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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672-2 EN ISO 14159

?mm

EN 61373

가스켓 내부 가스켓 외부 

도어 멈춤, 오른쪽 

IP-등급,
예. 

PUR 폼 씰 

스테인리스 스틸
AISI 303   혹은 1.4305
AISI 304   혹은 1.4301
AISI 316   혹은 1.4401
AISI 316 Ti   혹은 1.4571 

락의 압착 사양 

도어 멈춤, 왼쪽 도어 멈춤
오른쪽 또는 

숨김 힌지 

싱글 캐비넷용 힌지 싱글 도어가 있는 
일렬 캐비넷용 힌지 

제한적 리프트 오프 
버젼 힌지 

리프트 오프 버젼 
힌지 

더블 도어가 있는 
일렬 캐비넷용 힌지 

돌출 힌지 

2D 조절 제품 2D 너트 사용가능 

3D 조절 제품 낙서 방지 
처리 제품 

위생 조건
DIN EN 1672-2
에 준함
 

DIN EN 61373에 
준하는 충격과 진동
테스트 

전자식 락킹 및 모
니터링 시스템
사용 가능 

접지가 있거나, 접
지가 가능한 

도구없이 조립 

위생 조건
DIN EN ISO 14159
에 준함
 

저항 등금 2
DIN EN 1630에 
따라 검사함 

UL94 등급에 
준하는
내화 플라스틱 

클립-조임
조립 

아이콘의 의미 
카탈로그 페이지의 아이콘들은 해당 페이지에 나열된 제품들의 특성을 나타낸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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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A GROUP은 전자 및 전기공학 분야에 사용되는 캐비넷의 잠금장치, 힌지 및 씰을 생산하
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한 HVAC (공기조화기술) 및 운송 분야에 적용되는 잠금 장치의 선두
업체이기도 합니니다. 

제품 수는 30.000 개에 달하며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중국 및 인도의 10개 생산지에서 개발, 제조, 정제 및 조립됩니다. 

직원 2.100명이 전세계 52개국의 34.000명 이상의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 년도에는 회사를 인수 하여 유럽 최대의 금형 제작 업체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150
명의 금형 전문인력은 본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위치한 고라주데 생산지에서 독일 품질기준에 
맞춰서 1년에 9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 아연 및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금형을 제작합
니다. 

EMKA에 대하여 

Beschlagteile

®



본사 
생산 거점 
지사 
에이전시 

프랑스, 앙리빌(Henriville) 

스페인, 아르네도(Arnedo) 

영국, 버밍엄(Birmingham)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고라주데 (Goražde) 제 1 공장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고라주데 (Goražde) 
제 2 공장 



전세계의 EMKA 
직원 2.100명 

10개국에 자체 생산 기지 보유  

52개국에 진출 

16.000개 이상의 카탈로그 제품 보유 

14.000개 이상의 특수 제품 보유 

전세계 34.000개 이상의 고객사 

독일, 벨베르트(Velbert) 본사 

독일, 부퍼탈(Wuppertal) 

중국, 톈진(Tjanjin) 

세르비아, 미오니카(Mionica) 

인도, 빌라이(Bhilai) 



완제품까지 전과정 생산 
EMKA는 스테인리스 주조, 아연 및 고성능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고무 및 플라스틱 프로파일 압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외에도 펀칭, 벤딩, 터닝, 밀링, 코팅 및 모듈 식 제품 솔루션의 조립등의 기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EMKA는 락킹 기술 분야에서 높은 품질기준을 보장합니다.  



프로파일의 압출 

사출 성형 펀칭, 벤딩과 금속 가공 

아연 다이캐스팅 

PUR-폼 씰 표면 마감 

프로파일 조립 

스테인리스 스틸 투자 주물 



온라인 제품 검색과  
CAD 다운로드 
제품 검색: 새로운 EMKA 온라인 카탈로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제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번호 혹은 제품명을 입력하거나 제품 특성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해당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CAD 다운로드: www.emka.com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EMKA 제품의 CAD 자료가 국제 형식 STEP 
및 IGES로 제공됩니다.  

https://www.emka.com/products/de_en/


EMKA 업종별 카탈로그 

HVAC (공기조화기술) 카탈로그 

VDI6022에 준하는 공기정화 시스템용 락킹 시스템 

다운로드: 

운송 카탈로그 

캠핑카, 버스 및 트레일러용 락킹 시스템 

다운로드: 

철도 카탈로그 

철도용 락킹 시스템 

다운로드: 

전자제품 카탈로그 

캐비닛 및 하우징용 전자 랑킹 시스템 

다운로드: 

업계별 카탈로그에서 더 많은 혁신적인 EMKA 제품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de/Verschlusstechnik_mit_System_fuer_Anlagen_der_Raumlufttechnik_nach_VDI_6022_02-20_DE.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en/Ingenious_Locking_Technology_for_HVACR_Systems_according_to_VDI_6022_02-20_EN.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es/Sistemas_de_Cierre_segun_VDI_6022_para_el_Sector_Climatizacion_02-20_ES.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fr/Technique_de_fermeture_pour_installations_de_traitement_d__air_conforme_a_VDI_6022_02-20_FR.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it/Sistemi_di_chiusura_per_impianti_di_ventilazione_e_condizionamento_conformi_alla_norma_VDI_6022_02-20_IT.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de/EMKA_Catalogue_Transport_Mobile-Homes_Bus_Trailler_09-2019_DE.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en/EMKA_Catalogue_Transport_Mobile-Homes_Bus_Trailler_09-2019_EN.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fr/EMKA_Catalogue_Transport_Mobile-Homes_Bus_Trailler_09-2019_FR.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it/EMKA_Catalogue_Transport_Mobile-Homes_Bus_Trailler_09-2019_IT.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de/EMKA_Schienenfahrzeugbau_12-2018_DE.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en/EMKA_Railroad_Industry_12-2018_EN.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es/EMKA_Sector_ferroviario_12-2018_ES.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fr/EMKA_Railroad_Industry_12-2018_FR.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de/EMKA_Electronics_Katalog_2019_V2_03-09-2019_DE.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en/EMKA_Electronics_Katalog_2019_V1_17-04-2019_EN.pdf
https://www.emka.com/fileadmin/catalog/catalog_downloads/pdf/fr/EMKA_Electronics_Katalog_2019_V1_FR.pdf


공구 없이 조립 가능한 90도 회전  
프로그램 1000 

인서트 부품 
(하우징 있는 인서트) 

스냅 조임 핀 
(하우징, 내장 캠) 

스냅 조임 핀이 잠길때,  
소리와 시각으로 제어 

조립: 

컷아웃 

* 표면 코팅 포함 

예제 
오른손 버젼 제품 이점 

 ■ 도구없이 몇 초내 조립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 부드러운 동작 
(내부 회전이 없는 디자인) 

 ■ 안전 캡은 옵션 
 ■ 고도의 보호 요구에 맞는 자

가 씰링 구조  
 ■ 과도 조임에 대한 보호장치 

증강 
 ■ 표준 컷아웃 
 ■ 특허권 

안전캡 스냅 조임 핀은 옵션 

버젼 1 

버젼 2 

컷아웃 

버젼 2 

버젼 1 조립 설명서 

도어 멈춤, 왼쪽 

도어 멈춤, 오른쪽 

도어 멈춤, 오른쪽 

조립 설명서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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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mm

1B-170 02/20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인서트용 윙 노브   1B-720
 ‒ 키  12B-120

 
하우징 인서트 부품 
버젼 1: 하우징,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폼씰 있음 
버젼 2 : 하우징 플레이트,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고정 TPE 씰 포함; 
버젼 2의 경우 90° 멈춤쇠,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인서트, 아이언 다이캐스트, 오링 포함 

Ⓐ = 폼 씰 
Ⓑ = TPE 씰 버젼 1 Ⓐ 버젼 2 Ⓑ 

사각 7 1000-U902 1000-U914
사각 8 1000-U903 1000-U915
사각 8, 윙 노브용 M6 스레드 포함 1000-U908 가능 
삼각 8 1000-U904 1000-U916
더블 비트 3 1000-U905 1000-U913
슬롯 2x4 1000-U907 1000-U917
스냅 조임 핀,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H 도어두께 1.0 - 1.5 
용  *

도어두께 1.5 - 2.0 
용  *

도어두께 2.5 - 3.0 
용  *

18 1000-590 1000-591 1000-593
22 1000-594 1000-595 1000-597
24 1000-598 1000-599 1000-601
안전캡 스냅 조임 핀, 검정 폴리아미드 

1000-603

하우징 
버젼 2: 하우징 플레이트,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고정 TPE 씰 포함; 90° 멈춤
쇠,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버젼 2 

1000-U972
인서트, 아이언 다이캐스트, 오링 포함 
사각 7 1000-U973
사각 8 1000-U974
사각 8, 윙 노브용 M6 스레드 포함 1000-U975
삼각 8 1000-U976
더블 비트 3 1000-U977
슬롯 2x4 1000-U978
스냅 조임 핀,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H 도어두께 1.0 - 
1.5 용  *

도어두께 1.5 - 
2.0 용  *

도어두께 2.5 - 
3.0 용  *

18 1000-590-CX 1000-591-CX 1000-593-CX
22 1000-594-CX 1000-595-CX 1000-597-CX
24 1000-598-CX 1000-599-CX 1000-601-CX
안전캡 스냅 조임 핀,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가능 

* 표면 코팅 포함 

버젼 1 

버젼 2 

버젼 2 
분해 설명서 

버젼 2 
멈춤쇠 교체용 설치 설명서 

버젼 2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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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m

65

EN 61373

1B-220 06/20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캐치 있는/없는 캠  

 다음 부터  1C-120
(로드 컨틀롤이 있는  
캠용 아님) 

 – 액세서리  다음 부터  1C-320
 ‒ 이스커천  3B-140
 ‒ 키  12B-120

열림 상태 
인서트를 90° 돌리면,  
캠이 회전. 

