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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Company www.kimage.co.kr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책에 일조하는 에너지절약기업!  

 

산업혁명 이래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간의 여러 활동에 크게 기인하였으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 급증가로 머지않아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법인회사로 전환한 한국이미지시스템은 통합감시·CCTV·출입통제시스템 등 정보통신 분

야에 주력하면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생산관리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오늘 날 한국이미지시스템은 그 동안 쌓아온 견고한 기술력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후환경 변화 대

책에 일조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제품인 LED조명, 제논램프, 히터파이프를 이용한 공조에너지저감

장치, 냉·온정수기에너지저감장치 등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미지시스템은 기업경영 초석이념인 가치중시경영, 미래지향적 경영, 이익분배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경영패턴과 향상된 집중, 주인의식으로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집적

화된 기업가치를 제고하면서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

력해 갈 것입니다. 

 

한국이미지시스템㈜ 임직원 일동 

본사(사무실, 공장)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412번길 16 
T. 051)305-7631~9  F. 051)305-7980,7988 

서울(사무실, 공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더루벤스밸리 508호 
T. 02)6928-7631~9 F. 02)6928-7630 



        한국이미지시스템㈜ 

연혁 www.kimage.co.kr 

2004 01 법인설립 (등록번호 :606-81-84864) 

02 품질시스템규격 ISO9001/KSA9001 인증획득(등록번호 KOR-1038-0402) 

0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록번호 120816) 

03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신고번호 2005-03187) 

2005 12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 (20055723호) 

2006 02 특허등록 ‘물체감시를 위한 듀얼형 모니터링 장치’ (제10-0558318호) 

09 성능인증서 ‘듀얼모니터링 감시제어시스템’ (제12-038호) 

12 표창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제1345호) 

2007 02 특허등록 ‘웹페이지의 외국어 표시방법’ (제10-0686715호) 

0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획득 (제R070201-00116호) 

05 기술 INNOBIZ 중소기업인증 획득 (제R7021-2204호) 

06 특허등록‘누전차단기능을 가지는 콘센트’ (제10-0726823호) 

07 표창장 / 부산광역시장 (제1674호) 

08 특허등록 ‘내수면 양식장의 온도 조절 장치’ (제10-0751298호) 

12 특허등록‘주차장용 멀티 덕트(MULTI DUCT FOR PARKING LOT)' (제10-0784175호) 

2008 02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록 ‘듀얼모니터링 감시제어 시스템’(지정번호 2007311) 

03 특허출원 ‘고정카메라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인식추적시스템’ (제10-2008-0022087) 

06 선도기업인증획득-IT산업 (2008-6-60) 

2009 03 벤처기업등록(20090400188) 

04 소프트웨어 품질인증획득(GS)-T.M.C.S(통합모니터링감시제어시스템) (09-0051) 

05 특허등록 ‘원격지의 현장제어반 관리를 위한 영상감시 및 터치스크린제어시스템 및 그 방법’(제10-0899651호) 

09 전기공사업 등록(부산-01298) 

09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태양에너지) (2009-4964) 

10 특허등록 ‘주야간 겸용카메라’(제10-0924078호) 

2010 10 환경표지인증 획득-전광판 (제8139호) 

12 특허출원 ‘무선기반 정보제공 시스템’ (제10-2010-0136311호) 

2011 08 특허등록`단일카메라에 나타난 영상객체를 둘러싸는 3차원 도형의 추정방법’(제10-0974413호) 

09 특허등록‘자동차번호판 숫자인식장치 및 방법’(제10-0802605호) 

09 성능인증획득 ‘통합모니터링 감시제어시스템(v3.0(2009))’ (제12-141) 

11 특허등록 ‘통합모니터링 감시제어시스템’(제10-1077591호) 

11 특허등록 ‘객체기반 지능형 감시제어시스템’(제10-1085111호) 

2012 08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12/40/50/55/65W) 고효율에너지인증 

10 조명기구(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전기용품안전인증 

10 조명기구(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전자파적합등록 

11 조명기구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12/45W) 전기용품안전인증 

11 K마크 인증서(T.M.S) (PC12012-232) 

12 조명기구(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65W) 전기용품안전인증 

2013 03 품질시스템 ISO9001:2008 인증 

03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경관조명기구, 실내조명기구  직접생산등록 

04 KS인증 획득 (KSC 7653, 30~100W) 

05 Q마크 인증 획득 (통합감시제어시스템) (L146-2013-001) 

05 특허등록 ‘튜브 형 LED램프의 제조방법 및 튜브 형 LED램프’ (제10-1266191호) 

