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원부(점등부)를 고휘도 LED 램프 적용해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저전류로 동작한다.

전원 공급시 일정한 주기로 점멸되며 동작시 MAX.100mA 이하의 전류를 소비한다.

현장에 설치/시험시 램프 점등시 LED 광원을 직접 바로 쳐다보는 것은 삼가해주십시요. (아크릴 명판 조립 후 시험)

제품 구성은 일반형/방수형으로 구분되며, 방호구역 설치 현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

제품 전원은 DC24V 무극성으로 18V ~ 35V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P형수신기,R형수신기 적용가능)

소화가스 방출표시등은 화재구역 외부에 설치하여 화재시 방호구역 내에 소화가스가 방출 되었을 때 램프가 점멸되며
방호구역 내로의 진입을 경고합니다.  제품 설치는 방호구역 출입문 마다 상측에 설치합니다.
방출표시등 소등/복구는 압력 스위치를 복구(정상위치) 시키면 방출표시등은 소등된다.
점등시 고휘도 LED 광원을 사용하므로 시인성 확보가 유리하고, 램프를 교환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개요

주요기능

방수형 [DS-DLX22]

⊙ 외형치수 : 300(W)x120(H)x60(D)

⊙ 공급전원 : DC24V(무극성)

⊙ 방수등급 : IP-66(실내/외 설치가능)

⊙ 재질/색상 : 일반압연강판 1.0t / 적색

⊙ 감시/동작전류 : 0mA/100mA ⊙ 광 원 : WHITE LED(TOP-WIEW)

소화가스방출중

270mm

150m
m

시공치수

소화가스 방출표시등(Discharge Lamp) STEEL[DS-DLX22] / SUS-304[DS-DLX2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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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부(점등부)를 고휘도 LED 램프 적용해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저전류로 동작한다.

전원 공급시 일정한 주기로 점멸되며 동작시 MAX.100mA 이하의 전류를 소비한다.

현장에 설치/시험시 램프 점등시 LED 광원을 직접 바로 쳐다보는 것은 삼가해주십시요. (아크릴 명판 조립 후 시험)

제품 구성은 일반형/방수형으로 구분되며, 방호구역 설치 현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

제품 전원은 DC24V 무극성으로 18V ~ 35V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P형수신기,R형수신기 적용가능)

소화가스 방출표시등은 화재구역 외부에 설치하여 화재시 방호구역 내에 소화가스가 방출 되었을 때 램프가 점멸되며
방호구역 내로의 진입을 경고합니다.  제품 설치는 방호구역 출입문 마다 상측에 설치합니다.
방출표시등 소등/복구는 압력 스위치를 복구(정상위치) 시키면 방출표시등은 소등된다.
점등시 고휘도 LED 광원을 사용하므로 시인성 확보가 유리하고, 램프를 교환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개요

주요기능

방수형 [DS-DLX22]

⊙ 외형치수 : 300(W)x120(H)x60(D)

⊙ 공급전원 : DC24V(무극성)

⊙ 방수등급 : IP-66(실내/외 설치가능)

⊙ 재질/색상 : 일반압연강판 1.0t / 적색

⊙ 감시/동작전류 : 0mA/100mA ⊙ 광 원 : WHITE LED(TOP-WIEW)

소화가스방출중

270mm

150m
m

시공치수

소화가스 방출표시등(Discharge Lamp) STEEL[DS-DLX22] / SUS-304[DS-DLX2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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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형 [DS-DLX22S]

⊙ 외형치수 : 300(W)x120(H)x60(D)

⊙ 공급전원 : DC24V(무극성)

⊙ 방수등급 : IP-66(실내/외 설치가능)

⊙ 재질/색상 : SUS-304 1.0t/자연색,적색

⊙ 감시/동작전류 : 0mA/100mA ⊙ 광 원 : WHITE LED(TOP-WIEW)

소화가스방출중

270mm

150m
m

시공치수

방수형 [DS-DLX22S]

⊙ 외형치수 : 300(W)x120(H)x60(D)

⊙ 공급전원 : DC24V(무극성)

⊙ 방수등급 : IP-66(실내/외 설치가능)

⊙ 재질/색상 : SUS-304 1.0t/자연색,적색

⊙ 감시/동작전류 : 0mA/100mA ⊙ 광 원 : WHITE LED(TOP-WIEW)

소화가스방출중

270mm

150m
m

시공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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