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력 볼트 셋트 (F13T) 사용시 주의사항!
Installation of High Strength Bolts Set (F13T)

체결 시 유의사항 (Attention in Fastening)

OIL
WATER
DUST

너트, 와셔 조립방향확인

Check the installation side for the 

nut and the washer.

손 조임

Tightening by hands

1차 체결 후 마킹

Marking after the snug-tightening.

본 체결 후 볼트, 와셔의 회전여부 확인 후 

회전이 발견되면 교체할 것

In case the washer has rotated After 

pretensioning, replace the bol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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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조비실길 16-8

 1차 조임 전 부재간의  홀 센터가  일치가 된 상태에서 볼트를  홀에 삽입 하십시오.(볼트 강제 박음 시공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1차 체결 후 눈 또는 비가 내릴 경우 1차 체결에 한하여 본 체결 (마지막 체결 필히 완료할 것)

 1차 체결 시의 공구는 제품에 충격이  적은 너트 런너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본 체결시의 체결 토오크는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공해 주십시오. (체결 시 볼트 파단의 원인)

(All boltholes shall be alighned to permit insertion of the bolts without undue damage to the threads before snug-tightening.

(Do not hammer bolt head to insert the bolt in to the holes.))

(In case it rains or snows after the snug-tightening, pretensioning must be done with the Bolts which are snug-tightened.)

(When pretensioning, do not tighten the bolts excessively than the installation Torque. (It may cause a breakage of bolts)  

(Use Torque wrench or Impact wrench designed for snug tight only.)  

보관 시 유의사항 (Attention in Storage)

본 제품 표면 윤활조건을 변경시키는 비, 눈, 습기, 오물, 모래바람 ,직사광선등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는 

창고 및 유사한 위치에 보관, 관리할 것.

(Please, Pay attention on following instruction Rain, Snow, Moisture, Foreige substance, Sand wind, 

direct sunlight can cause bad impact  on bolt proper function. Product lubricating condition could be changed by the about cause. 

Keep the bolt  in good ventilation warehouse or similar p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