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쉐이드 전동커튼 레일 제작 - 양개
made by junsh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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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tain Rail system ]

02 레일 제작
※ 이때 벨트가 뒤틀리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요..

※ 이때까지 캐리어에 나사를 연결하지 마십시요.

벨트 톱니모양이 레일 안쪽으로)

양개형 레일 set를 부속품을 확인후,
1 해체된
제작 준비 합니다.

캐리어 연결후(나사 미조립) 레일의
2 벨트와
좌측 윗쪽라인으로 넣어 줍니다.

레일까지 당겨주고 벨트를 풀리와 연결
3 반대편
후 다시 레일 아래라인으로 넣어 줍니다.

캐리어
전용나사

모터쪽의 레일을 통과한 벨트와 캐리어를
캐리어를 일직선되게 고정시켜
4 다시
5 레일끝쪽과
나사로 연결하여 줍니다.
줍니다.

풀리와 레일 위쪽 벨트를 당겨줍니다.
6 반대편
(아래쪽 벨트는 고정된 상태)

※ 커튼고리 세트 위치

9cm
아래쪽 라인끝에서 9cm 지점에 유성펜
7 레일
으로 체크하여 줍니다.

9cm 체크한 벨트를 풀리를 통과하여
8 레일의
위쪽으로 돌려 이동시켜 줍니다.

세트를 체크했던 위치에서 레일방향
9 커튼고리
으로 벨트를 결합하여 줍니다.

17.7cm
밀착

캐리어
전용나사
벨트굴곡 위로 컷팅

세트를 레일에 넣어주고 풀리를
10 커튼고리
레일과 밀착되게 결합합니다.

모터쪽으로 끝까지 밀어주고 벨트의
벨트를 풀리와 연결한 후, 캐리어를
11 캐리어를
12 컷팅한
나온 길이 17.7cm를 체크한 후 컷팅 합니다.
벨트끝에 나사로 결합하여 줍니다.(텐션작업)
KC인증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 동부화재 최고2억원

기타 문의 사항 :

TEL : 02.323.8181 FAX : 02.323.8969
E-mail : junshade@hanmail.net Website : www.junshade.co.kr

02 레일 제작

3

텐션이 여유있을때

벨트 기본 위치

2

1

텐션이 빠듯할때

텐션작업 : 벨트의 유격을 조정하는 작업
캐리어를 같이 모아 주십시요. 이때
완료 후에 커튼고리 set 결합 후
13 분리된
14 텐션작업
벌어졌으면 텐션 작업을 다시 하여 주십시요. 13_1 으로 헛돌거나 부하를 방지하는 작업
커튼핀, 스톱고정쇠 순으로 조립합니다.

set : 레일안쪽으로 커튼고리를
set : 캐리어에 중심쇠(삼발이)
set : 공통쇠 롤러를 롤러바퀴가
14_1 커튼고리
14_1 커튼고리
14_1 커튼고리
중심쇠 나사 구멍에 맞춥니다.
를 끝까지 눌러 줍니다.
레일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후

레일에 커튼핀, 스톱고정쇠, 풀리커버
레일 양끝까지 왕복운행 하여
15 반대편
15 커튼고리를
순으로 조립합니다.
벨트가 이상없는지 체크합니다.

+ 중심쇠 + 공통쇠 롤러를
14_1 커튼고리
같이 전용나사로 결합하여 줍니다.

※ 이때 벨트가 걸리면 다시 재조립

1M

2cm

브라켓을 양끝 폴리에서 2cm간격으로
간격을 약1M정도로 배치하여
16 레일 중간의 연결대를 나사로 고정시켜줍니다. 17 천정
18 천장브라켓
레일밑으로 고정합니다.
레일에 고정합니다.

원단 핀을 커튼고리 부터 차례대로
결합이 끝나면 커튼박스에 조립된
20 커튼
19 천정브라켓
커튼모터가 안보이 도록 달아 줍니다.
레일을 설치합니다.

21 커튼 레일 및 원단 설치 완료

※ 조립과정에서 캐리어와 벨트결합 시 캐리어 전용나사를 꼭 결합하여 주십시요!!! 추후에 전용피스가 결합되지 않으면 레일과 벨트에 문제가 생김니다.
※ 조립과정에서 텐션작업은 벨트의 유격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필히 벨트의 간격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벨트가 헛돌거나, 부하에 의해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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