06 환경표지인증 획득-LED등기구 (10909호) 

07 품질시스템규격 ISO 14001:2004 인증 

08 매입형및고정형 LED등기구(KIS-EF40외 5품목) 고효율인증, 환경표지인증 획득 

09 특허등록 ‘확장연결을 위한 튜브 형 LED램프’(제10-1309237호) 

09 특허등록 ‘튜브 형 LED램프’ (제10-1309233호) 

2014 01 본사 공장 확장이전 

03 LED가로등, 보안등, 직관형LED램프 고효율인증서 획득 

05 LED가로등, 보안등 환경표지인증 회득 

07 에너지 사업부설립(공조에너지저감장치 외) 

09 KS인증 획득(KS C 7603 형광등기구) 

12 표창장 / 부산지방국세청장(제 13383호) 

12 선도기업인증서 / 부산광역시장 

2015 02 단체표준인증 (가로등용, 보안등용 점멸기) (2015-058호) 

04 특허출원 ‘전기기기를 위한 전력 감소장치’(제10-2015-0051589호) 

08 특허등록 ‘무정전엘이디 조명등’(제10-1545956호) 

11 특허출원 ‘히트파이프의 작동유체 주입방법 및 장치’ (제10-2015-0154522호) 

2016 01 특허출원 ‘에너지 절약형 산업용 공조기 및 그 운전방법’(제10-2016-0009827호) 

02 특허출원 ‘분리형 히트파이프를 장착한 항온항습기 및 이의 제어방법’(제10-2016-0019530) 

5 



        한국이미지시스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INNO-BIZ) 

경영혁신형(MAIN-BIZ) 선도기업인증서 직접생산_실내조명기구 직접생산_가로등기구 

직접생산_경관조명기구 직접생산_자동점멸기 직접생산_전산업무 직접생산_폐쇄회로 

직접생산_계장제어장치 직접생산_출입통제 직접생산_자동제어반 직접생산_배전반 

자격 등록증 및 직접생산인증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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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ISO 14001 KS C 7653 KS C 7658 

KS C 7603 단체표준_점멸기 KIS-RW-22 KIS-RW-30 

KIS-EF66M-40 KIS-EF66M-50 KIS-EF123M-40 KIS-EF123M-50 

KIS-F123M-40 KIS-F123M-50 KIS-D6B-10 KIS-D6B-12 

KIS-D6B-15 KIS-F123A-40 KIS-F63A-25 KIS-F33A-12 

품질인증서(ISO, KS C, 단체표준, 환경인증서) 

7 



        한국이미지시스템㈜ 

KIS-SH-120 KIS-SH-150 KIS-GI-50 KIS-GI-70 

KIS-GM-50 KIS-GM-70 KIS-EF66M-40 KIS-EF66M-50 

KIS-EF123M-40 KIS-EF123M-50 KIS-RW-22 KIS-RW-30 

KIS-F123A-40 KIS-F123A-50 KIS-F63A-25 KIS-F33A-12 

KIS-D6-11 KIS-D6-15 KIS-D6B-10 KIS-D6B-12 

품질인증서(환경인증서, 고효율인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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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6B-15 KIS-T126A-40 KIS-GI-50 KIS-GI-70 

KIS-GM-50 KIS-GM-50 KIS-SH-120 KIS-SH-150 

KIS-T120-15 KIS-T120-17 KIS-T120-18 KIS-T120-22 

KC_다운라이트 6품목 KC_실내조명 15품목 KC_실내조명 5품목 KC_직관형LED 2품목 

전자파_LED다운라이트 전자파_LED실내조명 전자파_일반조명기구 전자파_컨버터 

품질인증서, 안전인증서(KC, 전자파) 

9 



        한국이미지시스템㈜ 

전자파_D.M.S 전자파_W.M.S 전자파_스피돔카메라 전자파_제논램프 

특허_LED 특허_LED 특허_LED 특허_감시제어시스템 

특허_온도조절장치 특허_누전차단기능 특허_단일카메라 특허_듀얼형모니터링장치 

특허_원격지영상감시및 특허_웹페이지외국어 특허_번호판 숫자인식 특허_주야간감시카메라 

특허_주차장용멀티덕트 특허_통합모니터링 실용신안_차량단속시스템 성능인증_통합모니터링 

안전인증서, 특허등록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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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Lighting  Fixtures 