닫힘 상태 
인서트를 추가로 90° 돌리면 
캠이 축 방향으로 6mm 회전 

컴프레션 래치 
프로그램 1000 

컷아웃 버전 1 
하우징과 인서트,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또는 AISI 316,  
샤프트와 너트, 연성 스틸 아연 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과 가스켓 포함 
추가적인 인서트 버전도 가능 
(메인 카탈로그 페이지 0-150 참고)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AISI 316 

사각 7, 화살표 있음 1000-U796 가능 
사각 8 1000-U755 가능 
사각 8, 화살표 있음 1000-U798 가능 
사각 8, 마킹 있음 가능 1000-U755-01
삼각 7 1000-U795 가능 
삼각 8 1000-U783 가능 
더블 비트 3 1000-U749 1000-U749-01
더블 비트 5 1000-U748 1000-U748-01
육각 암놈 8 1000-U807 가능 
육각 8mm, 핀 있음 1000-U805 가능 
육각 암놈 10 1000-U809 가능 
사각 암놈 6 1000-U811 가능 
슬롯 2x4 1000-U777 1000-U777-01
철도용 인서트 1000-U831 1000-U831-01
윙 노브 인서트 1000-U882 가능 

컷아웃 버전 2 
하우징과 인서트,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또는 AISI 316,  
샤프트와 너트, 연성 스틸 아연 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과 가스켓 포함 
추가적인 인서트 버전도 가능 
(메인 카탈로그 페이지 0-150 참고)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AISI 316 

사각 8 1000-U981 가능  
사각 8, 마킹 있음 가능 1000-U981-01
더블 비트 3 1000-U982 가능 
더블 비트 5 1000-U983 가능 

압착 래치 
열림: 
반대로 회전 

내진동 

컴프레션 래치는 흔들림 방지 설계됨. 설치 위치와 작동 조건에 따라 특정 체크
와 추가 조임 조치가 필요.  

마킹 있는 하우징 가능 

스테인리스 스틸 버
젼용 

컷아웃 
버젼 1 

컷아웃 
버전 2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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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mm EN 61373

1B-225 06/20

내진동 

컴프레션 래치는 흔들림 방지 설계됨. 설치 위치와 작동 조건에 따라 특정 체크
와 추가 조임 조치가 필요.  

열림 상태 
인서트를 90° 돌리면,  
캠이 회전. 

닫힘 상태 
인서트를 추가로 90° 돌리면 
캠이 축 방향으로 6mm 회전 

압착 래치 
열림: 
반대로 회전 

컷아웃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핍이 없는 캠  8A-320
(로드 컨틀롤이 있는  
캠용 아님) 

 – 액세서리  다음 부터  1C-320
 ‒ 키  12B-120

스테인리스 스틸 및 하이브리드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컴프레션 래치 
프로그램 1000 

스테인리스 스틸 컴프레션 래치 
하우징 및 인서트 AISI316;  
너트와 나사,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과 씰 포함 
 추가적인 인서트 버전도 가능 
(메인 카탈로그 페이지 0-150 참고) 

왼손 버젼 오른손 버젼 

사각 7 가능 가능 
사각 8 1000-U865-LIPH 1000-U865-REPH
삼각 7 가능 가능 
삼각 8 1000-U911-LIPH 가능 
더블 비트 3 가능 가능 
더블 비트 5 가능 가능 
육각 수놈 10 1000-U869-LIPH 1000-U869-REPH
슬롯 2x4 가능 가능 
철도용 인서트 1000-U870-LIPH 1000-U870-REPH
철도용 인서트 가능 가능 

하이브리드(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컴프레션 래치 
하우징, 알루미늄 양극산화; 인서트, AISI316;  
너트와 나사,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과 씰 포함 
추가적인 인서트 버전도 가능 
(메인 카탈로그 페이지 0-150 참고) 

왼손 버젼 오른손 버젼 

사각 7 가능 가능 
사각 8 가능 가능 
사각 9 가능 가능 
삼각 7 가능 가능 
삼각 8 가능 가능 
육각 수놈 10 가능 가능 
철도용 인서트 1000-U968-06LI 1000-U968-06RE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알루미늄 하우징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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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672-2 EN ISO 14159

1B-83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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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90도 회전, 식품 및 의료 용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핍이 있는 캠   1C-120
(GH = 18) 

위생 90도 회전 AISI 303 또는 316L, 씰 포함 
AISI 303 - 식품 용 
AISI 316L - 식품 및 의료 용 
사각 8 AISI 303 1000-U960-01PF
사각 8 AISI 316L 1000-U960-01
삼각 8 AISI 303 1000-U941-01PF
삼각 8 AISI 316L 1000-U941-01
위생 SW13 AISI 303 1000-U838-02PF
위생 SW13 AISI 316L 1000-U838-02
키 손잡이, 검정 폴리아미드 
사각 8 1004-62
삼각 8 1004-61
위생 SW13 1004-60
키, 아연 다이캐스트 
위생 SW13 1004-53

스테인리스 스틸 위생 90도 회전 
프로그램 1000 

컷아웃 

주목: 
위생 90도 회전은 DIN EN 1672-
2, DIN EN 14159 그리고 EHEDG 
Dok.8 의 위생기준에 준한다 
씰은 FDA 21 CFR 177.2600 과 
VO 1935/2004의 조건을 충족한다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위생 90도 회전, 스텐리스 스틸, 
외부 플러쉬 평 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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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k

EN 1672-2 EN ISO 14159

1B-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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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 위생 컴프레션 래치 
프로그램 1000 

위생 컴프레션 래치, AISI 303 또는 316L; 씰 포함 
AISI 303 - 식품 용 
AISI 316L - 식품 및 의료 용 
사각 8 AISI 303 1000-U963-PF
사각 8 AISI 316L 1000-U963
삼각 8 AISI 303 1000-U962-PF
삼각 8 AISI 316L 1000-U962
위생 SW13 AISI 303 1000-U961-PF
위생 SW13 AISI 316L 1000-U961
키 손잡이, 검정 폴리아미드 
사각 8 1004-62
삼각 8 1004-61
위생 SW13 1004-60
키, 아연 다이캐스트 
위생 SW13 1004-53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핍이 있는 캠   1C-120
(GH = 18) 

위생 컴프레션 래치, 식품 및 의료용 

열림 상태 
인서트를 90° 돌리면,  
캠이 회전. 

닫힘 상태 
인서트를 추가로 90° 돌리면 
캠이 축 방향으로 6mm 회전 

압착 래치 
열림: 
반대로 회전 

컷아웃 

주목: 
위생 컴프레션 래치는 
DIN EN 1672-2, DIN EN 14159 
그리고 EHEDG Dok.8 의 위생기
준에 준한다 
씰은 FDA 21 CFR 177.2600 과 
VO 1935/2004의 조건을 충족한다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위생 컴프레션 래치, 스텐리스 스틸, 외부 플
러쉬 평 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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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1B-940

블라인드 플러그 
프로그램 1000 

컷아웃 

버젼 A: 하우징, 아연 다이캐스트, 표면처리 개별선택; 너트, 연성 스틸 아연 도금 
검정 파우더 코팅 1000-U933
크롬 도금 1000-U934
버젼 A: 하우징 및 너트,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스토퍼, 검정 폴리에틸렌 

1000-U936
버젼 C: 하우징, 검정 폴리아미드; 스토퍼, 검정 폴리에틸렌; 오링 포함 
IP 50 1000-U935
버젼 A 및 B: IP 65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평 씰 1000-23

컷아웃 

컷아웃 

버젼 C: 클립인 고정형 

버젼 B: 너트 고정형 

버젼 A: 너트 고정형 

Version A 

Version B 

Version C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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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m EN 61373

1D-420 02/20

광학센서가 있는 컴프레션 래치 
프로그램 1500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핍이 없는 캠  1C-120
 ‒ 키  12B-120

컷아웃 

열림 상태 
인서트를 90° 돌리면,  
캠이 회전. 

