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용 설 명 서

4444.... 주주주주의의의의사사사사항항항항

EEEELLLLEEEECCCCTTTTRRRRIIIICCCC MMMMAAAAGGGGNNNNEEEETTTTIIIICCCC LLLLOOOOCCCCKKKK

● MMMMOOOODDDDEEEELLLL :::: EEEEMMMM----222255550000[[[[MMMM]]]][[[[LLLLEEEEDDDD]]]]((((OOOOUUUUTTTTSSSSWWWWIIIINNNNGGGG용용용용....222255550000KKKKggggffff))))

EEEEMMMM----333300000000[[[[MMMM]]]][[[[LLLLEEEEDDDD]]]]((((OOOOUUUUTTTTSSSSWWWWIIIINNNNGGGG용용용용....333300000000KKKKggggffff))))

EEEEMMMM----444400000000[[[[MMMM]]]] ((((OOOOUUUUTTTTSSSSWWWWIIIINNNNGGGG용용용용....333300000000KKKKggggffff))))

EEEEMMMM----444400000000AAAALLLL [[[[MMMM]]]] ((((OOOOUUUUTTTTSSSSWWWWIIIINNNNGGGG용용용용....444400000000KKKKggggffff))))

본본본본 증증증증서서서서의의의의 기기기기재재재재 내내내내용용용용에에에에 의의의의해해해해 본본본본 상상상상품품품품을을을을 보보보보증증증증합합합합니니니니다다다다....

기기기기 기기기기 명명명명 EEEE....MMMM.... 전전전전기기기기정정정정 ((((OOOOUUUUTTTTSSSSWWWWIIIINNNNGGGG용용용용))))

MMMMOOOODDDDEEEELLLL

□ EM-250[M](250Kgf) □ EM-250LED (250Kgf)

□ EM-300[M](300Kgf) □ EM-300LED (300Kgf)

□ EM-400[M](400Kgf) □ EM-400AL[M](400Kgf)

고고고고 객객객객 란란란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판판판판 매매매매 일일일일 20 년 월 일 보증기간 12개월

비비비비 고고고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96-1(서울빌딩)
TEL:577-6246 FAX:577-6247
www.superlock.co.kr

①①①① DDDDCCCC11112222VVVV는는는는 파파파파워워워워((((아아아아답답답답터터터터))))를를를를 2222AAAA이이이이상상상상으으으으로로로로 사사사사용용용용할할할할 것것것것....

②②②② DDDDCCCC22224444VVVV는는는는 파파파파워워워워((((아아아아답답답답터터터터))))를를를를 1111AAAA이이이이상상상상으으으으로로로로 사사사사용용용용할할할할 것것것것....

③③③③ ++++,,,, ---- 극극극극성성성성을을을을 바바바바르르르르게게게게 연연연연결결결결할할할할 것것것것....

④④④④ 습습습습기기기기가가가가 많많많많거거거거나나나나 비비비비가가가가 들들들들이이이이치치치치는는는는 장장장장소소소소에에에에 설설설설치치치치하하하하지지지지 말말말말 것것것것....

⑤⑤⑤⑤ 제제제제품품품품을을을을 임임임임의의의의로로로로 분분분분해해해해하하하하지지지지 말말말말 것것것것....

⑥⑥⑥⑥ 제제제제조조조조일일일일자자자자를를를를 제제제제거거거거하하하하지지지지 말말말말 것것것것.... ((((AAAA////SSSS불불불불가가가가))))

⑦⑦⑦⑦ 본본본본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특특특특성성성성상상상상 열열열열이이이이 발발발발생생생생하하하하나나나나,,,, 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사사사사용용용용에에에에는는는는 문문문문제제제제가가가가 없없없없음음음음....

5555.... 품품품품질질질질보보보보증증증증서서서서

지지지지사사사사



▷▷▷▷ 출출출출고고고고되되되되는는는는 EEEE....MMMM.... 전전전전기기기기정정정정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은은은은 DDDDCCCC 11112222VVVV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되되되되어어어어 제제제제공공공공됨됨됨됨....

＋＋＋＋
JJJJ4444

＋＋＋＋

JJJJPPPP1111

3333....4444....2222.... 결결결결선선선선방방방방법법법법

DCV 전원입력
(POW)

잠금상태 감지
접점출력(LS)

문상태 감지
접점출력(DS)

NO

COM

COM

NO

DC +

DC -

녹색

황색

회색

등색

적색

흑색

3333....4444....1111....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 선선선선택택택택방방방방법법법법

1) DC 12V 설정 : PCB보드 JP1의 4개의 핀을 좌우 2개씩 나누어 각각에 점퍼핀을 끼워 줌.

