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널폰

Ø22,25 전자부저

Ø25,30 판넬용부저

Ø65 강력부저

6인치벨

음성합성경보기

음향 신호기

13



I n d u s t r i a l  C o n t r o l s

KSP-41

KSP-42

KSP-43

시그널폰

13



KSP 시리즈

13-4

외형 치수 및 배선도 (KSP)

KSP-41S 220/110VAC

KSP-42S 24/12VDC

KSP-43S 110/125VDC

KSP-41T 220/110VAC

KSP-42T 24/12VDC

KSP-43T 110/125VDC

접점 신호 입력

노출취부

NPN 신호 입력



성능 및 사양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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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부경 Ø66mm

KSP-41 110VAC / 220VAC

사용전압 KSP-42 12VDC / 24VDC

KSP-43 100∼125VDC

소비전력 약 5W 미만

최대출력 1W (PEAK)

음량 83Phone (dB) 이상

보호구조 IP65

구분 KSP-4 S KSP-4 T

K1 구급차 빠른음

소리종류 K2 순찰차 느린음

K3 전화벨 높은음

K4 ‘징검다리’노래 낮은음

단자나사 체결 Torque (소켓) 0.5N·m (5.10kgf·cm)

※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 사항

●시그널폰의 시그널 입력 내부회로는 다음과 같이 내부회로의 COM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널 입력의 SIG COM 과 전원의 COM은 서로 다른 회로의 COM이므로 배선작업시 절대 COM을
같이 연결하지 마십시요. 기기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PLC 출력 카드와의 배선

PLC 출력카드(RELAY 출력카드일경우)와의 연결방법

1. 출력카드 내부COM이 아닐 경우는 시그널폰 SIG COM을 접점 COM과 연결하여 각 채널과 시그널폰
신호단자와 배선합니다.

2. 출력카드가 내부 COM이 되어 있을 경우는 시그널폰과 PLC 출력카드 사이에 신호전송용
릴레이터미널 (RT-004T)를 이용하여 시퀀스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I n d u s t r i a l  C o n t r o l s

KB-2BAFS

KB-2BADS

KB-5BAFS

KB-5BADS

Ø22,25 전자부저

13



KB 시리즈

13-8

KB-5BAFS (AC)
KB-5BADS (DC)

KB-2BAFS (AC)
KB-2BADS (DC)

성능 및 사양 (KB)

취부경 KB-2B : Ø22mm(+0.5) / KB-5B : Ø25mm(+0.5)

사용전압
KB-□BAFS : 90VAC~240VAC

KB-□BADS : 12VDC~24VDC

소비전력 약 5W 미만

최대출력 1W (PEAK)

음량 80Phone (dB) 이상

보호구조 IP40

소리종류
연속음

단음

단자나사 체결 Torque (소켓) 0.8N·m (8.16kgf·cm)

※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형 치수 및 배선도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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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d u s t r i a l  C o n t r o l s

HRB-PS52

HRB-PS50

HEB-PS62

HRB-PS60

Ø25,30 판넬용부저

실용신안등록출원

● 인 증 사 항 ●

13



HRB-PS 시리즈

13-12

Ø30 전자식부저Ø25 전자식부저

HRB-PS52A1 (110VAC)
HRB-PS52A2 (220VAC)

HRB-PS52D2 (12VDC)
HRB-PS52D4 (24VDC)
HRB-PS52D1 (110VDC)

HRB-PS50A1 (110VAC)
HRB-PS50A2 (220VAC)

HRB-PS50D2 (12VDC)
HRB-PS50D4 (24VDC)
HRB-PS50D1 (110VDC)

Ø30 전기식부저Ø25 전기식부저

성능 및 사양 (HRB-PS)

HRB-PS62A1 (110VAC)
HRB-PS62A2 (220VAC)

HRB-PS60A1 (110VAC)
HRB-PS60A2 (220VAC)

취부경 PS□2 : Ø25mm(+0.5) /  PS□0 : Ø30mm(+0.5)

사용전압
220, 110VAC

12, 24, 110VDC

소비전력 전자식 DC : 25mA, 전기식 AC : 4VA

최대출력 1W (PEAK)

음량 60Phone (dB) 이상

보호구조 IP40

소리종류
전기식 : 떨판음
전자식 : 피에죠부저

내전압 충전부와 비충전부 : 1,000VAC 1분간

사용주위온도 -10℃∼55℃(무결빙)

사용주위습도 35∼85% RH

단자나사 체결 Torque 0.8N·m (8.16kgf·cm)

※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형 치수 및 배선도 (HR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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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사항

