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기기기기기기기명명명명 :::: IIIINNNNSSSSWWWWIIIINNNNGGGG 고고고고리리리리형형형형 전전전전기기기기정정정정
● 모모모모델델델델명명명명 :::: DDDDBBBB----1111777722220000((((FFFFAAAAIIIILLLL SSSSAAAAFFFFEEEE))))

DDDDBBBB----1111777722225555((((FFFFAAAAIIIILLLL SSSSEEEECCCCUUUURRRREEEE))))
제품명 INSWING 고리형 전기정

모델명 DB-172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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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522220000mmmmAAAA 는는는는 파파파파워워워워((((아아아아답답답답터터터터))))를를를를 1111....5555AAAA이이이이상상상상으으으으로로로로 사사사사용용용용할할할할 것것것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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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③③③ 타타타타임임임임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SSSSLLLL----111100006666))))와와와와 연연연연결결결결 시시시시 ++++,,,, ---- 극극극극성성성성에에에에 정정정정확확확확히히히히 맞맞맞맞추추추추어어어어 결결결결선선선선할할할할 것것것것....

④④④④ 제제제제품품품품을을을을 분분분분해해해해하하하하지지지지 말말말말것것것것

⑤⑤⑤⑤ 제제제제조조조조일일일일자자자자를를를를 제제제제거거거거하하하하지지지지 말말말말것것것것((((AAAA////SSSS불불불불가가가가))))

판 매 점



1111.... 사사사사양양양양 및및및및 부부부부속속속속품품품품

3333.... 결결결결선선선선방방방방법법법법

2222....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IIIINNNNSSSSWWWWIIIINNNNGGGG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본본본본체체체체설설설설치치치치

가가가가.... 설설설설치치치치판판판판을을을을 실실실실내내내내방방방방향향향향 문문문문틀틀틀틀 상상상상단단단단 측측측측면면면면 끝끝끝끝에에에에서서서서 22220000mmmmmmmm 정정정정도도도도 이이이이격격격격시시시시켜켜켜켜 설설설설치치치치함함함함....

☞☞☞☞ 설설설설치치치치판판판판을을을을 SSSSccccrrrreeeewwww----TTTTaaaappppppppiiiinnnngggg ØØØØ4444××××22225555로로로로 고고고고정정정정함함함함....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참참참참조조조조))))

☞☞☞☞ 설설설설치치치치판판판판 부부부부착착착착면면면면에에에에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 도도도도포포포포할할할할 것것것것.... 스스스스크크크크류류류류 체체체체결결결결 전전전전,,,, HHHHoooolllleeee에에에에 약약약약간간간간의의의의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

도도도도포포포포 후후후후,,,, 체체체체결결결결함함함함....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을을을을 도도도도포포포포치치치치 않않않않을을을을시시시시,,,, 사사사사용용용용중중중중 체체체체결결결결 스스스스크크크크류류류류의의의의 이이이이탈탈탈탈 현현현현상상상상이이이이 발발발발생생생생함함함함에에에에

각각각각별별별별히히히히 유유유유의의의의 할할할할 것것것것....))))

나나나나.... 본본본본체체체체를를를를 설설설설치치치치판판판판에에에에 SSSSccccrrrreeeewwww----MMMMaaaacccchhhhiiiinnnneeee MMMM4444××××33335555로로로로 고고고고정정정정함함함함....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참참참참조조조조))))

☞☞☞☞ 본본본본체체체체 설설설설치치치치 방방방방향향향향을을을을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것것것것....

다다다다.... 3333항항항항의의의의 결결결결선선선선방방방방법법법법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결결결결선선선선함함함함....

☞☞☞☞ 사사사사용용용용전전전전원원원원을을을을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것것것것....

라라라라.... 정정정정상상상상적적적적인인인인 동동동동작작작작이이이이 이이이이루루루루어어어어지지지지는는는는지지지지 확확확확인인인인함함함함....

그림1: 설치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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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설치치치치판판판판

ØØØØ4444 XXXX 22225555

22220000mmmmmmmm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 도도도도포포포포

실실실실내내내내

그림2: 설치판에 본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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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M4444 XXXX 33335555

설설설설치치치치방방방방향향향향 확확확확인인인인

본본본본체체체체

설설설설치치치치판판판판

실실실실내내내내

검정 GND(-) 24V
흰색 GND(-) 12V
적색 POWER(+)

주황 NO
회색 COM

전 원 :

문 상 태
감지스위치:

모모모모 델델델델 명명명명
DDDDBBBB----1111777722220000 정정정정전전전전 시시시시 열열열열림림림림형형형형,,,, FFFFaaaaiiiillll----SSSSaaaaffffeeee((((UUUUnnnnlllloooocccckkkkeeeedddd))))

DDDDBBBB----1111777722225555 정정정정전전전전 시시시시 닫닫닫닫힘힘힘힘형형형형,,,, FFFFaaaaiiiillll----SSSSeeeeccccuuuurrrreeee((((LLLLoooocccckkkkeeeedddd))))

