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 잠금 장치
(Trigger Lock)

방아쇠 잠금 장치란:

2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잠금 장치로 방아쇠울

총기 잠금
장치

총기를 잠가 보관해야
하는 이유

에 꼭 맞아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번호 조합, 누름 버튼 또는 열쇠 잠금 장치로 보
호됩니다.

간단. 안전. 준비.

가격:

$5 부터 $30 또는 그 이상

www.lockitup.org
귀하의 총기류에 적합한,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
하며 쉽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총기를 잠가 보관할 수 있는 수십여 가지의 장치가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

장점

누군가가 그 총기를 가져가 오용할 수 있습니다. 어
린이와 권한이 없는 사람은 귀하의 잠금 장치 번호
저렴한 가격
작은 크기
총기를 꺼내 쓰기 쉬움

단점

• 도난 방지 안됨
• 사용될 수 있는 총기 한정
• 저질 잠금 장치의 파손 위험

조합 또는 열쇠의 위치를 절대 알아서는 안됩니다.

다음을 위해 잠가 보관하십시오:
총기 도난 방지

아이들이 총기를 발견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 방지

위기 시기에 사람들이 자살 시도로 죽는 것
을 방지

소개해 드립니다.

잠금 장치는 총기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
•
•

총기 판매점
스포츠 용품 판매점
금고 판매점
철물점
온라인

어떤 장치가 귀하에게 적합할까요?

보관 장치 구입에 할인을 받으시려면 저희 협력
소매업체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본 프로그램을 언
급하십시오.

간단. 안전. 준비.

학교 내 총기 반입 방지

Korean

잠금 보관함

소형 또는 대형 총기 금고

케이블 잠금 장치

방아쇠 잠금 장치란:

방아쇠 잠금 장치란:

방아쇠 잠금 장치란:

(Lockbox)

권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설계된 작은 금고.
대부분 나사나 케이블로 고정이 가능함.

비밀 번호 조합, 디지털 키패드, 지문 생체 인식, 또
는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총기 잠금 장치

귀하의 총기를 잠가 보관할 수 있는 장치에는

가격:

$25 부터 $200 이상

(Safe or Vault)

장총, 권총 또는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설계된 큰
금고.

비밀 번호 조합, 디지털 키패드, 지문 생체 인식, 또
는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가격:

$150 부터 수천 달러

수십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누
름 버튼이나 번호 자물쇠나 키패드 자물쇠가

(Cable Lock)

총의 약실을 차단하여 총이 발사되는 것을 방지
하는 장치. 케이블을 탄창 구멍, 약실 또는 총신

과 약실에 삽입하거나 꿰어 탄알이 발사를 위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밀 번호 조합 또는 열쇠로 잠금 장치를 열 수
있습니다.

가격:

무료 부터 $20 또는 이상

있는 잠금 보관함, 소형 금고 또는 대형 금고
를 추천합니다.

총기를 잠가 보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안전
한 보관 장치는 비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
으며 판매점 및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
니다.

장점

잠가 보관하는 총기는 안전합니다. 잠가 보관

하는 총기는 절도 당하는 일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또한 호기심 많은 아이들과 위

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
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잠가 보관하는 총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
습니다. 잠금 보관함이나 기타 보관 장치들은
비상 시 매우 신속하게 열 수 있습니다.

단점

저렴한 가격

장점

다목적 용도

도난 방지

도난 방지

작은 크기

큰 크기

총기를 꺼내 쓰기 쉬움

내구성 좋음

• 기타 장치에 비해 비싼 가격

단점

• 무겁고 옮기기 어려움

• 기타 장치에 비해 비싼 가격

장점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
다목적 용도

단점

• 도난 방지 안됨
• 일부 케이블은 절단 가능
• 본인 총기에 맞는 케이블인지 확인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