LED 실내조명등기구 



        한국이미지시스템㈜ 

KIS-F123A-40, 40W (식별 No. 22791449 / \129,000) 
KIS-F123A-50, 50W (식별 No. 22953085 / \135,000) 

LED평판조명(매입형)  

모델명 KIS-F123A-40 KIS-F123A-50 

크기(mm) 1275 X 310 

재질(외함) 냉간 압연강판,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193 0.232 

소비전력(W/h) 40W 5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14 109.4 

광속(lm) 4560 5478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12 



        한국이미지시스템㈜ 

KIS-F66A-40, 40W (식별 No. 22791450 / \139,000) 
KIS-F66A-50, 50W (식별 No. 22953086 / \145,000) 

LED평판조명(매입형)  

모델명 KIS-F66A-40 KIS-F66A-50 

크기(mm) 610 X 610 

재질(외함) 냉간 압연강판,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193 0.232 

소비전력(W/h) 40W 5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20 118 

광속(lm) 4800 5900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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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EF123M-40, 40W (식별 No. 22517832 / \145,000) 
KIS-EF123M-50, 50W (식별 No. 22517829 / \149,000) 

LED평판조명(매입 및 직부)  

모델명 KIS-EF123M-40 KIS-EF123M-50 

크기(mm) 1260.0 X 310.0 

재질(외함) 알루미늄(방열), 폴리스틸렌(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19 0.24 

소비전력(W/h) 40W 5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05 102 

광속(lm) 4200 5100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50000(Ta=25℃) 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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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EF66M-40, 40W (식별 No. 22517772 / \145,000) 
KIS-EF66M-50, 50W (식별 No. 22517774 / \149,000) 

LED평판조명(매입 및 직부)  

모델명 KIS-EF66M-40 KIS-EF66M-50 

크기(mm) 610.0 X 610.0 X 1.3 

재질(외함) 알루미늄(방열), 폴리스틸렌(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19 0.24 

소비전력(W/h) 40W 5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11 108 

광속(lm) 4440 5400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50000(Ta=25℃) 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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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F33A-12, 12W (식별 No. 22791447 / \74,000) 
KIS-F63A-25, 25W (식별 No. 22791448 / \105,000) 

LED평판조명(매입형)  

모델명 KIS-F33A-12 KIS-F63A-25 

크기(mm) 310  X 310 675  X 310 

재질(외함) 냉간 압연강판,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063 0.111 

소비전력(W/h) 12W 25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89 111 

광속(lm) 1068 2775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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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F123B-40, 40W  (식별 No. 22791451 / \130,000) 
KIS-F123B-50, 50W  (식별 No. 22791452 / \140,000) 

LED평판조명(직부형)  

모델명 KIS-F123B-40 KIS-F123B-50 

크기(mm) 1285 X 320 X 47 

재질(외함) 냉간 압연강판,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193 0.232 

소비전력(W/h) 40W 5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14 108 

광속(lm) 4560 5400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이상 50000(Ta=25℃)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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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WP1-16, 16W x 1 (식별 No. 22791457 / \110,000) 
KIS-WP1-22, 22W x 1 (식별 No. 22791458 / \148,000) 

LED방진방습등 1등용(직부형)  

모델명 KIS-WP1-16 KIS-WP1-22 

크기(mm) 1265 X 100 X 105 

재질(외함) 알루미늄(방열), 폴리스틸렌(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086A 0.114A 

소비전력(W/h) 16W 22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09 93 

광속(lm) 1744 2046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50000(Ta=25℃) 이상 

KIS-WP1-16 KIS-WP1-22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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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WP2-32, 16W x 2 (식별 No. 22791459 / \155,000) 
KIS-WP2-44, 22W x 2 (식별 No. 22791460 / \203,000) 

LED방진방습등 2등용(직부형)  

모델명 KIS-WP2-32 KIS-WP2-44 

크기(mm) 1265 X 160 X 105 

재질(외함) 알루미늄(방열), 폴리스틸렌(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173A 0.223A 

소비전력(W/h) 32W 44W 

역률(PF) 0.9이상 0.9이상 

광 효율(lm/W) 115 104 

광속(lm) 3680 4576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50000(Ta=25℃) 이상 

