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 비 네 이 션  다 이 얼 락

사 용 설 명 서



1단계 : 다이얼을 왼쪽으로 4회 이상 돌려(     ),
          첫 번째 번호 50을 열림선에 일치시킵니다. 

2단계 : 이 상태에서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     ),
          두 번째 번호 25를 세 번째 회전에서 열림선에 일치시킵니다. 

3단계 : 다시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려(     ), 
          세 번째 번호 50을 두 번째 회전에서 열림선에 일치시킵니다. 

4단계 : 이제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
          일정 시점에서 다이얼이 돌아가지 않고 자동으로 걸리게 됩니다. 

5단계 :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손잡이를 45도 위로 돌려 앞으로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번호

회전

회전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4           3          2          1

50         25         50         

■ 열림선 : 락을 여는데 사용합니다. 

■ 변경선 : 번호를 바꿀 때 사용합니다.

공장 출고시의 다이얼 번호는 50-25-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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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문을 닫고 (손잡이는 자동으로 원위치 됨) 

2단계 : 다이얼을 왼쪽으로 3회 이상 돌려 다이얼의 정렬 상태를 흩트려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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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식 다이얼락 사용법

여는 법

닫는 법

번호변경식 락은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이얼 번호를 열림선에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락을 열 때, 정해진 번호가 열림선을 지나쳐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이얼의 회전수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정해진 번호를 열림선이나 변경선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열림선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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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 문을 닫기 전에, 새로 정한 번호로 락을 열어보십시오. 

2) 변경키를 돌리기 전에, 변경키가 완전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3) 락의 뚜껑을 연 상태에서는 변경키를 락에 절대 꽂지 마십시오.

■ 원하시는 새로운 번호 세 개를 정합니다.
■ 세개의 번호 중 마지막 번호는 0~20 사이의 번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번호는 21 ~ 99 사이의 번호가 되어야 합니다.)
■ 최고의 보안을 위해 각 번호의 끝자리는 0 또는 5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20-30-45는 좋은 구성이 아니며, 87-54-63은 좋은 구성입니다)

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공장 출고 시 번호 또는 현재 사용중인 번호를 변경선에 다음과 같이 맞춥니다.

1단계 : 다이얼을 왼쪽(     )으로 4회 이상 돌려 첫번째 번호 50 (또는 사용중인 첫번째 번호)을
          변경선에 일치시킵니다.

2단계 : 다이얼을 오른쪽(     )으로 돌려 두번째 번호 25 (또는 사용중인 두번째 번호)를 세번째
          회전에서 변경선에 일치시킵니다.

3단계 : 다이얼을 왼쪽(     )으로 돌려 세번째 번호 50 (또는 사용중인 세번째 번호)을 두번째
          회전에서 변경선에 일치시킵니다.

4단계 : 다이얼락 뒷면에 있는 홀에 변경키를 완전히 꽂으십시오.

5단계 : 변경키를 왼쪽(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상태에서 (그림2) 다이얼을 왼쪽(     )으로 
          돌리는데, 첫번째 새 번호를 네번째 회전에서 변경선에 일치시킵니다.

6단계 : 다이얼을 오른쪽(     )으로 돌리는데, 두번째 새 번호를 세번째 회전에서 변경선에 
          일치시킵니다.

7단계 : 끝으로 다이얼을 왼쪽(     )으로 돌리는데, 세번째 새 번호를 두번째 회전에서 변경선에
          일치시킵니다.

8단계 : 이 상태에서 변경키를 오른쪽(     )으로 돌려 원위치한 후 (그림3), 변경키를 빼십시오.

9단계 : 이제 새 번호가 맞춰졌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반드시 새 번호를 열림선에 맞추어 
          여는 법의 순서에 따라 락을 열어 보십시오.

번호 변경 법

그림 1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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