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기기기기기기기명명명명 :::: 스스스스트트트트라라라라이이이이크크크크 전전전전기기기기정정정정
● 모모모모델델델델명명명명 :::: SSSSSSSSTTTT----2222111100000000

정정정정전전전전 시시시시 열열열열림림림림형형형형((((FFFFAAAAIIIILLLL SSSSAAAAFFFFEEEE))))

제품명 스트라이크 전기정

모델명 SST-2100 제조일자

고객란
주소

성명 전화번호

판매일 20 년 월 일 보증기간 12개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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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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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6.... 품품품품질질질질보보보보증증증증서서서서

5555.... 주주주주의의의의사사사사항항항항
①①①① DDDDCCCC11112222VVVV 555577770000mmmmAAAA 는는는는 파파파파워워워워((((아아아아답답답답터터터터))))를를를를 1111....5555AAAA이이이이상상상상으으으으로로로로 사사사사용용용용할할할할 것것것것....

②②②② DDDDCCCC22224444VVVV 333300000000mmmmAAAA 는는는는 파파파파워워워워((((아아아아답답답답터터터터))))를를를를 1111AAAA이이이이상상상상으으으으로로로로 사사사사용용용용할할할할 것것것것....

③③③③ 제제제제품품품품을을을을 임임임임의의의의로로로로 분분분분해해해해하하하하지지지지 말말말말 것것것것

④④④④ 제제제제조조조조일일일일자자자자를를를를 제제제제거거거거하하하하지지지지 말말말말것것것것((((AAAA////SSSS불불불불가가가가))))

판 매 점

※※※※참참참참고고고고((((설설설설치치치치 완완완완료료료료 형형형형상상상상))))
그그그그림림림림 5555

MMMM5555XXXX11110000
또또또또는는는는
ØØØØ5555XXXX22225555

문문문문틀틀틀틀 출출출출입입입입문문문문



1111.... 사사사사양양양양 및및및및 부부부부속속속속품품품품 4444....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3333.... 설설설설치치치치 절절절절단단단단도도도도 및및및및 결결결결선선선선도도도도

모모모모 델델델델 명명명명 SSSSSSSSTTTT----2222111100000000 정정정정전전전전 시시시시 열열열열림림림림형형형형,,,, FFFFaaaaiiiillll----SSSSaaaaffffeeee((((UUUUnnnnlllloooocccckkkkeeeedddd))))

VVVVoooollllttttaaaaggggeeee 11112222 DDDDCCCCVVVV 555577770000mmmmAAAA //// 22224444 DDDDCCCCVVVV 333300000000mmmmAAAA

모모모모니니니니터터터터링링링링 문문문문상상상상태태태태 감감감감지지지지((((CCCCOOOOMMMM.... NNNNOOOO)))) //// 잠잠잠잠금금금금상상상상태태태태 감감감감지지지지((((CCCCOOOOMMMM.... NNNNOOOO.... NNNNCCCC))))

인인인인 장장장장 력력력력 1111000000000000KKKKggggffff SSSSiiiizzzzeeee 111177776666 XXXX 22229999 XXXX 22227777mmmmmmmm

2222.... 부부부부속속속속품품품품

④④④④②②②②①①①① ③③③③

품품품품
번번번번

품품품품 명명명명 규규규규 격격격격((((mmmmmmmm)))) 수수수수량량량량 기기기기 능능능능 //// 비비비비 고고고고

①①①① 고고고고정정정정볼볼볼볼트트트트 MMMM5555 xxxx 11110000 2222 설설설설치치치치 시시시시 락락락락 본본본본체체체체 고고고고정정정정

②②②② 고고고고정정정정나나나나사사사사 1111종종종종 ØØØØ5555 xxxx 22225555 2222 설설설설치치치치 시시시시 락락락락 본본본본체체체체 고고고고정정정정

③③③③ 설설설설명명명명서서서서 1111

④④④④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 1111

결결결결 선선선선 도도도도

DDDDCCCCVVVV 전전전전원원원원입입입입력력력력

DDDDCCCC22224444VVVV GGGGNNNNDDDD ((((----)))) 흑흑흑흑색색색색((((BBBBllllaaaacccckkkk))))

DDDDCCCC공공공공통통통통 PPPPOOOOWWWWEEEERRRR ((((++++)))) 적적적적색색색색((((RRRReeeedddd))))

DDDDCCCC11112222VVVV GGGGNNNNDDDD ((((----)))) 흰흰흰흰색색색색((((WWWWhhhhiiiitttteeee))))

문문문문상상상상태태태태 감감감감지지지지

CCCCOOOOMMMM 등등등등색색색색((((OOOOrrrraaaannnnggggeeee))))

NNNNOOOO 회회회회색색색색((((GGGGrrrraaaayyyy))))