닫힘 상태 
인서트를 추가로 90° 돌리면 
캠이 축 방향으로 6mm 회전 

압착 래치 
열림: 
반대로 회전 

내진동 

컴프레션 래치는 흔들림 방지 설계됨. 설치 위치와 작동 조건에 따라 특정 체크와 
추가 조임 조치가 필요.  
DIN EN 45545-2 E30에 따라 테스트 완료 

제품 이점 

 ■ 비 압축 상태에서 플랩이 90 ° 
서있어 광학 개방 센서의 식별
이 용이함 

 ■ 뚜껑 안쪽의 빨간 표면으로 열
린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음 

 ■ 압축된 상태에서 뚜껑은 자동
으로 닫힌다 

 ■ 내장된 먼지 캡 
 ■ 평 씰은 뚜껑의 닫힘을 완화하

여 도어의 손상을 방지한다 
 ■ 표준 컷아웃 프로그램 1500 
 ■ 특허 출원함 

광학센서가 있는 컴프레션 래치 AISI 316;  
너트 및 접지너트 AISI 316;  
나사 및 톱니 워서, 스텐리스 스틸; 스프링과 씰 포함 

왼손 버젼 오른손 버젼 
사각 8, 마킹 있음 1500-U776-LIPH 1500-U776-REPH
사각 8, 마킹 있음 
뚜껑, 빨간색 패드 인쇄  1500-U776-01LIPH 1500-U776-01REPH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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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핸들, RC2 등급; 
기계식 혹은 전기 기계식으로 열림 
프로그램 1317 
저항등급:   RC 2등급 DIN EN 1630은 DIN EN 18252-BZ 혹은 DIN EN 1303에 준하고 드릴링 및 당김 방지가 포함

된 공격 저항 등급 2에 달하는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로 만족 시킬 수 있다.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는 PIV 
CERT 혹은 DIN EN  ISO/IEC 17065에 준하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사이즈:   '숏' (164.5 mm; 컷아웃 105 mm) 
재질:   아이언 다이캐스트 회색 파우더 코팅 (RAL 7038), 낙서 방지 코팅 가능 

기계식 버젼: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40 mm 및 45 mm; 캠을 6시 혹은 7시 방향으로 조정 3시와 5시 방향에서는 push-to-close 불가 
밀봉여부:  가능 

전기 기계식 버젼 (EL)  
적용 범위:  옥내외,  -30°C ~ +80°C 
연결방식:  연결 케이블 (4 m)이 있는 플러그 RJ45 
해제방법:  3 - 3.6 V DC 신호를 인가해서 
웨이크 업 기능:  가능, 버튼식 
표시:   LED 
원격 모니터링:  내장된 리드접점을 통해 
닫힘:   락킹 장치가 동작될때까지 이스커쳔에 있는 핸들을 누른다 
긴급 열림  40/45 mm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옵션) 

아답터 플레이트, 공급 시, 포함 

* Ts > 6 mm - 8 mm 가능 

주목: 
도어 두께 (Ts) > 6 mm면 일반 라운드 로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목: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없이는 오직 
키 1004-44-01AA로만 열 수 있다 

컷아웃 

제품 이점 

 ■ 이 스윙핸들은 RC2 DIN EN 1630에 준하는  
테스트 통과함 

 ■ DIN EN 50102에 준하는 보호등급 IK 10 테스트  
성공적으로 통과 

 ■ 내장 스크래치 보호는 표면 손상 방지  
(핸들 / 이스커쳔) 

기계식 및 전기 기계식 버젼은 오직 DIN 18252 및 DIN EN 1303에 준하는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만 적용 가능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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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N 61373

3AB-180 06/20

RJ45 플러그 
정면 뷰  핀 설정 와이어 색상 

1 모터 V  + 흰색 
2 V - 갈색 
3 LED V + 초록 
4 리드 접점 노랑 
5 - 회색 
6 모터 위치1 핑크 
7 모터 위치2 파랑 
8 버튼 빨강 

핀 4, 6 , 7, 8은 Pull-Up 저항이 추가되어야 함, 
핀 5는 Pull-Up 저항 추가 가능. 

모터는 상위 레벨 제어로 직접 제어되어야 하며 한 방향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원하는 잠금 상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잠금/잠금 해제) 모터를 제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터 위치 스위치도 쿼리하고 평가해야 한다. 
다음 표는 해당 상태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모터 위치1 모터 위치2 핸들 상태 
로직 0 로직 1 잠김 
로직 1 로직 1 비설정 
로직 1 로직 0 열림 
로직 1 로직 1 비설정 
로직 0 로직 1 잠김 

리드 접점을 사용하여 레버가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LED가 어떤 식으로든 표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버튼 또한 모든 형태의 상호 작용에 사용
될 수 있다. 

모터: 3.3 V DC, 48mA (공회전), 최대 100mA 
LED: 3.3 V DC, 30 mA 

스윙 핸들 '숏' 
바디와 핸들 아이언 다이캐스트, 회색 파우더 코팅 (RAL7038);  
샤프트, AISI 303; 
실린더 커버, 검정 혹은 회색 폴리아미드 (RAL 7038); 
캡,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아답터 플레이트,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락킹 박스, 검정 ABS; 
락킹 핀, AISI 303; 
미니 푸쉬 버튼, LED 포함; 캠, 검정 POM; 
클램프, 빨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운송 안전장치);  
데이터시트 및 설치안내는 전자 기계식 버젼에 포함; 
조임물, 연성 스틸 아연 다이캐스트; 씰과 스프링 포함 
40 및 45 mm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용 전자 기계식 버젼,  
추가 캠 위치 30° 1317-U155-BO

전기 기계식 버젼, KABA 1514 용 1317-U156-BO
40 밍 45 mm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용 기계식 버젼, 
추가 캠 위치 30° 1317-U157-BO

KABA 1514 타입용 기계식 버젼 1317-U158-BO
키, 검정 폴리아미드 재질 

1004-44-01AA

주목: 
전기 기계식 버젼 역시 12V DC 
가능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캠  3YC-120
 ‒ 3-포인트 캠  3YC-180
 ‒ **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3XB-120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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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AB-220

모듈식 락킹 사용한 스윙핸들 '롱',  
핸들 및 바디,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실린더 커버,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샤프트, 황동; 캡,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V0; 프로필 하프 실린디용 모듈 포함;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씰 포함 

1317-U421-02
내부 라이닝, 스틸 아연 도금 

1001-50

스윙핸들, 로드 컨트롤용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로드 컨트롤  2B-130
 2B-135
 ‒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3XB-120
 ‒ 락킹 세트  3XC-120

더블 실린더 스윙핸들용 락킹 시스템이  
있는 스윙 핸들 
프로그램 1317 

스윙핸들 '롱',  
핸들 및 바디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실린더 커버,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샤프트, 황동; 캡,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V0;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씰과 스프링 포함 

1317-U321-01
내부 라이닝 (underfeeding), 스틸 아연 도금 

1001-50

스윙핸들 (더블 실린더), 로드 컨트롤용 

컷아웃 

컷아웃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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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 용 이스커쳔, 선택항목 
프로그램 1390 

컷아웃 

도어 
중심  

스
트

 
로

크
  

락킹 타입 
(오른쪽 참고) 

치수 A 
씰 없음 씰 포함  *

1 30 33
2 30 33
3 33 37

씰 예제: 1011-10 
*  씰 포함 치수 A용 테이블 값은 씰 

1011-10 참고. 다른 씰은 치수 A값
이 달라진다. 

** 문이 좌/우 및 반대 방향으로 사용 
가능할려면, B 수치는 힌지 블록의 
조임 규격과 같아야 함. 

로드 컨틀롤  

제품 이점 

 ■ 양방향 이스커천 
 ■ 힌지 조립에 맞춰 로드 위치 

변경 가능 
 ■ 외부 메커니즘에 의한 작은 

컷아웃 
 ■ 혁신적인 새로운 저 비용 기술 
 ■ 시선을 끄는 디자인 
 ■ 33 x 25 mm 또는 37 x 25 mm 

의 좁은 설계가 가능하여  
공간활용에 용이 

 ■ 특허권!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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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A-120 02/20

더블 롤러가 있는  
로드 

싱글 롤러가 있는 
로드 

컷아웃이 있는 로드 

락킹 시스템 종류 

로드 움직임은 양방향 

주목: 치수 B는 사용 힌지에 따
라 다름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로드  3ZA-610  

이스커쳔,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인서트, 아연 다이캐스트 크롬 도금; 
랙,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스프링 포함 
사각 6 1390-U33
더블 비트 3 1390-U38
더블 비트 5 1390-U39

이스커쳔,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인서트,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랙,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스프링 포함 
사각 6 가능 
더블 비트 3 1390-U38-CX
더블 비트 5 가능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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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 용 이스커쳔 
프로그램 1390 

컷아웃 

도어 
중심  

스
트

로
크

 2
4.