2) DC 24V 설정 : PCB보드 JP1의 4개핀 중 좌우 핀을 제외한 중앙 2개 핀에 그림 2와 같이

점퍼 핀을 끼우고 그 옆 1개 핀에도 점퍼핀을 끼워 줌.

3) LED PCB의 사용전원은 JP2의 3개의 핀에 점퍼핀을 사용하여 설정한다 그림 3참조.

DC 24V 사용시DC 12V 사용시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PPPPCCCCBBBB 형형형형상상상상 〉〉〉〉 〈〈〈〈PPPPCCCCBBBB에에에에서서서서 JJJJPPPP1111의의의의 형형형형상상상상 〉〉〉〉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압압압압 :::: DC 12V / DC 24V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류류류류 :::: DC 12V 600mA / DC 12V LED 660mA

DC 24V 300mA / DC 24V LED 380mA

모모모모니니니니터터터터링링링링 :::: 문상태 감지 NO / 잠김상태 감지 NO, COM, NC

크크크크 기기기기 :::: 락 본 체 : 250 ×43 ×25

아마추어 플레이트 : EM-250/300용 180 × 41 × 12(mm)

EM-400(AL)용 180 × 41 × 15(mm)

⑥③①

② ④

⑤

⑨ ⑩⑧⑦

품품품품번번번번 품품품품 명명명명 기기기기능능능능 //// 비비비비고고고고

① 락 본 체

전원을 인가하면 전자석이 되며 ⑤아마추어 플레이트와 결합하여

문을 잠그는 부분으로 코일부와 제어를 위한 PCB보드가 하우징에

내장되어 있음

② 설치판 ①락본체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판임

③ 고정나사 ②설치판을 설치할 때 사용함

④ 락본체 고정볼트 ②설치판에 ①락본체를 고정하는 볼트임

⑤ 아마추어 플레이트 전원 인가여부에 따라 ①락본체와 결합 또는 분리됨

⑥ 홀가이드핀
⑤아마추어 플레이트의 양 끝부분에 결합하여 유격으로
인한 상하 틀어짐을 방지함

⑦ 피봇볼트 ⑤아마추어 플레이트를 문에 고정하는 볼트임

⑧ 스틸와셔
⑨고무와셔의 손상을 막기 위해 ⑨고무와셔 앞뒤로

설치함

⑨ 고무와셔 ⑤아마추어 플레이트를 고정할 때 유격을 주기위해 사용함

⑩ 피봇너트
⑤아마추어 플레이트를 문에 고정하는 너트로서 ⑦피봇볼트와

결합됨

2222.... 제제제제품품품품구구구구성성성성

1111.... 사사사사 양양양양

3333....4444....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 선선선선택택택택 및및및및 결결결결선선선선방방방방법법법법

〈〈〈〈LLLLEEEEDDDD PPPPCCCCBBBB 형형형형상상상상 〉〉〉〉

DC 12V 사용시 DC 24V 사용시

〈〈〈〈LLLLEEEEDDDD PPPPCCCCBBBB에에에에서서서서 JJJJPPPP2222의의의의 형형형형상상상상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JJJJPPPP2222

OPTION



▷ 문을 닫은 상태에서 문틀내부공간이 45mm 이상일

때는 그림 1처럼 OUTSWING으로 설치 가능함.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참참참참조조조조))))

▷ 문을 닫은 상태에서 문틀내부공간이 16mm~44mm

일 때는 OUTSWING으로 설치 불가능함.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참참참참조조조조))))

※※※※ 문문문문틀틀틀틀 내내내내부부부부공공공공간간간간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별별별별도도도도의의의의 브브브브라라라라켓켓켓켓을을을을 제제제제작작작작하하하하여여여여 설설설설치치치치

해해해해야야야야함함함함....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

락락락락본본본본체체체체

설설설설치치치치판판판판

문문문문

문틀내부공간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 문을 닫은 상태에서 문틀내부공간이 15mm 이하일

때는 "L 브라켓"을 구입하여 그림 2처럼 사용함.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참참참참조조조조))))

※※※※ """"3333....3333....""""항항항항 """"LLLL"""" 브브브브라라라라켓켓켓켓을을을을 사사사사용용용용한한한한 락락락락본본본본체체체체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참참참참조조조조

문틀내부공간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문문문문

""""LLLL"""" 브브브브라라라라켓켓켓켓문틀내부공간

락락락락
본본본본
체체체체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락락락락
본본본본
체체체체

그그그그림림림림 5555

문문문문

틀틀틀틀

문문문문

그그그그림림림림 4444

문문문문틀틀틀틀

문문문문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문문문문틀틀틀틀

문문문문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문문문문틀틀틀틀

문문문문

1) 입력전원이 락본체 PCB 보드에 설정된 사용전원과 일치

하도록 점퍼핀 위치를 맞춰 줌.

