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S1BXE-W150

비타민램프 설치가이드

쉬운 설치

전방향 발광

효율적

경제적

긴 수명

높은 호환성

주식회사 비케이테크놀로지 (비타민LED)
본사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B동 702호
대표전화 : 1599-9754 / Fax : +82-303-3130-7701
E-Mail : sales@bktechnology.kr / Homepage : www.vitaminled.com

비타민 램프 제원

모델

HSS1BXE-W150-3000

HSS1BXE-W150-5700

광량 (lm)

16,000

19,300

광효율 (lm/W)

115

130

색 온도 (K)

3,000

5,700

연색성 (RA)

83

83

SMPS Driver

BKT / JD009

출력 (W)

150

입력전압 (V)

100 ~ 277

사용온도 (℃)

-20 ~ 40

역률

PF > 95% AT 220Vac over 50% LOAD

The BK Technology Vitamin LED retrofit kit is designed for ballast bypass, and replacement of 250W to 400W metal halide/high
pressure sodium lamps.

제품상세설명
- 설치 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읽고 유의해주십시오.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등기구 전기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수행 해야 합니다. 전
기 기술자가 아닌 경우 설치하지 마십시오.

유의사항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 전 아래의 사항을 숙지해주십시오.
1) 이 램프의 전원 공급장치(컨버터)는 100~277V용 입니다. 작업자는 설치를 진행하기 전 조명시스템에 100~277V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2) 램프를 AC전원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램프를 작동 전에 컨버터가 올바르게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제품 또는 구성요소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눈에 띄는 이상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나 지
역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4) 램프를 설치, 제거 시 유지보수 및 청소 등을 시도할 때 항상 전원을 끄고 작업 하십시오.
5) 젖은 손으로 설치, 작동 또는 유지보수를 하지 마십시오.
6) 종이, 섬유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로 제품을 덮거나 감싸지 마십시오.
7) 젖은 상태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8)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하기 전 등기구가 충분히 식었는지 확인하십시오.
9)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작동 중 제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10) 제품을 열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11) 구입 시 제공한 컨버터 이외의 다른 컨버터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경고 :
제품에 무게나 기계적 힘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
부식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먼지나 기타입자 및 곤충의 축적은 제품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광원을 직접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
주위온도가 40°C(104°F) 이상인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램프 청소를 할 시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램프 표면을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스프레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광원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비타민 LED 램프

X1

X1

배선도
①
②
③

① Input / Ground / Green
② Input / Black / Brown

BKT
JD009

③ Input / White / Blue

④ Output / V+ / Red
⑤ Output / V- / Black

④⑤

컨버터(SMPS)

X1

접지 배선
발라스트 하우징에있는 접지 하네
스를 사용하십시오.
* 제품의 본 성능을 보장하고 효율저하 방지를 위해 제품을 올바르게 접지 하여야 합니다.
* 기구에 있는 접지 하네스는 일반적으로 녹색 또는 구리 와이어입니다.

Input AC

Driver

•

접지 하네스 와이어는 정션박스 또는 발라스트 하우징에 있습니다.

•

컨버터(SMPS)가 적절한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 – 하이베이(High Bay) 등기구*
-설치, 검사 또는 제거 하기 전 전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① 클램프 밴드를 풀고 글로브를 제거한다.

②

② 기존의 램프를 제거한다. (뜨거울 수 있으므로 주의)

③

③ 나사를 풀어 소켓 베이스를 분리한다.

①

④ 나사를 풀어 컨버터박스, 등주 안정기함을 연다.
⑤ 기존 HID, CDM안정기를 분리한다.

⑤

⑥ BKT / JD009-45V 컨버터(SMPS)를 기존 안정기와 같이 연

④

결한다. (P.3 배선도 참조)
⑦ 나사로 컨버터 박스, 안정기함을 조립한다.

⑥
⑦

*위 그림은 설명을 위한 것 입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⑨
⑧ 나사로 소켓 베이스를 다시 부착하십시오.
⑨ 비타민 램프를 돌려 소켓에 설치하십시오.

⑧

⑩ 디퓨져 커버와 밴드를 고정하십시오.
⑪ 전원을 켜고 램프를 작동시킵니다.

⑩

⑪

주의 – 램프가 깜빡이거나 플리커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전원을 끄고 등기구에서 램프를 제거한 뒤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