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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록 코어
SOUTHCO® 키-초이스 시스템

• 록 코어 별도 판매
• 잠금 요건에서 폭 넓은  
유연성 

재질 및 마감처리
아연합금, 크롬 도금, 검정   

분말 코팅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덮개

SOUTHCO® 키-초이스 시스템은 다양한 SOUTHCO® 래치에 맞는 보편적인 록 코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제품의 보안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과 자물쇠 코어에 알맞는 래치를 개별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래의 가이드는 SOUTHCO® 키초이스 시스템에서 록 코어가 미설치된 상태로 

구입할 수 있는 래치를 보여줍니다.

록 코어는 별도 판매되며,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Â 동일한 키 작동 옵션을 가진 다양한 래치 스타일 구성 옵션
	Â 다양한 키 작동 옵션을 가진 동일한 래치 시스템 구성력
	Â 코어없는 래치의 필요시 록코어를 설치함에 따른 재고비용감축

키-초이스 
시스템

이 아이콘은 해당 제품이 SOUTH-
CO® 키 선택 시스템과  호환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SOUTHCO® 키-초이스 시스템의 래치

www.southco.com/PK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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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의 
경사 부분

잠금 손잡이의 
평평한 면

설치된 록 코어 (01 회전)
해제된 상태 체결된 상태

이쪽 면에 Southco 
로고가 있음

설치된 록 코어 (09 회전)
해제된 상태 체결된 상태

이쪽 면에 Southco 
로고가 있음

헤드 스타일

록 코어 제품 번호
십자형 홈 일자형 홈 4 mm 육각 홈 8 mm 육각 홈

크롬 도금 PK-0-34027-01 PK-0-43489-01 PK-0-34323-01 PK-0-40374-01

검정 분말 코팅 PK-0-34027-50 PK-0-43489-50 PK-0-34323-50 PK-0-40374-50

록 코어 제품 번호
키 작동 키코드 Bag qty 셔터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덮개 셔터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덮개 셔터 없는 검정 분말 코팅 셔터 없는 크롬 도금

KA CH751 1 PK-39-72-13-KCH751 PK-132-13 PK-115-13 PK-116-13

KA RS001 1 PK-39-72-13-RS001 PK-132-13-RS001 PK-29-15-13-RS001 PK-29-16-13-RS001

KD 10 코드 10 PK-39-72-13-KD1010 PK-132-13-KD1010 PK-29-15-13-KD1010 PK-29-16-13-KD1010

KD 50 코드 50 PK-39-72-13-KD1050 PK-132-13-KD1050 PK-29-15-13-KD1050 PK-29-16-13-KD1050

KD 125 코드 125 PK-39-72-13-KD1125 PK-132-13-KD1125 PK-29-15-13-KD1125 PK-29-16-13-KD1125

MKKD 10 코드 10 PK-39-72-13-MK1010 PK-132-13-MK1010 PK-29-15-13-MK1010 PK-29-16-13-MK1010

MKKD 50 코드 50 PK-39-72-13-MK1050 PK-132-13-MK1050 PK-29-15-13-MK1050 PK-29-16-13-MK1050

MKKD 125 코드 125 PK-39-72-13-MK1125 PK-132-13-MK1125 PK-29-15-13-MK1125 PK-29-16-13-MK1125

키 제품 번호
마스터 키 (1) PK-24-01

컨트롤 (탈착 가능한) 키 (1) PK-11-03

키 제품 번호
CH751 PK-10-01

RS001 PK-10-01-RS001

PK 록 코어
SOUTHCO® 키-초이스 시스템

록 코어 - 디스크 텀블러

록 코어 - 툴 작동가능

키코드 목록
KA - 동일한 키코드:  
모든 록 코어는 동일한 키코드 입
니다.

KD - 다양한 키코드: 
비 마스터 키 시스템에 적용되는 멀
티 키코드

MKKD - 마스터 키를 포함한  
다양한 키코드:  
마스터 키 시스템에 적용되는 멀
티 키코드

주의 사항
제품 번호에는 1 개의 록 코어와 2 
개의 키가 포함됩니다.

설치 주의 사항
1. 패널을 준비하고 페이지 199 에 
예시된 대로 래치를 설치 합니다.

2. 래치는 해제된 상태여야 합니다. 
잠금 손잡이의 평평한 면이 하우
징의 평평한 면과 일치해야 합니
다.

3. 록 코어를 취하여 청동 웨이퍼를 
하우징 내부의 경사진 부분에 맞
춥니다. 록 코어를 하우징 안으로 
멈출 때 까지 밀어 넣습니다.

4. 키를 록 코어에 삽입하여 록 코
어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키를 돌려 가며 확인
합니다.

5. 캠을 설치합니다.

www.southco.com/PK

CM-3 및 CM-6 용(이 제품만 해당) 록 코어 설치 (페이지 164 참조)

01 (시계 방향)

09 (반시계 방향)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격은 밀리미터(mm)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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