※※※※ 출출출출하하하하시시시시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은은은은 DDDDCCCC 11112222VVVV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되되되되어어어어 제제제제공공공공됨됨됨됨....

DDDDCCCC 22224444VVVV 사사사사용용용용은은은은 """"3333....4444....1111....""""항항항항을을을을 참참참참조조조조해해해해서서서서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사사사사용용용용함함함함....

※※※※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이이이이 DDDDCCCC 22224444VVVV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된된된된 제제제제품품품품에에에에 DDDDCCCC 11112222VVVV 사사사사용용용용

시시시시에에에에는는는는 문문문문이이이이 열열열열릴릴릴릴 수수수수 있있있있음음음음....

2) "L" 브라켓에 락본체를 락본체 고정볼트와 나일론 너트

로 결합함.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참참참참조조조조))))

6) 연결선을 결선함

※※※※ 결결결결선선선선방방방방법법법법 """"3333....4444....2222....""""항항항항 참참참참조조조조....

7) 문을 닫았을 때 아마추어 플레이트와 락본체의 코일부가

평행한지 확인함. ((((그그그그림림림림 5555 참참참참조조조조))))

8) 시험작동후모든것이정상이면나사(볼트)들을완전히고정함.

※※※※ 공공공공사사사사완완완완료료료료 후후후후 문문문문을을을을 닫닫닫닫은은은은 상상상상태태태태에에에에서서서서 몸몸몸몸으으으으로로로로 세세세세게게게게밀밀밀밀어어어어 문문문문이이이이

열열열열리리리리는는는는지지지지 반반반반드드드드시시시시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것것것것.... 문문문문이이이이 열열열열릴릴릴릴 때때때때에에에에는는는는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의의의의 유유유유격격격격이이이이 맞맞맞맞는는는는지지지지,,,,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을을을을 22224444VVVV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하하하하고고고고

11112222VVVV로로로로 인인인인가가가가 하하하하였였였였는는는는지지지지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것것것것....

3) 2)항의 락본체 코일부를 아마추어 플레이트와 수직으로

평행하게 맞춘 후 "L" 브라켓의 고정나사 홀 구멍을

문틀에 표기함.

5) 2)항의 "L" 브라켓을 문틀에 고정나사로 고정함.

((((그그그그림림림림 4444 참참참참조조조조))))

4) 문틀에 표기된 홀 크기에맞게 드릴을사용하여구멍을

뚫음.

3333....3333....1111....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 표표표표준준준준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3333....2222....1111....""""항항항항과과과과 동동동동일일일일함함함함

3333....3333....2222.... 락락락락본본본본체체체체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 문문문문을을을을 닫닫닫닫은은은은 상상상상태태태태에에에에서서서서 문문문문틀틀틀틀내내내내부부부부공공공공간간간간이이이이 0000~~~~11115555mmmmmmmm이이이이며며며며,,,,

OOOOUUUUTTTTSSSSWWWWIIIINNNNGGGG인인인인 문문문문에에에에 전전전전기기기기정정정정을을을을 부부부부착착착착할할할할 때때때때 """"LLLL 브브브브라라라라켓켓켓켓""""을을을을

구구구구입입입입하하하하여여여여 설설설설치치치치하하하하는는는는 방방방방법법법법임임임임....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2222 참참참참조조조조))))

3333.... 제제제제품품품품설설설설치치치치

3333....3333.... """"LLLL"""" 브브브브라라라라켓켓켓켓을을을을 사사사사용용용용한한한한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3333....1111.... 설설설설치치치치개개개개요요요요



3333....2222....1111....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스틸와셔

고무와셔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홀가이
드핀

문문문문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문문문문

1) 방화문, 목제문 : 문을 닫음.

유리강화문 : 문을 닫아서 문이 정 중앙에 오도록 함.

3) 타공도에 표기된 홀 크기에 맞게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음.

※※※※ 피피피피봇봇봇봇볼볼볼볼트트트트홀홀홀홀((((8888mmmmmmmm))))은은은은 문문문문을을을을 관관관관통통통통해해해해서서서서 뚫뚫뚫뚫음음음음....

