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HT
CONTROL

LC 2218

OPERATING MANUAL

※주의
연결 기기수에 관계없이 총 부하의 한계는 

50A이하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본 사용설명서에는 제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와 함께 제품을 작동해보시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S. 070-509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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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는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바랍니다. 

- 본 제품의 각 기기간의 접속이 끝나기 전에는 

   전원코드를 전원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고장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만일 기기의 내부를 만지게 되면 감전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기의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 

   들어갈 경우에는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 외함의 환기구로 금속물질이 들어가 

   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머리핀, 동전과 같은 이물질이 본 기기에

-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 
 마십시오.

- 코드가 손상되어 합선 또는 단선위험의 원 

   인이 됩니다. 

-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시오.

전원코드를 뽑으실 때 코드를 잡고 빼지 

- 만일 기기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

   에는 전원코드를 빼시고 가까운 A/S지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본 기기의 외부를 닦으실 때에는 가솔린, 

   벤젠, 신나 등으로 닦지 마시고 건조된 깨

   끗한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설치 할 때는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십

   시오.

- 온도변화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

   시오.

- 난방기구 주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

   십시오.

- 진동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기기 위에 물그릇이나 꽃병, 어항등을 놓지 마

   십시오.

- 기기에 있는 방열구를 막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중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제품외함

   의 환기구를 절대로 막지 마시고 벽면으로 부

   터 20cm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취급시 주의사항 설치시 주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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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패널에는 전압상태를 표시하여 별도의 전압 TESTER가 없이도 전원공급상태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BY-PASS기능이 있어 순차전원공급기능이 필요 없을 때에는 직접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면의 개별 스위치 및 전용 GUI를 이용하여 제어가 가능합니다.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LIGHT CONTROL

LC 2218

1. 사용설명서 2.퓨즈(Fuse x 1EA)

3. 랙 볼트 및 와셔 각 4EA 4. RS-232 케이블 1EA

구성품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전면부분의 명칭과 기능 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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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1 전원 스위치(POWER SWITCH  / ON LED)

4

5

- 메인 전원의 입력 전압상태를 표시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끄셔도 항상 표시됩니다.)

AC 전압 미터(AC Voltage Meter)

- 7채널로 놓으면 1채널은 비상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상전원 선택스위치(7CH or 8CH)

91 3

7

4

5 8

2

6

2 바이패스표시(Bypass LED)

- 바이패스 버튼을 ON 하면 LED가 점등 됩니다.

3 바이패스버튼(Bypass Button)

- 버튼을 누르면 1채널~8채널 전원출력단자 전체에 전원이 동시에 ON 상태가 됩니다,

6

7

- 순차기능 선택스위치를 7채널로 해놓으면 점등이 됩니다.

1채널 비상전원 출력표시(DIRECT-OUT LED)

- 해당채널의 전원 출력단자에 전원이 ON 되면 LED가 점등 됩니다.

전원출력표시(Power Output LED)

8
- 해당채널의 전원 출력을 켜고 끕니다.

전원출력스위치(Power Output Switch)

4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LIGHT CONTROL

LC 2218

9
- 외부로 220V 전원을 출력합니다.(전원스위치를 끄셔도 항상 전원을 출력합니다.)

외부 220V 예비(Extra)전원 출력단자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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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부분의 명칭과 기능 후면부

- 전원순차 작동 시 1~8번 순으로 전원을 출력합니다.

1 전원 소켓(Power Output Socket)

- 7채널 순차로 선택을 하면 1번 소켓은 상시 비상전원을 출력합니다.

2 비상전원출력 소켓(채널출력 1)

4 RS-232 IN
- RS-232통신으로 연결하여 장비의 동작 및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통신 입력 포트입니다.

5 RS-232 OUT
- RS-232통신을 다른 장비로 연동하기 위한 RS-232출력 포트입니다.

- 메인전원 연결 단자로 220V/60Hz 산업용전원을 연결합니다.

3 전원단자(Power Terminal)

21 3

4 5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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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DIAGRAM

CH1 CH8

SPECIFICATIONS
 

MODEL

Line Input / Output, AC Voltage Meter 내장

8CH or 7CH + 고정 1CH

220V / 10A, 2200W / Channel

220V / 15A, 3300W / Channel

220V / 50A (기기사용 안전을 위하여 필히 규격 준수 요망)

Sequency On, By-Pass, 7~8CH Sequency selector

Power, Channel On, Bypass, DIRECT OUT(1CH)

3단자 전원 터미널 블록

RS-232 / 9,600bps

220V/60Hz, 산업용 전기

480(W) x 89(H) x 300(D)

7.5 Kg

LC 2218

AC Voltage Meter

채널 수 

채널 당 적정 부하 한계

채널 당 최대 부하 한계

전체 채널 합계 부하 한계

Control

지시등 (LED)

출력단자(Out Connector)

통신 방식 / 속도

사용 전압

   외형규격(mm)

중량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품 보증서

본 제품은 엄밀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날로부터 보증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본 제품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실비로 수리해 드립니다. 

이 보증서의 각 해당란에 소정항목이 기재되지 않거나 보증서를 분실했을 때는 무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구입처에서 확인을 

받으셔서 보관 바랍니다.

서비스 신고 안내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대리점에 연락하시고, 처리 불가능시에는 서울 본사의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신고하실 때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고장상태, 불편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경우

유상 서비스:

년          월          일 

제  품  명

구  입  일

모 델 명

SERIAL NO.

 구  입  자

 판  매  자

주 소

성 명

주 소

대리점명

TEL.

TEL.

1.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 사용상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사용자 임의의 수리나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 수송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화재, 수해 등 천채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발생시 

- 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 시

- 소모성 부품이 마모되어 고장 발생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우)06302

전 화 : (02)579-1533  /  팩 스 : (02)579-1538

이 메 일 : sales@kev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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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표전화번호

조달청 
등록제품

특허청
특허제품

조달 사업법 시행령 7조의 2에 의거한 국가조달계약제도

A/S부서의 대표전화번호를 통하여 제품의 고장유무 및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케빅의 전국대리점에 연락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시 제품의 모델명, 고장 상태,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www.kevic.com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을 통하여 A/S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제품상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자물자 구매개방대상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2005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

품구매촉진법 개정에 의해 단계적 폐지중인 단체수의계약(전자조합 방송장치 외 11개 조합 

12개 물품 2005년 3월 31일 폐지)제도는 2007년 1월부터 경쟁전환 예정으로 연차적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단가계약 범위를 조달청에서는 관

련업계와 수 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우수제품 인증과 무관하게 조달사업법시

행령 7조의 2에 의거 시행중인 국가조달계약제도로 2006년 7월 1일부터 구내방송장치 및 

구성부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구매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www.g2b.go.kr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070-5090-2241

1604

부산기술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

동 150-6) 한양타워-빌 1302호

TEL.(051)506-1538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063)282-090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4길 5 (도곡동 449-8)  

TEL.(02)579-1533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033)456-0905  

FAX.(033)458-0904

E-MAIL. sales@kevic.com

대구지사(기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5 (산격 

2동 1626번지) 전자상가 5동 303호

TEL.(070)5090-2227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충청지사(기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070)5090-221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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