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TL USER MANUAL
LED 점등/점멸형 다색표시등
(Steady/Flashing Multiple Color LED Signal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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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purchasing KGAUTO product.
Before using the product, please read this instruction manual carefully.
And keep this manual where you can view at any time.

< 안전상 주의 사항 (Safety information) >
사용전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읽어 주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efore using the product, please read the safety infomation

위험
Danger

1.본 제품의 배선을 연결하거나 제품의 커버를 열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Be sure to turn off power before connecting wires or open
cover of product, it can cause electric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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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Warning

Please check for the correct connecting wire before installing
it. Incorrect wiring will cause a break down of product.

2.반드시 규정된 정격 전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전압은
제품 수명의 단축과 고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Please check for the correct voltage, Over voltage will cause
by a malfunction of this product

제품의 사양 (Specification)
Multiple Color LED Signal Lamp

범주(Category)
형명(Model)

KG-MTL

기능 (Function)

점등,점멸
(light, flash)

점멸수(Flashing time)

60~70times /min.

정격
(Power supply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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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온도 (Temp.)

-20°C~70°C

사용 습도 (Humidity)

35%~85% R.H.

LENS 재질 (Material)

Polycarbonate(PC)

소비 전류
(Current consumption)

AC TYPE: 0.2A(max.), DC TYPE 58mA(max.)

LED 색상 (Color)

적색, 녹색, 청색, 황색, 하늘색, 보라색, 백색
(Red,Green,Blue,Yellow,skyblue,Purple,White)

보호 등급
(Degree of protection)

전후면 방우형 구조 (후면은 케이블그랜드 적용시)

형명 구성 (Suffix code)
코드 (CODE)

Model

ex) KG-MTL-V2-L

KG-MTL

1.본 제품은 방우형 타입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This product is only suitable for rain-proof type

D1

전압 사양
(Power supply Voltage)

DC 24V

V2

AC 110 - 220V

2.제품에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Applying a strong shock on the outside of product may cause
a break down.

3.본 설명서에 따른 배선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이상
동작과 고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Please refer to the "wiring diagram" when you wire the product.

주의
Caution

NONE

브라켓 사양
(Bracket specification)

L

L형 브라켓 (Bracket)

접속도(Connection diagram)

4. 제품을 분리 혹은 설치시 반드시 연결된 주 장비의 전원을
차단 하고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When mounting(dismounting)the product, please conduct
operations after turning off the power of the main unit.

DC 12V(주문사양)

D2

접점 구동타입
DC 구동

5. 제품은 진동이 심하지 않고 지지력이 강한 곳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hoose place that has sufficient strength and vibration.

점등 동작 모드
적색 램프선 (RED)

적색 램프선 (RED)

녹색 램프선 (GRN)

녹색 램프선 (GRN)
청색 램프선 (BLU)

청색 램프선 (BLU)

6.제품에 신나,벤젠등 화학물질이 유입되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색,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점멸 동작 모드

분홍색 점멸선 (PINK)
※내부 DIP 스위치 세팅 모드시

사용 금지.

Please be cautions that contact with chemical such as thinner
or benzene can cause of deformation of the product or color
of change.

※내부 DIP 스위치 세팅 모드시

연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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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점등선 (SKYBLUE)

The contents of this manual may be changed without prior
notification.

하늘색 점등선 (SKYBLUE)
전원
DC 24V

전원
DC 24V

무극성
무극성
검정색 전원선(BLK)

제품의 특징 (Characteristic)
• ∅65 돔 형상의 소형 제품으로 구비된 플라스틱 너트로 간단하게 설치 가능
∅65 small dome-shaped products. It is simple to fix with a plastic nut.
• 확산형 렌즈 커버를 적용하여 장비 혹은 시스템 상태를 표시함.
Diffusion lens cover enables indication of equipment or system status.
• 기본 3색 컬러 및 조합 전체 7색 컬러를 1대의 제품으로 구현하여 공간 절약
1 product implements basic 3 color and 7 color expansion to save space.

AC 구동

점등 동작 모드
적색 램프선 (RED)

검정색 전원선(BLK)

점멸 동작 모드
적색 램프선 (RED)

녹색 램프선 (GRN)

녹색 램프선 (GRN)

청색 램프선 (BLU)

청색 램프선 (BLU)
분홍색 점멸선 (PINK)

하늘색 점등선 (SKYBLUE)

• 접점 출력은 기본이며, 트랜지스터 출력(NPN/PNP) 까지 지원.
Supports Contact output and Transistor output (NPN/PNP).

• 제품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전원선과 내부 DIP 스위치 조정을 통해 사용 가능
Depending on the product installation environment, only the power line
and the internal DIP switch can be adjusted for use.
• 상부는 방우형 타입이며, 하부 케이블 그랜드 (규격 : PG9 (별매))를 사용하면
후면 출력선까지 방수가 가능함.
This product is rain-proof type. and if you use cable grand (PG9),
It's a fully water-proof.

※내부 DIP스위치 세팅 모드시

사용 금지.

