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W SERIES USER MANUAL
LED 점등/점멸/부져형 벽 취부용 싸인 타워
(주)케이지오토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 제품을 사용
하시기 바라며 본 사용설명서를 항시 구비해 두시어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상 주의 사항 >

경고

1.본 제품의 배선을 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1.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결선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원을 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의 고장 및 파손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2.반드시 규정된 정격 전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전압은
제품 수명의 단축과 고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1.본 제품은 옥내용 입니다. 실내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제품에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본 설명서에 따른 배선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이상
동작과 고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Model

코드(CODE)

주석(NOTE)

KG-W

ex) KG-WFBV3

점등
(Light)

Light only

점멸점등
(Light/
Flash)

F

Flash

부져(Buzzer)

사용전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읽어 주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형명 구성(Suffix code)

B

Buzzer
D

전압 사양

12/24V DC

V

110/220V AC

적층 단수(Stack)

3

적,황,녹(R,G,Y)

소비 전류(Current consumption)
전압 사양
3단

24V

24V 점등

전력
전류

2.4W

3.6W

100mA 이하 150mA 이하

220V

220V 점등
5.25W

0.86W

24mA 이하

36mA 이하

접속도(Connection diagram)
점등 전용(접점 출력 전용)

4. 제품을 분리 혹은 설치시 반드시 연결된 주 장비의 전원을
차단 하고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제품은 진동이 심하지 않고 지지력이 강한 곳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제품에 신나,벤젠등 화학물질이 유입되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색,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적색 램프선 (RED WIRE)

적색 램프선 (RED WIRE)

황색 램프선 (YELLOW WIRE)

황색 램프선 (YELLOW WIRE)

녹색 램프선 (GREEN WIRE)

녹색 램프선 (GREEN WIRE)

7.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 또는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원
12V/24V

전원
110V/220V

흑색 전원선 (BLACK WIRE)

흑색 전원선 (BLACK WIRE)

제품의 특징 (Characteristic)

점등 전용 (AC)

점등 전용 (DC)

• 판넬에 간편하게 취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점등&점멸&부져(접점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 가능)

• LED전구를 사용하여 밝은 조명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갈색 (부져) (BROWN(BUZZER))

• 내열 수지를 사용하여 변형이 없습니다.
• 충격에 강한 PC재질의 렌즈를 적용하여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갈색 (부져) (BROWN(BUZZER))
점등

적색 램프선 (RED WIRE)

황색 램프선 (YELLOW WIRE)

녹색 램프선 (GREEN WIRE)

녹색 램프선 (GREEN WIRE)

하늘색 점등 (SKYBLUE)

제품의 사양 (Specification)

점등

적색 램프선 (RED WIRE)

황색 램프선 (YELLOW WIRE)

하늘색 점등 (SKYBLUE)
점멸

범주(Category)
형명(Model)

기능(Function)

단수(Stack)

LED type signal tower lamp
KG-W

KG-WFB

점등(Light only)

점등,점멸 & 부져
(Light, Flash & Buzzer)

60~70 times /min.

부져 음압(Volume)

분홍색 점멸 (PINK)

분홍색 점멸 (PINK)

회색 전원선 (GRAY WIRE)
전원
12V/24V
흑색 전원선 (BLACK WIRE)

점등&점멸&부져 (DC)

회색 전원선 (GRAY WIRE)
-

전원
110V/220V

+

흑색 전원선 (BLACK WIRE)

점등&점멸&부져 (AC)

1. 반드시 각 사양별 접속도에 따른 결선을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Stack)

점멸수(Flashing time)

점멸

80dB

정격
(Power supply voltage)

12/24V AC/DC, 110/220V AC
(50/60Hz)

사용 온도(Temp)

-5°C ~ 50°C

사용 습도(Humidity)

35% ~ 85% R.H.

방사 각도(Angle)

180°

LENS 재질(Material)

Polycarbonate(PC)

LENS 색상(Color)

적, 황, 녹
(Red,Yellow,Green)

보호 등급
(Degree of protection)

IPX0 (실내용)
(Indoor)

2. 점멸 점등 AC 사양의 경우 절대로 점멸선(분홍색)과 점등선(하늘색)을
전원선(흑색, 회색)에 같이 접속하지 마십시오. 회로가 손상됩니다.
3. 부져(갈색선)는 점멸선(분홍색)과 점등선(하늘색)에 연결 하시기 바라며 원하는
렌즈의 램프선을 접속할 경우 부져와 표시등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외형도&설치도(Appearance and Panel cutout)
(설치 간격; M4 TAP OR ∅4 HOLE)

TERMINAL C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