KIS-WP1-16 KIS-WP1-22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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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RW-22, 22W (식별 No. 22791461 / \70,000) 
KIS-RW-30, 30W (식별 No. 22791462 / \90,000) 

LED주차장등(레이스웨이)  

모델명 KIS-RW-22 KIS-RW-30 

크기(mm) 1205 X 67 X 71.2 

재질(외함) 알루미늄(방열),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114A 0.141A 

소비전력(W/h) 22W 3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효율(lm/W) 100 105 

광속(lm) 2200 3150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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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DA-10, 10W (식별 No. 22791453 / \48,000) 
KIS-DA-13, 13W (식별 No. 22791454 / \51,000) 

LED원형직부등  

모델명 KIS-DA-10 KIS-DA-13 

크기(mm) Ø227 X 90 

재질(외함) 냉간 압연강판, PC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013 0.017 

소비전력(W/h) 10W 13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77 78 

광속(lm) 770 1014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50000(Ta=25℃) 이상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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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SE-10, 10W (식별 No. 22791455 / \57,000) 
KIS-SE-13, 13W (식별 No. 22791456 / \62,000) 

LED원형센서등(직부형)  

모델명 KIS-SE-10 KIS-SE-13 

크기(mm) Ø227 X 90 

재질(외함) 냉간 압연강판, PC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013 0.017 

소비전력(W/h) 10W 13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77 78 

광속(lm) 770 1014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50000(Ta=25℃) 이상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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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D6B-10, 10W (식별 No. 22790653 / \38,000) 
KIS-D6B-12, 12W (식별 No. 22790654 / \45,000)  
KIS-D6B-15, 15W (식별 No. 22790655 / \49,000) 

LED 다운라이트(6인치)  

모델명 KIS-D6B-10 KIS-D6B-12 KIS-D6B-15 

크기(mm) 6”(Ø170 X 72) 

재질(외함) 냉간 압연강판,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0495A 0.054A 0.0733A 

소비전력(W/h) 10W 12W 15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83.9 90.7 91 

광속(lm) 839 1088 1365 

색온도(CCT) 5700K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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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D8-25, 25W (식별 No. 22790656 / \70,000) 
KIS-D8-30, 30W (식별 No. 22790657 / \85,000) 
KIS-D8-35, 35W (식별 No. 22790658 / \90,000) 

LED 다운라이트(8인치)  

모델명 KIS-D8-25 KIS-D8-30 KIS-D8-35 

크기(mm) 8”(Ø232  x 110) 

재질(외함) 냉간 압연강판,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137A 0.141A 0.181A 

소비전력(W/h) 25W 30W 35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광속(lm) 2000 이상 2400 이상 2800 이상 

색온도(CCT) 5700K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이상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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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T120-15, 15.7W (식별 No. 22952697 / \37,000) 
KIS-T120-17, 17.3W (식별 No. 22952698 / \38,000) 

직관형LED램프(T8)  

모델명 KIS-T120-15 KIS-T120-17 

크기(mm) 1198 X Ø26 

소켓(Base) G13 G13 

중량(g) 280g 

재질(외함) 알루미늄(방열),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57 0.57 

소비전력(W/h) 15.7W 17.3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57 137 

시스템효율(lm/W) 140 116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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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T120-18, 18W (식별 No. 22568216 / \38,000) 
KIS-T120-22, 22W (식별 No. 22568217 / \42,000) 

직관형LED램프(T8)  

모델명 KIS-T120-18 KIS-T120-22 

크기(mm) 1198 X Ø26 

소켓(Base) G13 G13 

중량(g) 280g 

재질(외함) 알루미늄(방열), 폴리카보네이트(확산판)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입력전류(A) 0.57 0.57 

소비전력(W/h) 18W 22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40.1 134 

시스템효율(lm/W) 119 118 

색온도(CCT) 5700K 5700K 

연색성(CRI) 80Ra 이상 80Ra 이상 

사용온도(℃) -20~40 -20~40 

수명(hrs) 50000(Ta=25℃) 

배 광 곡 선 직 하 조 도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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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LED Road Lighting  Fixtures 

LED 도로조명등기구 



        한국이미지시스템㈜ 

KIS-GI-50, 50W (식별 No. 22567301 / \451,000) 
KIS-GI-70, 70W (식별 No. 22567302 / \530,000) 

