옵션 장비 입니다.   저희가 플로트 제작용 도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수상기 모델을 위한 부품들은 이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키트에 포함된 도면을 복사 하신후 발사 쉬트를 재단하시면 쉽게 
수상기용 플로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 하시면 레이저로 컷팅 된 수상기용 플로트를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
습니다.  

수상 비행 모델 제작 용어
Float - 플로트                       Carve scrap balsa block - 스크랩 나무 조각의 형성의 시작

Brace - 중괄호                      Chine line - 정의 컷 라인

필요한 부품
- X파트- 2개 필요

- Y ,- 4개 필요(Y3-12개 필요)( Y4- 2개필요)

지침
1.     X1과 X2를 단단히 고정 시키신후 Y1부터 Y7번(Y4번 포함)까지 왼쪽 부품에 90도 각도로 접착해 주십시요. 조
2.     립하신 부품을 보드에서 떼어내신 다음 오른쪽 파트를 붙여 주십시요. 그리고 나서 Y4번 부품을 접착해 주십시요

3.     1/16인치 사각형를 노치에 붙혀 주십시요

4.     X3번과 X4번을 사진에 보이는 위치에 붙여 주십시요(주의 : 왼쪽과 오른쪽 플로트 모두 필요 합니다.)
5.     발사 블록을 이용해 플로트 팁을 깍아 주십시요 플

6.     롯을 종이로 씌우십시요

7.     X6, X7번을 구조물에 접착 하십시요 그리고  X8을 덧붙여 출선구 안에 넣어 주십시요.
8.     X5 러더 부품을 플로트의 뒤에 붙여 주십시요.플
9.    로트를 비행기에 붙여 주시고 3면도와 일치 하도록 조정해 주십시요.
10.  X9번 랜딩 기어 고정쇠를 X6번과 X8 사이에 플로트에 수직이 되도록 접착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 부품들을 다른 곳에  연결해 주십시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