VVVVoooollllttttaaaaggggeeee
11112222 DDDDCCCCVVVV 555522220000mmmmAAAA

22224444 DDDDCCCCVVVV 333300000000mmmmAAAA

모모모모니니니니터터터터링링링링 문문문문상상상상태태태태 감감감감지지지지((((CCCCOOOOMMMM.... NNNNOOOO))))

BBBBOOOOLLLLTTTT 11110000 mmmmmmmm ddddiiiiaaaa,,,, 9999((((±±±±1111))))mmmmmmmm tttthhhhrrrroooowwww

SSSSiiiizzzzeeee 111144445555 XXXX 33330000 XXXX 33331111....5555mmmmmmmm

2222)))) 받받받받이이이이판판판판설설설설치치치치

가가가가.... 받받받받이이이이판판판판 고고고고리리리리가가가가 본본본본체체체체 홀홀홀홀 중중중중심심심심에에에에 수수수수직직직직 수수수수평평평평되되되되게게게게 삽삽삽삽입입입입되되되되어어어어 본본본본체체체체 볼볼볼볼트트트트가가가가 고고고고리리리리 중중중중심심심심에에에에

정정정정확확확확히히히히 걸걸걸걸리리리리는는는는 위위위위치치치치에에에에 설설설설치치치치함함함함 ((((그그그그림림림림 3333 참참참참조조조조))))

☞☞☞☞ 받받받받이이이이판판판판을을을을 SSSSccccrrrreeeewwww----TTTTaaaappppppppiiiinnnngggg ØØØØ4444××××22225555로로로로 고고고고정정정정함함함함....

☞☞☞☞ 받받받받이이이이판판판판 부부부부착착착착면면면면에에에에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 도도도도포포포포할할할할 것것것것.... 스스스스크크크크류류류류 체체체체결결결결 전전전전,,,, HHHHoooolllleeee에에에에 약약약약간간간간의의의의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

도도도도포포포포 후후후후,,,, 체체체체결결결결함함함함....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을을을을 도도도도포포포포치치치치 않않않않을을을을시시시시,,,, 사사사사용용용용중중중중 체체체체결결결결 스스스스크크크크류류류류의의의의 이이이이탈탈탈탈

현현현현상상상상이이이이 발발발발생생생생함함함함에에에에 각각각각별별별별히히히히 유유유유의의의의 할할할할 것것것것....))))

나나나나.... 본본본본체체체체볼볼볼볼트트트트와와와와 감감감감지지지지스스스스위위위위치치치치가가가가 정정정정상상상상적적적적인인인인 작작작작동동동동을을을을 하하하하는는는는지지지지 확확확확인인인인함함함함....

4444.... DDDDEEEEAAAADDDDBBBBOOOOLLLLTTTT CCCCOOOONNNNTTTTRRRROOOOLLLLLLLLEEEERRRR 결결결결선선선선방방방방법법법법 ((((SSSSLLLL----111100006666))))

ON KSDO5H

1 2 3 4 5

TTTTIIIIMMMMEEEE 조조조조정정정정방방방방법법법법 ((((2222진진진진법법법법 조조조조정정정정))))

5555번번번번 OOOONNNN:::: NNNNCCCC

1111번번번번 OOOONNNN:::: 1111초초초초

2222번번번번 OOOONNNN:::: 2222초초초초

ON KSDO5H

1 2 3 4 5

ON KSDO5H

1 2 3 4 5

ON KSDO5H

1 2 3 4 5

MMMMOOOODDDDEEEE 전전전전환환환환방방방방법법법법

ON KSDO5H

1 2 3 4 5
1111,,,,2222번번번번 OOOONNNN:::: 3333초초초초

3333번번번번 OOOONNNN:::: 4444초초초초

4444번번번번 OOOONNNN:::: 8888초초초초

5555번번번번 OOOOFFFFFFFF:::: NNNN0000

적적적적색색색색

흰흰흰흰색색색색

회회회회색색색색

주주주주황황황황
자자자자석석석석SSSS////WWWW

적적적적색색색색

흑흑흑흑색색색색

열열열열림림림림SSSS////WWWW
노노노노랑랑랑랑

노노노노랑랑랑랑

+

-

+

-

입입입입력력력력전전전전원원원원 :::: 11112222////22224444DDDDCCCCVVVV

DDDDCCCCVVVV
전전전전원원원원입입입입력력력력

DDDDCCCCVVVV
전전전전원원원원출출출출력력력력

부부부부속속속속품품품품
락락락락 본본본본체체체체((((1111eeeeaaaa)))),,,, 설설설설치치치치판판판판((((1111eeeeaaaa)))),,,, 받받받받이이이이판판판판((((1111eeeeaaaa)))),,,,

고고고고정정정정나나나나사사사사((((11110000eeeeaaaa)))),,,, 고고고고정정정정볼볼볼볼트트트트((((4444eeeeaaaa))))

그림3:받이판 설치

본본본본체체체체볼볼볼볼트트트트

받받받받이이이이판판판판

고고고고리리리리 중중중중심심심심

ØØØØ4444 XXXX 22225555

실실실실리리리리콘콘콘콘 도도도도포포포포

문문문문틀틀틀틀

상상상상부부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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