LED보안등_아이시스(ISIS)  

모델명 KIS-GI-50 KIS-GI-70 

크기(mm) 667 X 290 X 119 (Bracket hole  Ø45) 

중량(kg) 5 5.9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소비전력(W/h) 50W 7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95 104 

광속(lm) 4750 7280 

최소노면조도 7.1 lx (S5-H-D0) 9.0 lx (S5-H-D0) 

IP등급 65 

색온도(CCT) 5000K 

연색성(CRI) 75Ra 이상 

사용온도(℃) -35 ~ 60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28 



        한국이미지시스템㈜ 

KIS-GM-50, 50W (식별 No. 22567303 / \490,000) 
KIS-GM-70, 70W (식별 No. 22567304 / \590,000) 

LED보안등_문스톤(MOONSTONE) 

모델명 KIS-GM-50 KIS-GM-70 

크기(mm) 518 X 486 X 209 (Bracket hole  Ø45) 

중량(kg) 5.1 5.7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소비전력(W/h) 50W 7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00 103 

광속(lm) 5000 7210 

최소노면조도 7.5 lx (S5-H-D0) 9.0 lx (S5-H-D0) 

IP등급 65 

색온도(CCT) 5000K 

연색성(CRI) 75Ra 이상 

사용온도(℃) -35 ~ 60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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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SH-120, 120W (식별 No. 22567305 / \840,000) 
KIS-SH-150, 150W (식별 No. 22567306 / \920,000) 

LED가로등_헤스티아(Hestia) 

모델명 KIS-SH-120 KIS-SH-150 

크기(mm) 930 X 301 X 167 (Bracket hole  Ø65) 

중량(kg) 9.4 9.4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소비전력(W/h) 120W 150W 

역률(PF) 0.9 이상 0.9 이상 

광 효율(lm/W) 110 105 

광속(lm) 13200 15750 

성능(등급) Rd12-4-M1-R1-B Rd12-4-M1-R1-B 

IP등급 65 

색온도(CCT) 5000K 

연색성(CRI) 75Ra 이상 

사용온도(℃) -35 ~ 60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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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TN-100, 100W (식별 No. 23109796 / \450,000) 

LED터널등기구 

모델명 KIS-TN-100 

크기(mm) 430 X 400 X 150 (AL 3T) 

중량(kg) 10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소비전력(W/h) 100W 

입력전류(A) 0.47 

역률(PF) 0.9 이상 

광 효율(lm/W) >105 

광속(lm) >10500 

IP등급 66 

색온도(CCT) 5700K 

연색성(CRI) 75Ra 이상 

사용온도(℃) -35 ~ 60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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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IS-TN-200, 200W (식별 No. 23109797 / \650,000) 

LED터널등기구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광특성 Data 

모델명 KIS-TN-200 

크기(mm) 430 X 400 X 150 (AL 3T) 

중량(kg) 12.5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소비전력(W/h) 200W 

입력전류(A) 0.95 

역률(PF) 0.9 이상 

광 효율(lm/W) >105 

광속(lm) >21000 

IP등급 66 

색온도(CCT) 5700K 

연색성(CRI) 75Ra 이상 

사용온도(℃) -35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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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LED Landscape Lighting Fixtures 

LED 경관조명기구 



        한국이미지시스템㈜ 

KG-01 KG-02 KG-03 

KG-01 (식별 No. 22673963 / \600,000)   
KG-02 (식별 No. 22673964 / \600,000)  
KG-03 (식별 No. 22673965 / \600,000)  

LED정원등(목재) 

모델명 KG-01 KG-02 KG-03 

크기(mm) 150 x 150 x 961.5mm 

중량 9.2Kg 9.2Kg 9.2Kg 

재질 램프부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  몸체(POLE) : 오크 목재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LAMP LED Bulb   15W 이하 

소켓 E 26 

LAMP COVER PC  

도장 램프부 : 분채도장  / 몸체(POLE) : 오일스테인 

용도 공원,  정원 등의 경관조명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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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G-04 (식별 No. 22673966 / \450,000) 
KG-05 (식별 No. 22673967 / \450,000) 

LED정원등(AL) 

모델명 KG-04 KG-05 

크기(mm) Ø233 x 1125mm Ø150 x 805mm 

중량 9.2Kg 4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LAMP LED Bulb   15W 이하 