5 

제품 이점 

 ■ 양방향 이스커천 
 ■ 로드 연결에는 모든 일반적인 

로드 사용 가능 
 ■ 외부 메커니즘에 의한 작은 

컷아웃 
 ■ 혁신적인 새로운 저 비용 기술 
 ■ 시선을 끄는 디자인 
 ■ 특허권! 

로드 연결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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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치 예제 

로드 움직임은 양방향 

주목: 
이스커천 1개당 2개의 로드 연결 
주문 요망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로드  3ZA-120

 다음 까지  3ZA-340

이스커쳔,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인서트, 아연 다이캐스트 크롬 도금; 
랙,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스프링 포함 
사각 6 1390-U33
더블 비트 3 1390-U38
더블 비트 5 1390-U39
로드 연결,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카탈로그 페이지 3ZA-120 ~ 3ZA-340에 나열된 로드에 필요 가능 

이스커쳔,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인서트,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랙,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스프링 포함 
사각 6 가능 
더블 비트 3 1390-U38-CX
더블 비트 5 가능 
로드 연결,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카탈로그 페이지 3ZA-120 ~ 3ZA-340에 나열된 로드에 필요 1121-168-CX

씰 예제: 1011-10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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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 용 리프트 핸들, 선택 항목 
프로그램 1390 

컷아웃 

도어 
중심  

스
트

 
로

크
  

락킹 타입 
(오른쪽 참고) 

치수 A 
씰 없음 씰 포함  *

1 30 33
2 30 33
3 33 37

씰 예제: 1011-10 
*  씰 포함 치수 A용 테이블 값은 씰 

1011-10 참고. 다른 씰은 치수 A값
이 달라진다. 

** 문이 좌/우 및 반대 방향으로 사용 
가능할려면, B 수치는 힌지 블록의 
조임 규격과 같아야 함. 

제품 이점 

 ■ 양방향 리프트 핸들 
 ■ 힌지 조립에 맞춰 로드 위치 

변경 가능 
 ■ 외부 핸들 메커니즘에 의한 작

은 컷아웃 
 ■ 혁신적인 새로운 저 비용 기술 
 ■ 시선을 끄는 디자인 
 ■ 33 x 25 mm 또는 37 x 25 mm 

의 좁은 설계가 가능하여  
공간활용에 용이 

 ■ 특허권! 

로드 컨틀롤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 EMKA Beschlagteile GmbH & Co. KG  •  2020  •  www.emka.com 28

B**

A*



3FA-140 02/20

더블 롤러가 있는 로드 싱글 롤러가 있는 로드 컷아웃이 있는 로드 

락킹 시스템 종류 

로드 움직임은 양방향 

주목: 치수 B는 사용 힌지에 따
라 다름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락킹 세트  3XA-120

  3XA-140
 ‒ 로드  3ZA-610

리프트 핸들,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랙,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스프링 포함 
Ⓐ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라운드 실린더 및 인서트가 포함된 락킹 세트용 
Ⓑ 푸쉬버튼, KABA 실린더와 ASSA 실린더가 포함된 락킹 세트용 
Ⓐ 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1390-U1
Ⓐ 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자물쇠용 1390-U2
Ⓑ 타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1390-U3
Ⓑ 타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자물쇠용 1390-U4

리프트 핸들,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랙,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스프링 포함 
Ⓐ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라운드 실린더 및 인서트가 포함된 락킹 세트용 
Ⓑ 푸쉬버튼, KABA 실린더와 ASSA 실린더가 포함된 락킹 세트용 
Ⓐ 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1390-U1-CX
Ⓐ 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자물쇠용 가능 
Ⓑ 타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가능 
Ⓑ 타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자물쇠용 가능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를 사용하는 
락킹 세트에 대한 주의사항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용 라킹 세트 설치시 (카탈로그 페
이지 3XA-120) 함께 공급 되는 씰 및 "배꼽"이 있는 씰은 
사용하지 않음!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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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 용 리프트 핸들 
프로그램 1390 

제품 이점 

 ■ 양방향 리프트 핸들 
 ■ 로드 연결에는 모든 일반적인 

로드 사용 가능 
 ■ 외부 메커니즘에 의한 작은 

컷아웃 
 ■ 혁신적인 새로운 저 비용 기술 
 ■ 시선을 끄는 디자인 
 ■ 특허권! 

컷아웃 

도어 
중심  

스
트

로
크

 2
4.

5 

로드 연결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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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움직임은 양방향 

주목: 
리프트 핸들 1개당 2개의 로드 연
결 주문 요망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락킹 세트  3XA-120

  3XA-140
 ‒ 로드  3ZA-120

 다음 까지  3ZA-340

리프트 핸들,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랙,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스프링 포함 
Ⓐ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라운드 실린더 및 인서트가 포함된 락킹 세트용 
Ⓑ 푸쉬버튼, KABA 실린더와 ASSA 실린더가 포함된 락킹 세트용 
Ⓐ 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1390-U1
Ⓐ 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자물쇠용 1390-U2
Ⓑ 타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1390-U3
Ⓑ 타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자물쇠용 1390-U4
로드 연결,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카탈로그 페이지 3ZA-120 ~ 3ZA-340에 나열된 로드에 필요 가능 

리프트 핸들,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랙, 아연 다이캐스트,  
비가공;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스프링 포함 
Ⓐ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라운드 실린더 및 인서트가 포함된 락킹 세트용 
Ⓑ 푸쉬버튼, KABA 실린더와 ASSA 실린더가 포함된 락킹 세트용 
Ⓐ 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1390-U1-CX
Ⓐ 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자물쇠용 가능 
Ⓑ 타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가능 
Ⓑ 타원형 구멍이 있는 커버, 자물쇠용 가능 
로드 연결,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카탈로그 페이지 3ZA-120 ~ 3ZA-340에 나열된 로드에 필요 1121-168-CX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에 사용되는 
락킹 세트에 대한 주의사항 

래치 예제 

씰 예제: 1011-10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용 라킹 세트 설치시 (카탈로그 페
이지 3XA-120) 함께 공급 되는 씰 및 "배꼽"이 있는 씰은 
사용하지 않음!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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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핸들, 푸시버튼 있음 
프로그램 1225 

컷아웃 

도어 
중심 

스윙핸들,  
캠용 아답터 포함 

푸쉬 버튼이 있는 스윙핸들,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터 코팅; 
샤프트, 아연 다이캐스트 아연 도금;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스프링과 씰 포함 

눌러 잠금형 
라운드 실린더, 범용 키 EK 333 
라운드 실린더, 아연 다이캐스트; 스테인리스 스틸 캡과 먼지 캡. 
각 라운드 실리더 당 한개의 실버 스틸 키, 키 손잡이,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1225-U302 가능 

라운드 실린더, 개별 키 
라운드 실린더, 아연 다이캐스트; 스테인리스 스틸 캡과 먼지 캡. 
라운드 실리더 당 1개의 실버 스틸 키 제공, 키 손잡이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1225-U303 가능 

더블 비트 3; 아연 다이캐스트 크롬 도금 가능 가능 
더블 비트 5; 아연 다이캐스트 크롬 도금 1225-U339 가능 
빈 핸들 (락킹 시스템 없음) 1225-U326 -
U 자물쇠용으로 설계됨 가능 -
캠용 아답터, 검정 PBT 유리섬유 V0; 브릿지 바,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V0;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1225-U101

도어 
중심 

스윙핸들,  
로드 컨트롤 포함 

캠용 아답터 
1225-U101
별도 주문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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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340 02/20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로드 컨트롤  3YA-110
 3YA-120
 3YA-140
 ‒ 캠이 있는 로드 컨트롤 (3포인트 
잠금)  3YA-840
 ‒ 키  11B-120

가능: 
인서트 
1)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2) 검정 폴리아미드 
 ‒ 캡, 폼 씰 없음, 소형 벤딩 부
위 용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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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높이가 낮은 스윙핸들, 락킹 세트 포함 
프로그램 2225 

컷아웃 

도어 
중앙 

도어 
중앙 

조합 예제 

캠 1325-U101용  
아답터,  
별도 주문 

라운드 실린더나 KABA-실린
더용 모듈 또는  
인서트와 캠용 아답터가 가 
있는 스윙핸들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용 모
듈과 로드 컨트롤이 있는 스
윙핸들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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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J-120

멀티컬러 프린트 가능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3XB-320

 ‒ 캠 (아답터 용)  3YC-120

 ‒ 로드 컨트롤  3YA-110
 3YA-120

 3YA-140

 ‒ 캠이 있는 로드 컨트롤 
(3포인트 잠금) 
  3YA-840

로드 컨트롤 및 시스템 용 스윙핸들 
핸들, 바디, 실린더 커버, 검정 아연 다이캐스트 파우더 코팅; 
샤프트, AISI 303; 후크, 아연 다이캐스트 아연 도금; 써클립,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샤프트 AISI 303;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씰과 스프링 포함 
락킹 세트 별도 주문 2225-U1
스윙 핸들용 락킹 세트 
하우징과 캡, 검정 아연 다이캐스트 파우더 코팅; 
영구자석;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스프링과 씰 포함 
40 mm 프로파일 하프 실린더 (A =30 mm) 용 2225-U11
라운드 실린더, 범용 키 EK 333 
라운드 실린더, 아연 다이캐스트, 스테인리스 스틸 캡과 먼지 캡 
라운드 실리더 당 1개의 실버 스틸 키 제공, 키 손잡이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2225-U48