주황색 전원선(ORG)

전원
AC110V-220V

검정색 전원선(BLK)

※내부 DIP 스위치 세팅 모드시

사용 금지.

주황색 전원선(ORG)

전원
AC110V-220V

검정색 전원선(BLK)

외형도&설치도 (Appearance and Panel cutout)

접속도(Connection diagram)
NPN 구동타입

청색 램프선 (BLU)
분홍색 점멸선 (PINK)

하늘색 점등선 (SKYBLUE)

하늘색 점등선 (SKYBLUE)

+

체결너트

+

케이블그랜드)
옵션 사양(별도 구매)

검정색 전원선(BLK)

검정색 전원선(BLK)

AC 구동

전원
DC 24V

렌즈

녹색 램프선 (GRN)

청색 램프선 (BLU)

노출 부위

적색 램프선 (RED)

녹색 램프선 (GRN)

기본 타입)

적색 램프선 (RED)

전원
DC 24V

∅

점멸 동작 모드

점등 동작 모드

케이블 그랜드 적용시)

DC 구동

외형 치수도

전원선 2P(only AC)
신호선 5P(AC),6P(DC)

점멸 동작 모드

점등 동작 모드
적색 램프선 (RED)

적색 램프선 (RED)

녹색 램프선 (GRN)

녹색 램프선 (GRN)

청색 램프선 (BLU)

청색 램프선 (BLU)

설치 타공도

분홍색 점멸선 (PINK)

하늘색 점등선 (SKYBLUE)

주황색 전원선(ORG)

주황색 전원선(ORG)

전원
AC110V-220V

전원
AC110V-220V

검정색 전원선(BLK)

회전 방지형 타공

검정색 전원선(BLK)

- 직접 설치형 (Direct installation without plate)

PNP 구동타입
DC 구동

일반 설치 타공

점멸 동작 모드

점등 동작 모드
적색 램프선 (RED)

적색 램프선 (RED)

녹색 램프선 (GRN)

녹색 램프선 (GRN)
청색 램프선 (BLU)

청색 램프선 (BLU)

분홍색 점멸선 (PINK)

하늘색 점등선 (SKYBLUE)

전원
DC 24V

하늘색 점등선 (SKYBLUE)

+
-

검정색 전원선(BLK)

전원
DC 24V

+
-

검정색 전원선(BLK)

- L형 브라켓 설치형 (별도구매) (L-type bracket installation)

1. 반드시 각 사양별 접속도에 따른 결선을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make sure you have the correct connection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2. AC TYPE에서 LAMP선과 점등,점멸선은 절대 전원선에 같이 접속 하지
마십시오. 회로가 손상됩니다.
Never connect the lamp wire, the light or the flashing wire together,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damage to the circuit.

3. 접점 구동에서 DC TYPE의 전원은 극성과 관계 없이 연결 가능 합니다.
DC power source is connected regardless of polarity in contact drive
4. CABLE GRAND 규격은 PG9이며, 후면 방수가 필요한 환경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ABLE GRAND size is PG9 and should be used in an environment that
requires water-proof at bottom body.

5. 각 램프의 신호선 R,G,B는 공통선(점멸 혹은 점등)과 쇼트해서 사용할 경우
혼합색 구현이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to implement mixed color, if you connect each wire together.
< R+G+COM= 황색(Yellow),
R+B+COM= 보라색(Purple) >
< G+B+COM= 하늘색(Skyblue) ,
R+G+B+COM= 백색(White) >
6. 내부 DIP스위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전원선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AC타입은 주황색/검정 전원선, DC타입은 하늘색 점등선/검정색 공통선)
내부 DIP스위치 방식은 NPN / PNP 결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If using the internal DIP switch, connect the only power line please.

내부 DIP스위치 사용시 설정 방법
1. 외부 접점(릴레이)을 이용하여 배선을 간단하게 구성하고자 할 경우
렌즈 커버를 오픈한 후 내부의 DIP 스위치 세팅을 통하여 하기와 같이 구현
하실 수 있습니다.
The internal DIP switch adjustment is shown below.
색상
적색
(RED)

LED 점등

LED 점멸

ON

ON

OFF

OFF
1 2 3 4 5

녹색
(GRN)

ON

ON

OFF

OFF
1 2 3 4 5

ON

ON

OFF

OFF
1 2 3 4 5

황색
(YEL)

LED 점등
ON

LED 점멸
ON

OFF

1 2 3 4 5

1 2 3 4 5

청색
(BLU)

색상

OFF
1 2 3 4 5

하늘색
(SKY/
BLU)
보라색
(PUR)

ON

1 2 3 4 5

ON

OFF

OFF
1 2 3 4 5

ON

ON

OFF

1 2 3 4 5

1 2 3 4 5

OFF
1 2 3 4 5

1 2 3 4 5

초기세팅: OFF상태
1 : RED
2 : GREEN
3 : BLUE

ON
OFF
1 2 3 4 5

4 : 예비
5 : OFF 점등모드
ON 점멸모드

백색
(WHT)

ON

ON

OFF

OFF
1 2 3 4 5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