소켓 E 26 

LAMP COVER PC  

색상 & 도장 다크그린, 분채도장 흑색, 분채도장 

용도 공원,  정원 등의 경관조명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KG-4 

K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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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G-06 (식별 No. 22673968 / \450,000) 
KG-07 (식별 No. 22673969 / \450,000) 

LED정원등(AL) 

모델명 KG-06 KG-07 

크기(mm) Ø165 x 1000mm Ø180 x 1000mm 

중량 4Kg 4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LAMP LED Bulb   15W 이하 

소켓 E 26 

LAMP COVER 유백색 아크릴 

색상 & 도장 다크그린, 분채도장 

용도 공원,  정원 등의 경관조명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KG-07 KG-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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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G-02B (식별 No. 23047748 / \330,000) 
KG-03B (식별 No. 23047749 / \330,000) 

LED스텝등(목재) 

모델명 KG-02B KG-03B 

크기(mm) 150 x 150 x 411.5mm 

중량 5.2Kg 5.2Kg 

재질 램프부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  몸체(POLE) : 오크 목재 

LAMP COVER PC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LAMP LED Bulb   15W 이하 

소켓 E 26 

도장 램프부 : 분채도장  / 몸체(POLE) : 오일스테인 

용도 공원,  정원 등의 경관조명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KG-02B KG-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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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G-06B (식별 No. 23047750 / \250,000)  
KG-08B (식별 No. 23047751 / \280,000) 

LED스텝등(AL) 

모델명 KG-06B KG-08B 

크기(mm) Ø165 x 330mm Ø242 x 265mm 

중량 1.8Kg 3.2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LAMP COVER PC  

입력전원(Vac) AC 100~240V,   50/60Hz 

LAMP LED Bulb   15W 이하 

소켓 E 26 

색상 & 도장 분채도장 

용도 공원,  정원 등의 경관조명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KG-06B 

KG-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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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P-01-06, 6W (식별 No. 23047677 / \165,000) 

LED벽표시등(포인트) 

모델명 KP-01-06 

크기(mm) Ø120 x 62mm 

중량 1.0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PC 

입력전원 DC 24V 

LAMP 6W, SMD led (R,G,B / White) 

SMPS DC 24V SMPS사용 

Control DMX512통신 

IP 65 

용도 외부LED조명으로 빌딩,교각,타워 등에 사용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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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S-01-08, 8W (식별 No. 23047678 / \300,000) 

LED계단매입등 

모델명 KS-01-08 

크기(mm) 280 x 95 x 100mm 

중량 2.0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입력전원 AC 100~240V,   50/60Hz 

LAMP 8W, SMD led (R,G,B / White) 

SMPS  SMPS 내장형 

Control DMX512통신 

IP 65 

용도 공원, 건물입구, 현관입구, 조형물 등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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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U-01-03, 3W (식별 No. 23047679 / \185,000) 

LED원형지중등 

모델명 KU-01-03 

크기(mm) Ø115 x 59mm 

중량 0.9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DC 24V 

LAMP 3W, SMD led (R,G,B / White) 

SMPS DC 24V SMPS사용 

Control DMX512통신 

IP 66 

용도 공원, 건물입구, 현관입구, 조형물 등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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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U-02-10, 10W (식별 No. 23047680 / \250,000) 

LED원형지중등 

모델명 KU-02-10 

크기(mm) Ø149.5 x 87mm 

중량 0.9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DC 24V 

LAMP 10W, SMD led (R,G,B / White) 

SMPS DC 24V SMPS사용 

Control DMX512통신 

IP 66 

용도 공원, 건물입구, 현관입구, 조형물 등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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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U-03-12, 12W (식별 No. 23047681 / \260,000) 

LED원형지중등 

모델명 KU-03-12 

크기(mm) Ø152 x 80mm 

중량 0.8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DC 24V 

LAMP 12W, SMD led (R,G,B / White) 

SMPS DC 24V SMPS사용 

Control DMX512통신 

IP 66 

용도 공원, 건물입구, 현관입구, 조형물 등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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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UL-01-15, 15W (식별 No. 23047682 / \350,000) 

LED 지설매입등 

모델명 KUL-01-15 

크기(mm) 1000 x 51 x 60mm 

중량 2.0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DC 24V 

LAMP 15W, SMD led (R,G,B / White) 