라운드 실린더, 개별 키 
라운드 실린더, 아연 다이캐스트, 스테인리스 스틸 캡과 먼지 캡 
라운드 실리더 당 1개의 실버 스틸 키 제공, 키 손잡이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2225-U49

KABA-실린더 1036 용 (고객이 공급) 2225-U54
더블 비트 3; 아연 다이캐스트 크롬 도금 2225-U50
철도용 인서트, 아연 다이캐스트 크롬 도금 2225-U60
캠용 아답터 
90° 멈춤쇠, 아연 다이캐스트 아연 도금; 브릿지, AISI 316;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2225-U101

라킹 세트 교체 간편함 
아래쪽 나사 두개를 제거하여 모듈을 
앞으로 손쉽게 뺄 수 있다 

제품 이점 

 ■ 낮은 설치 높이 
 ■ 락킹 시스템은 앞으로 쉽게 교체 (모듈형) 
 ■ 표준 컷아웃에 적합 
 ■ 사전 조립된 스윙핸들과 이스커천 
 ■ 영구 자석이 실린더 커버를 고정 
 ■ 내장 스크래치 보호는 표면 손상 방지 (핸들 / 이스커쳔) 
 ■ 스윙핸들, 모듈 및 캠용 아답터, 아연 다이캐스트 
 ■ 특허 출원함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 EMKA Beschlagteile GmbH & Co. KG  •  2020  •  www.emka.com 35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스윙핸들 AGENT E 무선 
프로그램 3000 
로드 컨트롤 혹은 베어링 부시용 스윙핸들 

스윙핸들 Agent E 무선 Tk = 도어 접점  

작동 
모드 

승인 전원 공급 열림 
표준 

열림 
옵션 

연결 
옵션 

무선 
(무선 네트워크) RFID 카드 (125 kHz 혹은 13.56 MHz) 배터리 즉시 -- Tk 

무선 컨트롤 유닛 1대 당 최대 16대의  Access Units Wireless ≘ 최대 1.200대의 Agent E 무선 핸들 

커아웃 
가능 

컷아웃 

요구됨 
① = 도어 접점 
② = 필요 없음 

도어 
중앙 

도어 
중앙 

캠용 스윙핸들 

© EMKA Beschlagteile GmbH & Co. KG  •  2020  •  www.emka.com 36

Control Unit Wireless Control CockpitAccess Unit Wireless

RFID

Agent E 
Wireless

②

①



3N-120 08/18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무선 Agent E 스윙핸들은 무선 네트워크 기반한 통신을 적용한 최초의  상용 
제품이다.  
선이 필요 없어 저 비용 설치가 가능하며 데이터센터에서의 사용에 용이하다. 
승인은 RFID 카드로 한다.  
고효율 설계로 장시간의 배터리 수명이 보장된다. 

 ■ Access Units Wireless로 무선 네트워크 내 
데이터 교환용 무선 통신 (산업 표준은 국
가별 기준에 따른다) 

 ■ 무선 컨트롤 유닛 1대는 Access Units 
Wireless 통해 최대 1.200대의 Agent E 무
선 핸들을 관리할 수 있다 

 ■ 승인은 125 kHz 혹은 13.56 MHz RFID 카
드로 가능하다. 원격 열림은 추가로 항시 
가능 

 ■ 최고의 고효율 배터리 작동 (배터리 수명 
최소 3년) 

 ■ 4-eye 원칙의 승인은  
2개의 RFID 카드로 가능 

 ■  핸들은 한개의 도어 접점에 대한 한개의 
연결 옵션이 있음 

 ■ 긴급 열림은 내장된 USB 포트로 가능 
 ■ 무선 Agent E 는 설치에 선이 필요 없어 개

보수에 최적 
 ■ 다양한 업체의 캐비넷에 설치문제는 아답

터로 해결 가능하다. 문의 요망 

특징 

스윙핸들 Agent E 구성요소: 
디쉬,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핸들과 샤프트, 아연 다이캐스트 흰색 알루미늄 파우더 코팅; 
배터리 2개;  
설치 및 사용 설명서 
③ 모든 EU국가와 스위스,  
노르웨이용 무선 타입 

로드 콘트롤 혹은 
베어링 부시용 

캠용 

무선 RFID 125 kHz 가능 가능 
무선 RFID 13.56 MHz 3000-U911-41 3000-U911-42
RFID 카드 
125 kHz 3000-87
13.56 MHz 3000-88
베어링 부시용 아답터, 아답터 플레이트,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아답터, 연성 스틸 정밀 캐스트 아연 도금;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도어두께 1.0 - 3.0 용 3000-U104-01
개보수 용 아답터 세트 
다양한 캐비넷 가능 

③ 주목: 
다른 국가용 무선 버전 가능 

Legic 혹은 Mifare Desfire EV1
와 같이 다른 카드 시스템도 주
문 가능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무선 액세스 유닛  11A-220
 ‒ 도어 접점  11A-400
 ‒ 로드 컨트롤  3YA-120
 3YA-140
 ‒ 베어링 부시  3YB-120
 ‒ 캠 (GH=18)  1C-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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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핸들 AGENT E RFID 독립형 
프로그램 3000 

커아웃 
가능 

로드 컨트롤 또는 베어링 부시용 스윙핸들 캠용 스윙핸들 

도어 
중앙 

컷아웃 

스윙핸들 Agent E RFID 독립형 Tk = 도어 접점; SA = 상태 표시 

작동 
모드 

승인 전원 공급 열림 
표준 

열림 
옵션 

연결 
옵션 

독립형 RFID 카드 (125 kHz 또는 13.56 MHz) 배터리 즉시 Tk 

다음에 필요 
① = 도어 접점 

도어 
중앙 

각 핸들 당 최대 128개 트랜스폰더 카드 
소프트웨어 툴을 통해 USB로 카드 관리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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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130 08/18

Agent E RFID 독립형 
해당 버전은 125 kHz 또는 13,56 MHz 트랜스폰더 카드용 리더기가 내장된 
배터리로 작동하는 Agent E 핸들로 구성 됩니다.   
카드를 앞에 대면 핸들이 열립니다.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이 핸들은 작동에 외부 케이블이 필요 없다. 

 ■ 배터리로 동작하는 핸들, RFID 리더기 내
장 

 ■ 125 kHz 또는 13.56 MHz  
트랜스폰더 카드로 승인 

 ■ 최고의 고효율 배터리 작동 (배터리 수명 
최소 3년) 

 ■ Agent E 설정 소프트웨어를 USB 포트를 
통해 설정 (카드 관리, 시간대, 이벤트 로
그 확인) 

 ■ 모든 핸들은 한개의 도어 접점에 연결 옵
션이 있음 

 ■  로그 2000개 저장 가능  
 ■ 긴급 전원 기능과 USB 포트로 긴급 열림 
 ■ 다양한 업체의 캐비넷에 설치문제는 아답

터로 해결 가능하다. 문의 요망 

스윙핸들 AGENT E 구성요소: 
디쉬,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핸들과 샤프트, 아연다이캐스트 백색 알루미늄 파우더 코팅; 
2개 배터리, 설명서 

로드 콘트롤 또는 
베어링 부시용 

캠용 

독립형 RFID 125 kHz 가능 가능 
독립형 RFID 13.56 MHz 3000-U910-21 3000-U910-22
트랜스폰더 카드 
125 kHz 3000-87
13.56 MHz 3000-88
베어링 부시용 아답터, 아답터 플레이트,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아답터, 연성 스틸 정밀 캐스트 아연 도금;  
고정물, 연성 스틸 아연 도금 
도어두께 1.0 - 3.0 용 3000-U104-01
개보수 용 아답터 세트 
다양한 캐비넷 가능 
USB 아답터 케이블 
USB 일반-A 에서 USB 마이크로-B 3000-U102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로드 컨트롤  3YA-120
 3YA-140
 ‒ 베어링 부시  3YB-120
 ‒ 캠 (GH=18)  1C-120
 ‒ 도어 접점  11A-400

특징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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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PA 재질 
프로그램 1125 - 3000 

도어는 투명하게 표시 했음 

* =  절단 로드의  
최소 길이는 
50mm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로드 가이드  3ZC-120

