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형 조광기
· 백열등 전용
· LED 전용
진흥전기(주) 배선기구 제품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시고 난 후 사용하십시오.

｜제품 이미지 및 사양｜
백열등 전용

스위치형 조광기
500W

스위치형 조광기
700W

LED 전용

스위치형 조광기
1000W

｜제품 사양｜
사용용도

연결된 전등의
켜짐과 꺼짐 제어, 밝기조절

사용전원

AC 220V 60Hz

정격용량

500W, 700W, 1000W / 350W(LED용)

제품치수

75 x 122.5 x 36(mm)

작동방식

로터리 스위치

｜명칭과 기능｜
* 밝기조절은 제품 타입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볼륨
: 연결된 전등의 밝기 조절

② 1구 스위치
: 연결된 전등의 켜짐과 꺼짐 제어

스위치형 조광기
350W

｜결선도｜
제품 오결선 시 보증기간 내에도 무상수리가 지원되지
않으니 설명서와 제품 뒷면의 라벨에 있는 결선 방법을 꼭
숙지한 후에 제품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LED 전용 스위치부 조광기는 진흥전기 전용 디밍등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사 제품 사용시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부하
백열등

전원
AC 220V

스위치

｜스위치 사용방법｜
1. 조광기의 볼륨을 우측(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딱! 소리와 함께 전등이 켜지면서 서서히
밝아지고 좌측으로 돌리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1) 이때 반드시 1구 스위치(볼륨 하단부 스위치)는 켜져 있어야 합니다.

조명을 밝게 할 때

조명을 어둡게 할 때

2. 조광기의 볼륨을 좌측(반시계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딱! 소리와 함께 전등이 꺼집니다.
3. 조광기를 원하시는 밝기에서 전등을 ON/OFF 하시려면 조광기의 볼륨을 원하는 밝기에
위치 시킨 후 1구 스위치를 ON/OFF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1. 취부 전 또는 전등 교체 전 반드시 상위 차단기를 꺼짐(OFF) 위치로 하여 전원을 차단
시키십시오.
2. 제품을 설치하기 전 설명서와 BOX에 기재된 설명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여 주십시오.
3. 잘못된 설치로 인해 오동작 및 사고가 발생 할 위험이 있습니다.
1) 오동작 및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구의 접지를 해주십시오.

4. 빗물, 기름, 분진, 직사광선 등의 사용 환경에는 설치를 피하여 주십시오. 감전, 누전,
단락, 화재, 오동작이 발생 할 위험이 있습니다.
5. 정격에 맞지 않으면 부동작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정격전압과 정격부하를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스위치형 조광기 - 전등부하 합계 500W / 700W / 1000W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2) LED 전용 스위치형 조광기 - 전등부하 합계 350W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6. 일반 스위치형 조광기는 백열등 전용이므로 백열등외 다른 전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LED 전용 스위치형 조광기는 진흥전기 전용 디밍등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타사 제품 사용시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7. 조광기는 고온다습에 약하므로 조광기 사용중 가까이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조광기의 외관이 더러워졌을 때는 강한 천이나, 약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9. 사용중에 이상한 소리가 발생하면 플레이트를 꼭 조여 주십시오.
10. 전등 교환시 반드시 조광기 볼륨과 조광기용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교체하여
주십시오.
11. 본 조광기는 잡음 방지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나 라디오나 오디오 세트에 잡음 방해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이 대책을 실시하십시오.
1)
2)
3)
4)

오디오 세트를 접지 시키십시오.
오디오 세트의 안테나 선길이를 길게 하십시오.
조광기에서 오디오세트 및 안테나 접지선을 1m 이상 띄우십시오.
이상의 조치를 해도 잡음이 발생시는 구입하신 점포나 대리점 또는 본사로 연락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제품 보증서｜

1. 본 제품은 품질 관리 및 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2.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기간 내에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본사 서비스센터(A/S접수:1899-1948) 혹은
구입하신 대리점을 통해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3.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보증서 내의 유상 서비스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해 드립니다.
4. 수리를 요할 때는 본 보증서를 꼭 제시하여 주십시오.
5. 본 보증서는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6. 가정용 제품을 영업 용도 (영업 활동, 비정상적인 사용 환경 등)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량 또는 조립 사용과 무관한 해체품은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제품명

보증기간
구입일로부터 12개월

모델명
판매및 구입일

년

월

일
성명

고객주소
대리점주소
(상호)

전화
성명
전화

*제품 구입시 공란의 내용을 필히 기재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