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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      거

1-1 1-2

◎ 기존 설치물 철거 준비 및 철거 진행
◎ 기존 설치물을 안전하게 철거 후

   잔해물 정리

2. 하부컷팅 & 수평보기

2-1 2-2

◎ 매립할 경우 폭:75∼85mm 깊이 

  40mm 이상 콘크리트 바닥 컷팅 및 

  콘크리트 잔해물을 정리합니다.

◎컷팅 후 바닥을 평평하게 정리 후 

  바닥 수평 확인 



2-3 2-4

◎ 500∼600mm간격으로 3∼5mm

   고임목을 배치하면서 수평확인       

◎ 수평에 맞게 고임목 배치 후 몰탈을 

   채워 줌

3. 프레임 조립 & 프레임가공

3-1 3-2

◎ 상하부레일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철기리로 

  가공

※피  스 시공시 4.5mm 철기리 사용.

※칼부럭 시공시 6.5mm 철기리 사용.

◎ 프레임측바(다대바)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철기리로 가공 

※피  스 시공시 4.5mm 철기리 사용.

※칼부럭 시공시 6.5mm 철기리 사용.



4. 프레임 조립

4-1 4-2

◎ 설치 될 방향에 맞게 바닥에 놓여진

   프레임 각 모서리 부분을 목재나

   받침틀을 이용 고여 놓습니다.       

◎ 상부는 삼각피스를 사용 조립하며 하 

 부는 원형피스 50mm를 이용하여 조립 

 합니다.

5. 프레임 시공

5-1 5-2

◎ 프레임측바는 수평대 및 레벨기를 이용 

   하여 수평에 맞게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 하부레일 칼부럭 고정시 하부고임목 

   바로 옆을 칼부럭으로 고정합니다. 



5-3 5-4

◎ 프레임 설치 중에 내경 치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프레임 상부고정시 센터점이 1∼2mm 

 정도 기존 내경 치수보다 크게 고정합니다.

6. 문짝시공

6-1 6-2

◎ 문짝 설치 전에 붓을 이용하여 잔해물을 

   점검구 쪽으로 밀어 줍니다.

◎ 하부 한쪽방향에 절단되어 있는 점검 

  구를 조심히 빼내 잔해물을 처리 합니 

  다.



6-3 6-4

◎ 문짝에 보양되어 있는 보양지를 제거합니다.

※주의 : 칼사용시 가스켓 과 도장주의

◎ 문을 세운후 하부베어링 하드웨어를 

  들어서 점검구 자리에 맞추어 넣습니다.

◎ 상부 베어링 하드웨어는 옆으로 눕혀 

  레일에 맞게 세워줍니다.

◎ 점검구를 다시 재위치에 맞게 끼운후 

   서로 만나는 지점 3.5mm 철기리

   타공후 피스로 체결합니다.



6-7 6-8

◎ 프레임측바홈에 문짝 경첩을 잘 맞추어

  넣습니다.

◎ 경첩을 체결할 때 3.5mm철기리로 

   타공후 피스체결합니다.

※주의 : 하부프레임 상단에서 문하단까지 10mm 

       여유  공간 필요

7. 유리시공 & 구동검사

7-1 7-2

◎ 문짝 하단 프레임 내부쪽에 3mm용 피타 

  일을 올려서 강력접착제를 이용 붙여 줌

※하드웨어 와 경첩쪽

◎ 유리를 넣고 하부 오사이를 체결하여 

  줍니다.



7-3 7-4

◎ 문짝상단 프레임 외부쪽 상단 두곳에 피 

  타일을 사용하여 고여줍니다.

※손잡이쪽 상단

◎ 피타일 고인 부위에 씰리콘을 넣어줍니다.

※문이 클 경우 하단쪽도 씰리콘 넣어주세요

7. 유리시공 & 구동검사

7-5 7-6

◎ 오사이를 체결하여 줍니다.

※오사이 체결이 어려울 때 가스켓제거후씰리콘처리

◎ 오사이 체결후 칼등을 활용하여 가스켓을 

  바르게 펴줍니다.



7-7 7-8

◎ 프레임 가스켓 위치 확인 후 

   순간접착제를 이용해 붙여 줍니다.

※접착제는 조금씩 사용해 주세요.

◎ 문짝을 완벽하게 시공 후 구동 확인

8. 프레임 씰리콘처리

8-1 8-2

◎ 하부 프레임 코너에 씰리콘 처리합니다.

※물구멍타공 : 프레임코너 다대에서 60mm이내에 

  8∼9mm타공

◎ 프레임 하부속 피스자리와 점검구 연 

  결부의에 씰리콘 처리합니다.



9. 씰리콘마무리 & 시공 완료 후

9-1 9-2

◎ 프레임 외·내부 씰리콘으로 마무리

   합니다.

◎ 작업 마무리 후 모습

10. 힌지조립

10-1 10-2

◎ 하부프레임 가틀과 다대바에 힌지 갈바판을

  피스로 조립합니다.

※주의: 내부표시선 프레임 하부에 정확히 맞추고 조립

◎ 힌지를 프레임 센터에 맞추고 올려줍니

다.



10-3 10-4

◎ 프레임 센터에 맞춘 힌지 카바 제거후 갈바 

  판과 같이 3.5mm 철기리로 타공합니다.

◎ 3.5mm 철기리 타공후 피스로 

    고정합니다.

※힌지 후면고정후 전면카바제거후 전면도 고정.

11. 방풍체결

11-1 11-2

◎ 체결바 상단내부에 씰리콘 처리합니다.

※창문형이나 바람이 많은 지역설치

◎ 체결바 맞추고 3.5mm 철기리 타공합니

다.



◎ 체결바 피스 확인후 사용합니다.

※주의: 일반 원형피스는 13mm 사용

◎ 체결바 피스를 체결합니다.

※600∼700 간격

12. 점검구체결

◎ 하부레일 시공후 점검구쪽 3.5mm 철기리 

  타공합니다.

※주의: 점검구 기존방향확인

◎ 하부레일쪽 피스 체결후 점검구 방향 

  확인후 피스체결 합니다.



◎ 점검구 연결부위와 피스자리에 씰리콘 처리 

  합니다.

※씰리콘이 내부턱 베어링레일에 올라오지 않게 처리

◎ 폴딩 전체 시공후 도어하부 스톱퍼용씰 

  체결합니다.

※스톱퍼용 씰재질은 알루미늄이며 스텐으로 절곡

하여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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