 다음 까지  3ZC-170
프로그램 1160 

 ‒ 스윙핸들과 
이스커천  3D-120

 3D-140
프로그램 1180 

 ‒ 스윙핸들과 
이스커천  3E-120
 3E-140
 ‒ 로드 컨트롤  3YA-320

프로그램 1190 
 ‒ 리프트핸들   3F-120
 ‒ 이스커천  3F-220

프로그램 1390 
 ‒ 이스커천   3FA-120
 ‒ 리프트핸들  3FA-140

프로그램 1125, 1150, 
1225, 1325, 3000 

 ‒ 로드 컨트롤  3YA-120
프로그램 1150 

 ‒ 로드 컨트롤  3YA-420
 3YA-440

프로그램 2100 
 ‒ 로드 컨트롤  3YA-520 락킹 슬라이드가 있는 로드, 카달로그 페이지 3ZA-340 참고 

도어 내부 그림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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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ZA-340 02/20

컷아웃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로드 가이드  3ZC-120

 다음 까지  3ZC-170
프로그램 1160 
 ‒ 스윙핸들과 
이스커천  3D-120

 3D-140
프로그램 1180 
 ‒ 스윙핸들과 
이스커천  3E-120
 3E-140
 ‒ 로드 컨트롤  3YA-320

프로그램 1190 
 ‒ 리프트핸들   3F-120
 ‒ 이스커천  3F-220

프로그램 1390 
 ‒ 이스커천   3FA-120
 ‒ 리프트핸들  3FA-140

프로그램 1125, 1150, 
1225, 1325, 3000 
 ‒ 로드 컨트롤  3YA-120
 

프로그램 1150 
 ‒ 로드 컨트롤  3YA-420
 3YA-440

프로그램 2100 
 ‒ 로드 컨트롤  3YA-520

로드 
캐치 
프로그램 1125 - 3000 

캐치,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평 나사 Ø 3.5 x 13 1121-116-01
캐치,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평 나사 Ø 3.5 x 13 1121-116-01CX
평 나사 Ø 3.5 x 13 

000104

락킹 슬라이드가 있는 로드, 검정 폴리아미드 
도어 높이 

Th 
락킹 포인트 로드 길이 

* =로드 길이를 줄여야 함! 

 800-1300 2-3 475 * 1121-115
1300-1600 3 475 1121-115
1600-1900 4-5 775 * 1121-115-01
1900-2200 5 775 1121-115-01

락킹 슬라이드가 있는 로드, 실버그레이메탈릭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도어 높이 

Th 
락킹 포인트 로드 길이 

* =로드 길이를 줄여야 함! 

 800-1300 2-3 475 * 가능 
1300-1600 3 475 가능 
1600-1900 4-5 775 * 1121-115-01CX
1900-2200 5 775 1121-115-01CX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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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135 04/16

125° 힌지, AISI 304 또는 AISI 316Ti; 나사 스터드, 스테인리스 스틸; 핀 고정 링, 빨강 POM 
AISI 304 평 나사 소형 헤드 M6용 1031-U13
AISI 316Ti 평 나사 소형 헤드 M6용 1031-U22
AISI 304 눌러 맞추는 나사 스터드 M6x15 있음 1031-U20

125° 힌지, 싱글 캐비넷용 
25 mm 도어 리턴 용 

125° 힌지, 싱글 캐비넷용 
25 mm 도어 리턴 용  

125° 힌지 프레임 부위, 핀과 나사 스터드, 연성 스틸 아연 도금; 도어 부위, 연성 스틸, 비가공;  
핀 고정 링, 빨강 POM 
평 나사 소형 헤드 M6용 1031-U12
눌러 맞추는 나사 스터드 M6x15 있음 1031-U19

* 안전 너트 M6 

* 평 나사 
소형 헤드 M6x... 

* 안전 너트 M6 

* 평 나사 
소형 헤드 M6x... 

용접 부위 

* 공급시 포함되지 않음 

소형 헤드 = DIN ISO 2009,  
2010, 7046-1, 7046-2, 7047 

* 안전 너트 M6 

힌지, 평나사 M6용 

힌지,  
눌러 맞추는 나사 스터드 M6 있음 

* 안전 너트 M6 

힌지, 평나사 M6용 

힌지,  
눌러 맞추는 나사 스터드 M6 있음 

125° 힌지, 캡티브 핀 있음 
프로그램 1031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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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190 02/20

나사 조임 힌지,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폴리아미드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브 나사 M5, 스테
인리스 스틸 

핀 그러브 나사  
M5 

평 나사 M5 용 실린더 헤드  
나사 M5 용 

아연 다이캐스팅 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스틸 1056-U3 1056-U5 –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
우더 코팅 

스테인리스 스틸 1056-U4 1056-U6 –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30 1056-U30-01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폴리아미드 – 1056-U41 –
AISI 316, 기계적 윤광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5-PPPH –
AISI 316, 연마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5-PH –
AISI 316, 부식 방지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5-PVPH –

연장 핀 

힌지, 힌지 핀과 연장 핀, 검정 폴리아미드 
1056-U32

나사 조임 힌지, 평나사 M4용; 아연 다이캐스트, 표면처리 선택 가능; 힌지 핀, 스테인리스 스틸 
검정 파우더 코팅 1056-U60
크롬 도금 1056-U61

* 주의: 
표시된 치수는 최종 치수입니다. 
표면 코팅시 유의 바랍니다. 

180° 나사 조임 힌지 
프로그램 1056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컷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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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나사 조임 힌지 

270° 나사 조임 힌지 

나사 조임 힌지,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폴리아미드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브 나사 M6, 스테
인리스 스틸 
① = (2D-너트 가능) 핀 그러브 나사 M6 ① 평 나사 M6 용  
아연 다이캐스팅 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스틸 1056-U7 1056-U9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스테인리스 스틸 1056-U8 1056-U10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31
검정 폴리아미드 유리섬유 폴리아미드 – 1056-U42
AISI 316, 기계적 윤광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9-PPPH
AISI 316, 연마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9-PH
AISI 316, 부식 방지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9-PVPH

나사 조임 힌지, 아연 다이캐스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산 스터드 M6, 스테인리스 스틸 

① = (2D-너트 가능) 핀 그러브 나사 M6 ① 평 나사 M6 용 
아연 다이캐스팅 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스틸 1056-U15 1056-U17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스테인리스 스틸 1056-U16 1056-U18
AISI 316, 기계적 윤광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17-PPPH
AISI 316, 연마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17-PH
AISI 316 부식 방지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17-PVPH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2D-너트  12E-120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180° 와 270° 나사 조임 힌지 
프로그램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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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조임 힌지, 아연 다이캐스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브 나사  M8, 스테인리스 스틸 
핀 그러브 나사 M8 평 나사 M8 용 

아연 다이캐스팅 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스틸 1056-U11 1056-U13
아연 다이캐스트, 검정 파우더 코팅 스테인리스 스틸 1056-U12 1056-U14
AISI 316, 기계적 윤광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13-PPPH
AISI 316, 연마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13-PH
AISI 316 부식 방지 처리 스테인리스 스틸 – 1056-U13-PVPH

180° 나사 조임 힌지 
프로그램 1056 

(4B-210)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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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160 05/10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가스켓 
프로그램 1038, 1101 

씰 프로파일 EPDM 55 Shore A, 검정 
1038-07

씰 프로파일 EPDM 55 Shore A, 검정 
1038-10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55 ± 5 Shore A, 검정 
1101-03

형태 변형 가능 

(U홈에 끼워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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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220 05/19

*

*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자가-고정 가스켓 
프로그램 1011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24-01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씰 프로파일 폼 씰과 클램프 프로파일, 재질 선택 가능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10*
폼 씰 NBR, 클램프 프로파일 NBR 60 ± 5 Shore A, 검정 1011-50

씰 프로파일 폼 씰과 클램프 프로파일, 재질 선택 가능 A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20 1011-05*  (1)
폼 씰 NBR, 클램프 프로파일 NBR 60 ± 5 Shore A, 검정 21 1011-15   (1)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21 1011-49   (2)
폼 씰 NBR, 클램프 프로파일 NBR 60 ± 5 Shore A, 검정 21 1011-47   (2)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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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자가-고정 가스켓 
프로그램 1011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18-01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0 ± 5 Shore A, 검정 
1011-34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21-01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09*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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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260 05/19

*

*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자가-고정 가스켓 
프로그램 1011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20-01

씰 프로파일 폼 씰과 클램프 프로파일, 재질 선택 가능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06*
폼 씰 NBR, 클램프 프로파일 NBR 60 ± 5 Shore A, 검정 1011-16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25-01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23-01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보어 홀, 대략 1500 mm 마다 

보어 홀, 대략 1500 mm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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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280 05/19

* 

*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자가-고정 가스켓 
프로그램 1011 

스틸 스프링 코어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12*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19-01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011-22-01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보어 홀, 대략 300 mm 마다 1011-45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형태 변형 가능 

보어 홀, 대략 1500 mm 마다 

보어 홀, 대략 1500 mm 마다 

스틸 스프링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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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300 03/15

*

*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자가-고정 가스켓 
프로그램 1011 

스틸 스프링 코어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PVC 70 ± 5 Shore A, 검정 
1011-26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PVC 70 ± 5 Shore A, 검정 
1011-17