●전기식 DC 타입 부저는 접점이 유도부하인 코일에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DC부저는 유일하게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며, 유도성 부하의 노이즈 발생이 많이 되어 다른 기기에
외란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압단에 노이즈 필터를 장착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기기의 노이즈내성(EMI)이 약할 경우, 전자식부저 사용을 권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하여 음색이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HRB-PS 2 시리즈

HRB-PS 0 시리즈

Ø25

Ø30



I n d u s t r i a l  C o n t r o l s

KMB-N80

KMB-P80

Ø65 강력부저

13



KMB 시리즈

13-16

Ø65 매입형 강력부저Ø65 노출형 강력부저

KMB-N80A2 (220VAC)
KMB-N80A1 (110VAC)

KMB-N80D2 (12VDC)
KMB-N80D4 (24VDC)
KMB-N80D1 (110VDC)

KMB-P80A2 (220VAC)
KMB-P80A1 (110VAC)

KMB-P80D2 (12VDC)
KMB-P80D4 (24VDC)
KMB-P80D1 (110VDC)

※ 상기 표기된 제품외의 전압 및 사양은 주문 생산이므로 납기 및 가격은 각 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 상기 표기된 제품의 정격 110VDC, 110VAC는 사용 전압이 110∼125V까지 입니다.

성능 및 사양 (KMB)

부착경 P80 Ø66mm(+0.5)

사용전압
220, 110VAC

12, 24, 110VDC

소비전력 약 5W 미만

최대출력 1W (PEAK)

음량 60Phone (dB) 이상

보호구조 IP40

소리종류 전기식 : 떨판음

단자나사 체결 Torque 0.8N·m (8.16kgf·cm)

※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형 치수 및 배선도 (K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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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N80

KMB-P80

사용상 주의 사항

●전기식 DC 타입 부저는 접점이 유도부하인 코일에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DC부저는 유일하게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며,유도성 부하의 노이즈 발생이 많이 되어 다른 기기에
외란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압단에 노이즈 필터를 장착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하여 음색이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I n d u s t r i a l  C o n t r o l s

HRE-S90

6인치 벨

13



HRE 시리즈

13-20

HRE-S90A2 (220VAC)
HRE-S90A1 (110VAC)

HRE-S90D2 (12VDC)
HRE-S90D4 (24VDC)
HRE-S90D1 (110VDC)

※ 상기 표기된 제품외의 전압 및 사양은 주문 생산이므로 납기 및 가격은 각 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 상기 표기된 제품의 정격 110VDC, 110VAC는 사용 전압이 110∼125V까지 입니다.

성능 및 사양 (HRE)

사용전압
220, 110VAC

12, 24, 110VDC

소비전력 약 5W 미만

최대출력 1W (PEAK)

음량 80Phone (dB) 이상

보호구조 IP40

소리종류 타봉식 떨림음

※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형 치수 및 배선도 (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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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사항

전기식 DC 타입벨은 접점이 유도부하인 코일에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DC부저는
유일하게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며, 유도성 부하의 노이즈발생이 많이 되어 다른 기기에 외란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압단에 노이즈 필터를 장착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I n d u s t r i a l  C o n t r o l s

KSV 시리즈

음성합성경보기

13



KSV 시리즈

13-24

생산현장에서

● 유압에 이상이 있습니다.

● 온도에 이상이 있습니다.

● 사출압에 이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 차가 올라 갑니다.

● 좌회전 합니다.

● 우회전 합니다.

병원에서

●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 수액이 다 되어 갑니다.

사용예

용도
·생산 공장의 설비, 현장 작업자 지시용, 주차설비, 병원 등 기존의 부저 경보장치에서 한층 더 쉽게 경보
및 알림 방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필요하신 멘트 및 음향 효과를 신청하시면, 당사에서 EPROM에 WAVE파일로 칩에 입력시켜, 원하시는
내용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음색이나 내용을 WAVE파일로 E-MAIL 주시면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 및 사양 (KSV)

사용전압 24VDC

정격시간 연속

소비전력 약 15W 미만

최대출력 약 10W, 85dB/m

녹음 가능 메모리 1MB 미만

녹음 가능 채널 8채널 이하

사용온도 (-)10~55℃(무결빙)

절연저항 100MΩ 500VDC

내전압 1,000VAC 1분간

내진동 10~50Hz 진동폭 1.5mm

단자나사 체결 Torque 0.5N·m (5.10kgf·cm)

※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SV-IC04(4채널)/KSV-IC08(8채널)



외형 치수 및 배선도 (K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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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방법

내부회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