잠잠잠잠금금금금상상상상태태태태 감감감감지지지지

NNNNOOOO 녹녹녹녹색색색색((((GGGGrrrreeeeeeeennnn))))

CCCCOOOOMMMM 황황황황색색색색((((YYYYeeeelllllllloooowwww))))

NNNNCCCC 자자자자색색색색((((PPPPuuuurrrrpppplllleeee))))

22229999

22225555
111122222222

111144440000
111166661111

111177776666

문문문문틀틀틀틀 설설설설치치치치 절절절절단단단단도도도도

<<<<설설설설치치치치 전전전전 확확확확인인인인 사사사사항항항항>>>>

☞☞☞☞ 문문문문과과과과 문문문문틀틀틀틀의의의의 간간간간격격격격이이이이 6666mmmmmmmm 이이이이하하하하인인인인 경경경경우우우우만만만만 설설설설치치치치 가가가가능능능능

☞☞☞☞ 전전전전기기기기정정정정이이이이 설설설설치치치치된된된된 문문문문틀틀틀틀 폭폭폭폭이이이이 33335555mmmmmmmm 이이이이상상상상인인인인 경경경경우우우우만만만만 설설설설치치치치 가가가가능능능능

1111)))) 설설설설치치치치 기기기기준준준준선선선선,,,, 높높높높이이이이 중중중중심심심심선선선선 표표표표시시시시

☞☞☞☞ 문문문문이이이이 닫닫닫닫힌힌힌힌 상상상상태태태태에에에에서서서서 래래래래치치치치의의의의 가가가가로로로로측측측측 ''''설설설설치치치치 기기기기준준준준선선선선'''' 과과과과 세세세세로로로로측측측측 ''''높높높높이이이이 중중중중심심심심선선선선''''을을을을 측측측측정정정정하하하하여여여여

기기기기기기기기가가가가 설설설설치치치치 될될될될 면면면면에에에에 표표표표기기기기....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참참참참조조조조)

문틀

래치
높이 중심선

설치 기준선

중심

설치 기준선

래치

문틀
문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문열림방향

래치

스트라이크
전기정

1~2mm간격

설치 기준선

※참고

스트라이크와 래치 간 1~2mm

정도 간격이 유지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기준선을 지정함.

2222)))) 본본본본체체체체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 부부부부착착착착

☞☞☞☞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를를를를 절절절절취취취취선선선선을을을을 따따따따라라라라 자자자자른른른른 후후후후 본본본본체체체체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를를를를 설설설설치치치치기기기기준준준준선선선선,,,, 높높높높이이이이 중중중중심심심심선선선선에에에에

맞맞맞맞추추추추어어어어 문문문문틀틀틀틀에에에에 부부부부착착착착함함함함....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참참참참조조조조))))

3333)))) 립립립립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 부부부부착착착착

☞☞☞☞ 립립립립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를를를를 본본본본체체체체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의의의의 끝끝끝끝선선선선에에에에

맞맞맞맞추추추추어어어어 부부부부착착착착함함함함....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참참참참조조조조))))

4444))))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의의의의 절절절절단단단단선선선선을을을을 따따따따라라라라 그그그그라라라라인인인인더더더더 등등등등의의의의

공공공공구구구구로로로로 정정정정확확확확히히히히 따따따따냄냄냄냄....

☞☞☞☞ 단단단단,,,,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의의의의 굽굽굽굽힘힘힘힘선선선선은은은은 절절절절단단단단하하하하지지지지 말말말말 것것것것....

((((그그그그림림림림 4444 참참참참조조조조))))

5555)))) 3333번번번번 항항항항 결결결결선선선선도도도도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결결결결선선선선함함함함....

☞☞☞☞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이이이이 정정정정확확확확한한한한지지지지 확확확확인인인인한한한한 후후후후 정정정정상상상상

작작작작동동동동을을을을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것것것것....

6666)))) 전전전전기기기기정정정정 본본본본체체체체를를를를 고고고고정정정정볼볼볼볼트트트트 MMMM5555××××11110000 또또또또는는는는 고고고고정정정정

나나나나사사사사 ØØØØ5555 xxxx 22225555 로로로로 고고고고정정정정함함함함....

((((다다다다음음음음 페페페페이이이이지지지지의의의의 그그그그림림림림 5555 참참참참조조조조))))

7777)))) 전전전전기기기기정정정정과과과과 감감감감지지지지스스스스위위위위치치치치가가가가 정정정정상상상상적적적적인인인인 작작작작동동동동을을을을

하하하하는는는는지지지지 확확확확인인인인함함함함....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설치 기준선

높이 중심선

본체 타공도

문틀

문틀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립립립립 타타타타공공공공도도도도

문틀
문틀

끝끝끝끝선선선선 맞맞맞맞춤춤춤춤

그그그그림림림림 4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