씰 프로파일 폼 씰과 클램프 프로파일, 재질 선택 가능 
폼 씰 EPDM,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5 ± 5 Shore A, 검정  (1) 1011-08*
폼 씰 NBR, 클램프 프로파일 NBR 60 ± 5 Shore A, 검정 (1) 1011-46
폼 씰 NBR, 클램프 프로파일 NBR 60 ± 5 Shore A, 검정 (2) 1011-48

씰 프로파일 폼 씰 EPDM 25 Shore A, 클램프 프로파일 EPDM 60 ± 5 Shore A, 검정 
1011-41

형태 변형 가능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형태 변형 가능 

스틸 스프링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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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m

1C-170 05/19

프레임 쪽 전단 램프, 검정 폴리아미드, 자가 접착 또는 스테이플 고정 
자가-접착 1000-U858
보어 홀 Ø4.1로 스테이플 고정 가능 1000-510-01AA

주의: 
전단 램프를 사용할 때, 캠의 H-치
수는 4 mm 증가, 
페이지 3YA-820에서의 캠의 A-치
수는 4 mm 증가.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캠  1C-120
 1C-130
 1C-140
 3YA-820
 3YA-840
 3YB-420
 3YB-440
 3YC-120
 3YC-140

내부 핸들, 빨강 폴리아미드, 나사, 연성 스틸 아연 도금, 
(잠금용 90도 회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GH 도어두께 1.5 - M6x 
18 8 16 1000-U681
30 20 25 1000-U682
36 26 30 1000-U683
40 30 40 1000-U684
50 40 50 1000-U685
60 50 55 1000-U686

다른 제품은 카탈로그 참고 
 ‒ 캠   1C-120 
 1C-130
 ‒ 90도 회전   1B-120
  1B-140
  1B-360

 (비 락킹)   1B-520
 다음 까지 (락 없음)   1B-580

  1B-720
  1B-835
  1B-860

제품 이점 

 ■ 램프는 4 mm로 락의 압착 거리가 증가
한다 

 ■ 램프의 작은 홈이 캠을 정확하게 안착 
 ■ 프레임 긁힘을 방지한다 

설치예시: 도어 및 프레임 내부 설명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전단 램프(Ramp), 자가-접착; 
내부 핸들 
프로그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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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200

위생 활-타입 핸들, 스테인리스 스틸 
활-타입 핸들 
프로그램 1095 

* 활-타입 핸들, 알루미늄, 검정 플라스틱 코팅 
A 

100 1095-40-100AA
120 1095-40-120AA
180 1095-40-180AA
200 1095-40-200AA

*  조임물 공급에 포함되지 않음 

위생 활-타입 핸들, 스테인리스 스틸  AISI 316L, 씰 포함 
A D d G H R 

125 12 12,8 M5 51 14 1095-U38-125PK
200 16 16,8 M6 59 18 1095-U39-200PK 

가스켓 
 

보충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관련페이지는 (예 1C-120) 메인 카탈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위생 활-타입 핸들, 스텐리스 스
틸, 외부 플러쉬 평 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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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번호  챕터 분류  페이지 

제품 번호별 인덱스 

제품 번호  챕터 분류  페이지 제품 번호  챕터 분류  페이지 

© EMKA Beschlagteile GmbH & Co. KG  •  2020  •  www.emka.com 54

1000-23 1B-940 18
1000-510-01AA 1C-170 52
1000-590 1B-170 13
1000-590-CX 1B-170 13
1000-591 1B-170 13
1000-591-CX 1B-170 13
1000-593 1B-170 13
1000-593-CX 1B-170 13
1000-594 1B-170 13
1000-594-CX 1B-170 13
1000-595 1B-170 13
1000-595-CX 1B-170 13
1000-597 1B-170 13
1000-597-CX 1B-170 13
1000-598 1B-170 13
1000-598-CX 1B-170 13
1000-599 1B-170 13
1000-599-CX 1B-170 13
1000-601 1B-170 13
1000-601-CX 1B-170  13
1000-603 1B-170 13
1000-U681 1C-170 52
1000-U682 1C-170 52
1000-U683 1C-170 52
1000-U684 1C-170 52
1000-U685 1C-170 52
1000-U686 1C-170 52
1000-U748 1B-220 14
1000-U748-01 1B-220 14
1000-U749 1B-220 14
1000-U749-01 1B-220 14
1000-U755 1B-220 14
1000-U755-01 1B-220 14
1000-U777 1B-220 14
1000-U777-01 1B-220 14
1000-U783 1B-220 14
1000-U795 1B-220 14
1000-U796 1B-220 14
1000-U798 1B-220 14
1000-U805 1B-220 14
1000-U807 1B-220 14
1000-U809 1B-220 14
1000-U811 1B-220 14
1000-U831 1B-220 14
1000-U831-01 1B-220 14
1000-U838-02 1B-835 16
1000-U838-02PF 1B-835 16
1000-U858 1C-170 52
1000-U865-LIPH 1B-225 15
1000-U865-REPH 1B-225 15
1000-U869-LIPH 1B-225 15
1000-U869-REPH 1B-225 15
1000-U870-LIPH 1B-225 15
1000-U870-REPH 1B-225 15
1000-U882 1B-220 14
1000-U902 1B-170 13
1000-U903 1B-170 13
1000-U904 1B-170 13
1000-U905 1B-170 13
1000-U907 1B-170 13
1000-U908 1B-170 13
1000-U911-LIPH 1B-225 15
1000-U913 1B-170 13
1000-U914 1B-170 13
1000-U915 1B-170 13
1000-U916 1B-170 13
1000-U917 1B-170 13
1000-U933 1B-940 18
1000-U934 1B-940 18
1000-U935 1B-940 18
1000-U936 1B-940 18
1000-U941-01 1B-835 16
1000-U941-01PF 1B-835 16
1000-U960-01 1B-835 16
1000-U960-01PF 1B-835 16
1000-U961 1B-836 17
1000-U961-PF 1B-836 17
1000-U962 1B-836 17
1000-U962-PF 1B-836 17
1000-U963 1B-836 17
1000-U963-PF 1B-836 17
1000-U968-06LI 1B-225 15
1000-U968-06RE 1B-225 15

1000-U972 1B-170 13
1000-U973 1B-170 13
1000-U974 1B-170 13
1000-U975 1B-170 13
1000-U976 1B-170 13
1000-U977 1B-170 13
1000-U978 1B-170 13
1000-U981 1B-220 14
1000-U981-1 1B-220 14
1000-U982 1B-220 14
1000-U983 1B-220 14
1001-50 3AB-220 22
1004-44-01AA 3AB-180 21
1004-53 1B-835 16
1004-53 1B-836 17
1004-60 1B-835 16
1004-60 1B-836 17
1004-61 1B-835 16
1004-61 1B-836 17
1004-62 1B-835 16
1004-62 1B-836 17
1011-05 5A-220 47
1011-06 5A-260 49
1011-08 5A-300 51
1011-09 5A-240 48
1011-10 5A-220 47
1011-12 5A-280 50
1011-15 5A-220 47
1011-16 5A-260 49
1011-17 5A-300 51
1011-18-01 5A-240 48
1011-19-01 5A-280 50
1011-20-01 5A-260 49
1011-21-01 5A-240 48
1011-22-01 5A-280 50
1011-23-01 5A-260 49
1011-24-01 5A-220 47
1011-25-01 5A-260 49
1011-26 5A-300 51
1011-34 5A-240 48
1011-41 5A-300 51
1011-45 5A-280 50
1011-46 5A-300 51
1011-47 5A-220 47
1011-48 5A-300 51
1011-49 5A-220 47
1011-50 5A-220 47
1031-U12 4A-135 42
1031-U13 4A-135 42
1031-U19 4A-135 42
1031-U20 4A-135 42
1031-U22 4A-135 42
1038-07 5A-160 46
1038-10 5A-160 46
1056-U3 4B-190 43
1056-U4 4B-190 43
1056-U5 4B-190 43
1056-U5-PH 4B-190 43
1056-U5-PPPH 4B-190 43
1056-U5-PVPH 4B-190 43
1056-U6 4B-190 43
1056-U7 4B-200 44
1056-U8 4B-200 44
1056-U9 4B-200 44
1056-U9-PH 4B-200 44
1056-U9-PPPH 4B-200 44
1056-U9-PVPH 4B-200 44
1056-U10 4B-200 44
1056-U11 4B-205 45
1056-U12 4B-205 45
1056-U13 4B-205 45
1056-U13-PH 4B-205 45
1056-U13-PPPH 4B-205 45
1056-U13-PVPH 4B-205 45
1056-U14 4B-205 45
1056-U15 4B-200 44
1056-U16 4B-200 44
1056-U17 4B-200 44
1056-U17-PH 4B-200 44
1056-U17-PPPH 4B-200 44
1056-U17-PVPH 4B-200 44
1056-U18 4B-200 44
1056-U30 4B-190 43