5) 아마추어 플레이트에 피봇볼트를 끼운 후 반대편으로 나온

피봇볼트에 스틸와셔→고무와셔→스틸와셔순서로와셔를끼움.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참참참참조조조조))))

문문문문틀틀틀틀

문문문문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
20mm

PLATE

2) 타공도를부착함 ((((그그그그림림림림1111참참참참조조조조))))

가. 타공도에 표기된 점선을 따라 90°로 접음.

나. 내부의 문과 문틀에 아마추어 플레이트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문 모서리에서 20mm를 띄어 그림 1처럼 부착함.

6) 아마추어 플레이트를 문에 고정함.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참참참참조조조조))))

가. "5)"의 결합된 아마추어 플레이트를 문 홀에 끼워 넣음.

나. 피봇너트 속에 약약약약간간간간의의의의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을을을을 도도도도포포포포한한한한 다다다다음음음음

피봇볼트을 결합함.

다. 문의 비틀림에 의한 본체와 아마추어 플레이트의

접촉면 비틀림 양만큼 유격이 있게 피봇볼트를 조임.

※※※※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 고고고고정정정정시시시시 유유유유격격격격을을을을 주주주주지지지지 않않않않고고고고 완완완완전전전전히히히히

조조조조이이이이면면면면 문문문문이이이이 열열열열릴릴릴릴 수수수수 있있있있음음음음....

4) 아마추어 플레이트에 망치를 사용하여 홀가이드 핀이

완전히 삽입되도록 부착함.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참참참참조조조조))))

※※※※ 완완완완전전전전히히히히 삽삽삽삽입입입입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으으으으면면면면 빠빠빠빠져져져져서서서서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가가가가

돌돌돌돌아아아아가가가가며며며며 문문문문이이이이 열열열열릴릴릴릴 수수수수 있있있있음음음음....

3333....2222....2222.... 락락락락본본본본체체체체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문문문문틀틀틀틀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문문문문 락락락락본본본본체체체체

아아아아마마마마
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
이이이이트트트트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2) 설치판을 고정나사로 고정함.

1) 타공도에 표기된 홀 크기에맞게드릴을사용하여구멍을

뚫음.

3) 입력전원이 락본체 PCB 보드에 설정된 사용전원과

일치하도록 점퍼핀 위치를 맞춰 줌.

※※※※ 출출출출하하하하시시시시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은은은은 DDDDCCCC 11112222VVVV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되되되되어어어어 제제제제공공공공됨됨됨됨....

DDDDCCCC 22224444VVVV 사사사사용용용용은은은은 """"3333....4444....1111....""""항항항항을을을을 참참참참조조조조해해해해서서서서 선선선선택택택택하하하하여여여여 사사사사용용용용함함함함....

※※※※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이이이이 DDDDCCCC 22224444VVVV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된된된된 제제제제품품품품에에에에 DDDDCCCC 11112222VVVV 사사사사용용용용

시시시시에에에에는는는는 문문문문이이이이 열열열열릴릴릴릴 수수수수 있있있있음음음음....

4) 설치판에 락본체를 락본체 고정볼트로 고정함.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참참참참조조조조))))

5) 연결선을 결선함.

※※※※ 결결결결선선선선방방방방법법법법 """"3333....4444....2222....""""항항항항 참참참참조조조조....

6) 문을 닫았을 때 아마추어 플레이트와 락본체의 코일부가

평행한지 확인함.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참참참참조조조조))))

7) 시험작동 후 모든 것이 정상이면 나사(볼트)들을 완전히

고정함.

※※※※ 공공공공사사사사완완완완료료료료 후후후후 문문문문을을을을 닫닫닫닫은은은은 상상상상태태태태에에에에서서서서 몸몸몸몸으으으으로로로로 세세세세게게게게밀밀밀밀어어어어

문문문문이이이이 열열열열리리리리는는는는지지지지 반반반반드드드드시시시시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것것것것.... 문문문문이이이이 열열열열릴릴릴릴 때때때때에에에에는는는는

아아아아마마마마추추추추어어어어 플플플플레레레레이이이이트트트트의의의의 유유유유격격격격이이이이 맞맞맞맞는는는는지지지지,,,,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을을을을 22224444VVVV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하하하하고고고고 11112222VVVV로로로로 인인인인가가가가 하하하하였였였였는는는는지지지지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것것것것....

3333....2222.... 표표표표준준준준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