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램프 사용설명서
-

설치 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유의하여주십시오.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등기구 전기 시스템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수행 해야 합

| 각 부분 명칭 (엔진, 컨버터)
②
①

①

니다. 전기 기술자가 아닌 경우 설치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은 HID, CDM 등기구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

③

다.

<비타민램프>

| 유의사항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 전 아래의 사항을 숙지해주
십시오.
1) 이 제품의 전원 공급장치(컨버터)는 100~277V용 입니다.
작업자는 설치를 진행하기 전 조명시스템에 100~277V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품을 AC전원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작동
전에 컨버터가 올바르게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등기구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십시오. 제품이 외부 노출
시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제품 또는 구성요소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눈에 띄는 이상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
을 중지하고 제조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5) 제품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및 청소 등을 시도할 때 항
상 전원을 끄고 작업 하십시오.
6) 젖은 손으로 제품을 만지거나 설치하지 마십시오.
7) 종이, 섬유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나 전도성물체, 비전
도성 물체 등을 제품과 닿거나 감싸지 마십시오.
8) 제품이 젖은 상태로 절대 작동하지 마십시오.
9)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하기 전 등기구가 충분히 식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0)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작동 중 제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11) 제품을 열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12) 구입 시 제공한 컨버터 이외의 다른 컨버터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제조사 확인 후 사용)

① 공기순환로

② HS FRAME(광원부)

③ 베이스소켓 (E39/40)

<비타민램프 컨버터>

AC
① 파랑 : AC(R)

역배선금지

② 녹색 : 접지
③ 갈색 : AC(L)

DC
④ 빨간색 :

+

⑤ 검정색 :

-

| 배선도 (★중요★)
① 접지 / 녹색
② AC / 갈색
③ AC / 파란색

전문가용

| 경고

BKT
JD009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 전 아래의 사항
을 숙지해주십시오.
1)
2)
3)
4)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점등상태에서 제품을 만지거나 설치하지 마십시오.
습하거나 등기구가 파손된 경우 광원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먼지나 기타입자 및 곤충의 축적은 제품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ternal
Dimming
Controller
(옵션)

E39

-+

-+

④ LED+ / V+ / 빨간색
⑤ LED- / V- / 검정색

⑥ Dim / +12V / 흰색
⑦ Dim / +0-10V / 파랑색
⑧ Dim / -Ground / 갈색

주의사항
1)
2)

3)

주위온도가 40°C(104°F) 이상인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
십시오.
램프 청소를 할 시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램프 표면을 부드
럽게 닦으십시오. 스프레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광원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1차측 입력(AC)과 2차측 출력(DC)을 역배선 한 경우 제품
이 파손되며, 유상 A/S 처리됩니다.

※ 주의사항

역배선금지

1. AC직결배선 절대 금지. (DC 역배선 가능)
2. 베이스소켓의 부식, 파손 등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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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램프

유지보수용 LED램프

전문가용
LED 60-150W
9,000~21,000루멘

㈜비케이테크놀로지

제품 특장점
혁신적인 방열 구조로 설계되어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으로
75,000시간의 높은 수명을
제공 합니다.
기존 HID 램프 대비 에너지를 최
대 70 % 절약하고, 간단한 설치
로 제품 유지 보수비용을 큰 폭
으로 절감합니다.
고효율은 동일한 출력의 일반
LED 램프 대비 더 낮은 출력으
로 높은 광량을 제공하거나 같
은 밝기에서 30% 풍부한 광량
을 제공합니다.
기존 조명시설을 그대로 사용
하여 동일한 배광을 유지하면
서 디밍 제어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0 ~ 0 % 자유로운 제어

비타민 램프 이미지
모델명
제품출력
CCT / CRI

HSS1BXE-W75

HSS1BXE-W150

60 / 75W

90/120/150W

3000 / 4000 / 5000K

광학효율

140 – 150 lm/W (CCT / CRI)

총 광량

Max. 11,250

360 Degrees

사용온도

-20℃ to 50℃

제품 크기

4.2in. x 10.6in. / 122mm x 269.5mm

제품 무개

1.3 lbs / 590g

설계 수명

75,000 hrs

보증 수명

3 year

LED 컨버터

VL-Brochure V.2.0

HID 램프 (150W-400W MH / HPS)를 쉽
게 개조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LED
솔루션

Max. 21,500

조사각도

Wattage

제품 설치 예시

제품 설치 전

Max. 150W

Input Voltage

100-277 Vac

Power Factor

0.9 <

IP Code

IP66

Dimming

0-100% (0-10V)

제품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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