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이즈
H3-50 중형

실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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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은 별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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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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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두께
최소 23.9 에서 최대 26.2

옵션으로 
제공되는 
패드록
(자물쇠) 
걸쇠

중형
152
대형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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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켓이 있는 래치 
서브-어셈블리 가스켓이 있는 

장착 컵

패널 가스켓

패널 가스켓

래치 서브-어셈블리 

장착 브라켓 
모서리 록코어

설치용 브라켓 
가장자리 피봇

가스켓이 있는 래치 
서브-어셈블리 가스켓이 있는 

장착 컵

패널 가스켓

패널 가스켓

래치 서브-어셈블리 

장착 브라켓 
모서리 록코어

설치용 브라켓 
가장자리 피봇

Latch sub-assembly

Pivot end 
mounting bracket

Panel gasket

39.6

34.5

22

12.9

T

Lockcore end 
mounting bracket

그립
캠은 별도 판매

(145 페이지 참조)

중형
152
대형
177

옵션으로 
제공되는 
패드록
(자물쇠) 
걸쇠

도어 두께  0.9 - 3.2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부품 번호, 설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3 스윙 핸들
중형 / 대형 · 밀폐형 / 비밀폐형

밀폐식 (H3-50 중형 예시)
(제품 번호 목록 H3-60 대형 가능)

• 아연 합금 스윙 핸들 시 
스템

• 다수의 잠금 옵션, DIN  
프로파일 포함

• 실내/실외 버전

• 중형 (125mm x 25mm) 및 
대형 (150mm x 25mm) 
가공 가능 

재질 및 마감처리
핸들: 아연 합금, 검정색 분말 
코팅 또는 새틴 크롬 도금  
캠: 강철, 아연 도금

성능 상세
최대 정적 부하: 250 N

실링 기타 사항
밀폐 버전이 NEMA 4 /  IP66  방
수 표준을 준수.

키
참조 페이지 130

멀티 포인트 시스템
참조 페이지 192

주의 사항
*DIN 록 버전의 상세 규격에 대
해 Southco에 문의하세요.

TELCORDIA® GR-487 규격에 맞
는 제품 구비. 더 자세한 내용
은 Southco 에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전기계적 스윙 핸들은 페이지 
38 참조

밀폐버전은 잠금 상태에서만 

키 분리됨

플라스틱 버전은 페이지 196  
참조

TELCORDIA는  
Telcordia Technology사의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비-밀폐식 (H3-60 대형 예시)
(제품 번호 목록 H3-50 중형 가능)

www.southco.com/H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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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제품 번호 표

1 포인트나 액추에이터  플레이트와 함께 사용 시

(래치와 별도로 주문)

그립 제품 번호 그립 제품 번호

10.3 E5-6107 26.3 E5-6115

12.3 E5-6108 28.3 E5-6116

14.3 E5-6109 30.3 E5-6117

16.3 E5-6110 32.3 E5-6118

18.3 E5-6111 34.3 E5-6119

20.3 E5-6112 36.3 E5-6120

22.3 E5-6113 38.3 E5-6121

24.3 E5-6114 40.3 E5-6122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부품 번호, 설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제품 번호 선택
1 포인트용: 
래치 및 캠 별도 주문

멀티 포인트용: 
1. 래치 및 캠 별도 주문 
2. 3 포인트 래칭이 필요할 경우 
멀티 포인트 시스템 액세서리 
주문(선형 액추에이터나 액츄에
이터 플레이트, 로드, 로드 가이
드). 페이지 192 - 201 참조 

주의 사항
엑츄에이터 스타일  A   옵션 1 
과 2, 페이지 192-193 참조

*2 개의 오버 몰드된 키가 제
공 됨

중형 H3-50 대형 H3-60

L  잠금 스타일
00 잠금장치 없음 (공란, DIN하우징이 

들어갈 공간있음)
01 CH751* 키 잠금식
02 300* 키 잠금식
03 333* 키 잠금식
04 비잠금식
05 HL450* 키 잠금식
20 잠금장치없음 (DIN 모형커버제공)
21 CH751* 키 잠금식 DIN 프로파일
22 300* 키 잠금식 DIN 프로파일
23 333* 키 잠금식 DIN 프로파일
24 DIN 프로파일, 록코어 없음
40 3 mm 더블 비트
41 5 mm 더블 비트
42 Bellcore 216
43 Bellcore 육각핀 홈
47 8 mm 삼각형
70 DIN 프로파일 3 mm 더블 비트
71 DIN 프로파일 5 mm 더블 비트
72 DIN 프로파일 Bellcore 216
73. DIN 프로파일 Bellcore 육각핀 홈
77 DIN 프로파일 8 mm 삼각형

H3 - T  - A   L  - S   F

T  사이즈
50 중형 - 152 높이
60 대형 - 177 높이

F  마감 처리
44 새틴 크롬
50 검정색 분말 코팅

A  엑츄에이터 스타일
3 엑츄에이터 플레이트가 있거나  

1 포인트용 패드록(자물쇠) 걸쇠가  
없음(페이지 195 참조)

4 엑츄에이터 플레이트가 있거나  
1 포인트용 패드록(자물쇠) 걸쇠가 
있음(페이지 195 참조)

선형 엑츄에이터 종류  
(페이지 192-193 참조)

S  실링 옵션
0 밀폐되지 않음
1 밀폐됨

래치 제품 번호 (캠 없음)

www.southco.com/H3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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