SMPS DC 24V SMPS사용 

Control DMX512통신 

IP 66 

용도 건물입구, 현관입구, 조형물, 옥외전시물, 공원, 상업용 건물 등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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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L-01-15, 15W (식별 No. 23047725 / \200,000) 

LED 라인바 

모델명 KL-01-15 

크기(mm) 1000 x 25 x 40mm 

중량 2.0Kg 

재질 알루미늄 / PC 

Power DC 24V 

LAMP 15W, SMD led (R,G,B / White) 

SMPS DC 24V SMPS사용 

Control DMX512통신 

IP 65 

용도 빌딩,교각,타워,스키장,골프장,옥내·외 경기장 등에 사용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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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L-02-36, 36W (식별 No. 23047726 / \550,000) 

LED 라인바 

모델명 KL-02-36 

크기(mm) 1000 x 54 x 70mm 

중량 2.0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DC 24V 

LAMP 36W, Power led (R,G,B / White) 

SMPS DC 24V SMPS사용 

Control DMX512통신 

IP 65 

용도 빌딩,교각,타워,스키장,골프장,옥내·외 경기장 등에 사용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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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W-01-12, 12W (식별 No. 23047698 / \350,000)  
KW-01-24, 24W (식별 No. 23047699 ;/ \450,000) 

LED 벽부등(원형) 

모델명 KW-01-12 KW-01-24 

크기(mm) Ø190 x 101 x 315mm 

중량 2.2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AC 100~240V,   50/60Hz 

LAMP 12W (R,G,B / White) 24W (R,G,B / White) 

SMPS SMPS 내장형 

Control DMX512통신 

IP 65 

용도 벽부등으로 사용. 각도조절 가능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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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F-01-50, 50W (식별 No. 23047752 / \600,000) 

LED 투광기(타원형) 

모델명 KF-01-50 

크기(mm) 330 x 270 x 130mm 

중량 5.5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AC 100~240V,   50/60Hz 

LAMP 50W, Power led (R,G,B / White) 

SMPS SMPS 내장형 

Control DMX512통신 

IP 65 

용도 LED투광등 조명으로 건물,수목등,분수대 에서 컬러연출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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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F-02-100, 100W (식별 No. 23047753 / \980,000) 

LED 투광기(사각) 

모델명 KF-02-100 

크기(mm) 280 x 340 x 79mm 

중량 6.5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AC 100~240V,   50/60Hz 

LAMP 100W, Power led (R,G,B / White) 

SMPS SMPS 내장형 

Control DMX512통신 

IP 65 

용도 LED투광등 조명으로 건물,수목등,분수대 에서 컬러연출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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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KF-03-150, 150W (식별 No. 23047754 / \1,300,000) 

LED 투광기(사각) 

모델명 KF-03-150 

크기(mm) 358 x 392 x 79mm 

중량 5.5Kg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특수강화유리 

Power AC 100~240V,   50/60Hz 

LAMP 150W, Power led (R,G,B / White) 

SMPS SMPS 내장형 

Control DMX512통신 

IP 65 

용도 LED투광등 조명으로 건물,수목등,분수대 에서 컬러연출 

제품 규격 

제품 사양 

포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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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Fluorescent Lighting Fixtures 

형광등기구 



        한국이미지시스템㈜ 

매입형형광등기구(라운드 슬림형) 

제품 규격 

①

⑦⑤

1
1

④

③ 4
2

모델명 KIS-RS-322 

크기(mm) 1275 x  312 

램프 규격 FL32W x 2 

몸체 재질 스틸 0.7mm이상 

반사판 재질 알루미늄 

등기구 형태 라운드 슬림형 

반사판 형태 고조도 반사갓(93% 이상) 

안정기 전자식 

소켓 형태 G13 

제품 사양 

KIS-RS-322, 32W X 2 (식별 No. 22780990 / \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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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매입형형광등기구(슬림형) 

제품 규격 

제품 사양 

모델명 KIS-S-322 KIS-S-282 

크기(mm) 1275 x  312 1225 x  312 

램프 규격 FL32W x 2 FH28W x 2 

몸체 재질 스틸 0.7mm이상 

반사판 재질 알루미늄 

등기구 형태 슬림형 

반사판 형태 고조도 반사갓(93% 이상) 

안정기 전자식 

소켓 형태 G13 G5 

KIS-S-322, 32W X 2 (식별 No. 22780991 / \44,500) 
KIS-S-282, 28W X 2 (식별 No. 22780992 / \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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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매입형형광등기구(슬림파라보릭) 