1056-U30-01 4B-190 43
1056-U31 4B-200 44
1056-U32 4B-190 43
1056-U41 4B-190 43
1056-U42 4B-200 44
1056-U60 4B-190 43
1056-U61 4B-190 43
1095-40-100AA 6A-200 53
1095-40-120AA 6A-200 53
1095-40-180AA 6A-200 53
1095-40-200AA 6A-200 53
1095-U38-125PK 6A-200 53
1095-U39-200PK 6A-200 53
1101-03 5A-160 46
1121-115 3ZA-340 41
1121-115-01 3ZA-340 41
1121-115-01CX 3ZA-340 41
1121-116-01 3ZA-340 41
1121-116-01CX 3ZA-340 41
1121-168-CX 3FA-130 27
1121-168-CX 3FA-150 31
1225-U101 3G-260 32
1225-U302 3G-260 32
1225-U303 3G-260 32
1225-U326 3G-260 32
1225-U339 3G-260 32
1317-U155-BO 3AB-180 21
1317-U156-BO 3AB-180 21
1317-U157-BO 3AB-180 21
1317-U158-BO 3AB-180 21
1317-U321-01 3AB-220 22
1317-U421-02 3AB-220 22
1390-U1 3FA-140 29
1390-U1 3FA-150 31
1390-U1-CX 3FA-140 29
1390-U1-CX 3FA-150 31
1390-U2 3FA-140 29
1390-U2 3FA-150 31
1390-U3 3FA-140 29
1390-U3 3FA-150 31
1390-U4 3FA-140 29
1390-U4 3FA-150 31
1390-U33 3FA-120 25
1390-U33 3FA-130 27
1390-U38 3FA-120 25
1390-U38 3FA-130 27
1390-U38-CX 3FA-120 25
1390-U38-CX 3FA-130 27
1390-U39 3FA-120 25
1390-U39 3FA-130 27
1500-U776-LIPH 1D-420 19
1500-U776-REPH 1D-420 19
1500-U776-01LIPH 1D-420 19
1500-U776-01REPH 1D-420 19
2225-U1 3J-120 35
2225-U11 3J-120 35
2225-U48 3J-120 35
2225-U49 3J-120 35
2225-U50 3J-120 35
2225-U54 3J-120 35
2225-U60 3J-120 35
2225-U101 3J-120 35
3000-87 3N-120 37
3000-87 3N-130 39
3000-88 3N-120 37
3000-88 3N-130 39
3000-U102 3N-130 39
3000-U104-01 3N-120 37
3000-U104-01 3N-130 39
3000-U910-21 3N-130 39
3000-U910-22 3N-130 39
3000-U911-41 3N-120 37
3000-U911-42 3N-120 37



Beschlagteile

®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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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A France
Tel. +33/254/320862
emka@emka-france.com

ARMENIA
EMKA Kilit Sistemleri Metal 
Sanayi ve Ticaret Ltd. Şti.
Tel. +90/262/2909097
info@emkakilit.com.tr

AUSTRIA
EMKA Beschlagteile Ges.m.b.H.
Tel. +43/2143/43063
info@emka-beschlagteile.at

AUSTRALIA *
Lock Focus Pty. Ltd.
Tel. +61/3/97981322
lockf@lockfocus.com.au

AZERBAIJAN
EMKA Kilit Sistemleri Metal 
Sanayi ve Ticaret Ltd. Şti.
Tel. +90/262/2909097
info@emkakilit.com.tr

BELARUS
EMKA Polska Sp.Z o.o.
Tel. +48/323606026
info@emka.net

BELGIUM
EMKA Benelux B.V. Service Office
Tel. +31/413/323510
sales@emka.org

BOSNIA-HERZEGOVINA
EMKA Bosnia d.o.o. Goražde
Tel. +38/738/241310
info@emka.ba

CANADA
EMKA Inc.
Tel. +1/717/9861111
info@emkausa.com

CHILE *
NDU Ingenerieria Ltda.
Tel. +56/2/29639861
ventas@ndu.cl

CHINA
EMKA Industrial Hardware CO.Ltd.
Tel. +86/22/82123759
info@emka.cn

CROATIA
EMKA Okovi d.o.o.
Tel. +385/35/270073
info@emka-okovi.hr

CZECH REPUBLIC
EMKA Beschlagteile CZ
Tel. +43/214343063
info@emka-solutions.cz

SOUTH COREA *
Geo Jeon Co. Ltd.
Tel. +82/314/335508
geojeon@emkakorea.co.kr

SPAIN
EMKA Beschlagteile Ibérica S.L.
Tel. +34/672262672
info@emka-iberica.es

SWEDEN
EMKA Scandinavia
Tel. +46/36/314130
info@emka.se

SWITZERLAND
EMKA Beschlagteile AG
Tel. +41/33/8260220
info@emka.ch

TURKMENISTAN
EMKA Kilit Sistemleri Metal 
Sanayi ve Ticaret Ltd. Şti.
Tel. +90/262/2909097
info@emkakilit.com.tr

TURKEY
EMKA Kilit Sistemleri Metal 
Sanayi ve Ticaret Ltd. Şti.
Tel. +90/262/2909097
info@emkakilit.com.tr

UAE
EMKA Middle East FZE
Tel. +971/42844528
info@emka.ae

UKRAINE
EMKA Ukraine
Tel. +38/096/7535875
info@emka.in.ua

UNITED KINGDOM
EMKA (UK) Ltd.
Tel. +44/2476/616505
info@emka.co.uk

USA
EMKA Inc.
Tel. +1/717/9861111
info@emkausa.com

UZBEKISTAN
EMKA Kilit Sistemleri Metal 
Sanayi ve Ticaret Ltd. Şti.
Tel. +90/262/2909097
info@emkakilit.com.tr

VIETNAM *
Terramar Engineering and
Machinery (Pte.) Ltd.
Tel. +84/8/39153209
cam@terramar.com

DENMARK *
A/S Megatrade Beslag
Tel. +45/44916700
mega@megatrade.dk 

ESTONIA
EMKA Polska Sp.Z o.o.
Tel. +48/323606026
info@emka.net

FINLAND
EMKA Scandinavia
Tel. +46/36/314130
info@emka.se

FRANCE
EMKA France
Tel. +33/254/320862
emka@emka-france.com

GEORGIA
EMKA Kilit Sistemleri Metal 
Sanayi ve Ticaret Ltd. Şti.
Tel. +90/262/2909097
info@emkakilit.com.tr

GREECE *
EMKA Hellas
Tel. +30/21041/83183
info@emka-hellas.com

HUNGARY
EMKA Beschlagteile
Tel. +36/1/2360032
info@emka.hu

INDIA
EMKA India P. A. Pvt. Ltd.
Tel. +91/80/48542727
info@emka.in

ISRAEL *
Kornass Mechanical Engineering
Tel. +972/76/5400789
sales@kornass.com

ITALY
EMKA Italia s.r.l. Unipersonale
Tel. +39/045/6471070
info@emka.it

JAPAN *
TOCHIGIYA Co., Ltd
Tel. +81/48/2283072
support@tochigiya.co.jp

KAZAKHSTAN
EMKA Kilit Sistemleri Metal 
Sanayi ve Ticaret Ltd. Şti.
Tel. +90/262/2909097
info@emkakilit.com.tr

LATVIA
EMKA Polska Sp.Z o.o.
Tel. +48/323606026
info@emka.net

LITHUANIA
EMKA Polska Sp.Z o.o.
Tel. +48/323606026
info@emka.net

MEXICO
EMKA Mexico Beschlagteile
Tel. +52/44/22095217
info@emka.mx

MONTENEGRO
EMKA Bosnia d.o.o. Goražde
Tel. +38/738/241310
info@emka.ba

NETHERLANDS
EMKA Benelux B.V.
Tel. +31/413/323510
info@emka.org

NORWAY
EMKA Scandinavia
Tel. +46/36/314130
info@emka.se

POLAND
EMKA Polska Sp.z o.o.
Tel. +48/326663300
info@emka.net

PORTUGAL
EMKA Beschlagteile Ibérica S.L.
Tel. +351/910904688
info@emka-iberica.pt

ROMANIA
S.C. EMKA Beschlagteile S.R.L.
Tel. +40/269/222700
info@emka.ro

RUSSIA *
OOO “EmTechProm“
Tel. +7/812/4492928
info@emtechprom.ru

SERBIA
EMKA Okovi d.o.o.
Tel. +385/35/270073
info@emka-okovi.hr

SINGAPORE *
VF Fastening Systems PTE Ltd.
Tel. +65/675/23033
vincent@vffastening.com.sg

SLOVAKIA
EMKA Beschlagteile Ges.m.b.H.
Tel. +43/214343063
miro.emka@ba.telecom.sk

SOUTH AFRICA *
Enclosure Solutions
Tel. +27/11/9737260
info@enclosuresolutions.co.za

EMKA Beschlagteile GmbH & Co. KG 
Langenberger Str. 32 • 42551 Velbert, Germany • Tel.: +49/2051/273-0 • Fax: +49/2051/273-128 • E-Mail: info@emka.com • www.emk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