제품 규격 

제품 사양 

모델명 KIS-SP-322 KIS-SP-282 

크기(mm) 1275 x  312 1225 x  312 

램프 규격 FL32W x 2 FH28W x 2 

몸체 재질 스틸 0.7mm이상 

반사판 재질 알루미늄 

등기구 형태 슬림매입형 

반사판 형태 고조도 반사갓(93% 이상) 

안정기 전자식 

소켓 형태 G13 G5 

KIS-SP-322, 32W X 2 (식별 No. 22780994 / \67,500) 
KIS-SP-282, 28W X 2 (식별 No. 22780995 / \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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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매달림형형광등기구(갓등 P.P) 

제품 규격 

제품 사양 

모델명 KIS-H-322 KIS-H-282 

크기(mm) 1250 x  110 1200 x  110 

램프 규격 FL32W x 2 FH28W x 2 

몸체 재질 스틸 0.7mm이상 

반사판 재질 알루미늄 

등기구 형태 파이프 펜던트 

반사판 형태 고조도 반사갓(93% 이상) 

안정기 전자식 

소켓 형태 G13 G5 

KIS-H-322, 32W X 2 (식별 No. 22780999 / \33,400) 
KIS-H-282, 28W X 2 (식별 No. 22781000 / \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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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매입형형광등기구(슬림형) 

제품 규격 

제품 사양 

모델명 KIS-S-2 

크기(mm) 1275 x  312 

규격 2등용(램프, 안정기 별도) 

몸체 재질 스틸 0.7mm이상 

반사판 재질 알루미늄 

등기구 형태 슬림형 

반사판 형태 고조도 반사갓(93% 이상) 

안정기 전자식 

소켓 형태 G13 

KIS-S-2 (식별 No. 22953968 / \32,100) 

※ 램프, 안정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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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매달림형형광등기구(갓등 P.P) 

제품 규격 

제품 사양 

※ 램프, 안정기 별도 

모델명 KIS-H-2 

크기(mm) 1250 x  110 

규격 2등용(램프, 안정기 별도) 

몸체 재질 스틸 0.7mm이상 

반사판 재질 알루미늄 

등기구 형태 파이프 펜던트 

반사판 형태 고조도 반사갓(93% 이상) 

안정기 전자식 

소켓 형태 G13 

KIS-H-2 (식별 No. 22953970 / \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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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미지시스템㈜ 

 
 

Load Centers & Units  

가로등자동점멸기 



        한국이미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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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제시스템   모델명: KIS- 5000 보안등중계통보기   모델명: KIS- 1000T 

○ 24시간 가로등, 보안등 통합 제어 

    및 실시간 감시 

○ 조명등 점∙소등 편차, 격등  

   및 운용데이터 원격설정 운용 

○ GIS 기반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지도표시 

○ 동작상태 및 고장상태 실시간  

    감시 및 지도 색상표시 

○ 시설물 관리, 업무일지, 작업일지, 

   민원접수 DB관리 

○ 고장내용의 실시간 관리자  

    문자통보 및 음성통보 

○ 24시간 자동민원 접수처리  

    및 관리자 원격 통보/재생 

○ 인터넷 기반 다수 관리자 멀티  
    PC 연동 및 자동동기화 
○ PDA와의 Active Synk로 DB  
    및 Map 동기화 기능 
◎ u-City 사회복지 안심서비스  
   통신서버 기능 

○ CDMA통신+무선소출력 통신을 

   이용한 보안등 감시/제어 

○ 실시간 원격제어, 감시, 수집  

    및 통보 

○ 최대 256등의 보안등 동작 및  

    고장정보 수집 통보 

○ 점∙소등편차, 심야소등 각종  

    운용데이터 원격설정 

○ 자체 자동시각 보정 및 관리보안등 

    자동동기화 

○ 자체 보안등 감시점멸기 기능  

    이중내장 

○ 현장 수동점∙소등 제어 및 점검기능   

○ 한글액정 및 수동조작키 내장 

○ 고용량 배터리 내장으로 정전  
    감시 및 통보 
◎ u-City 사회복지 안심서비스  
    부가기능 

가로등감시점멸기   모델명: KIS- 2000C/ 3000C 보안등감시점멸기   모델명: KIS- 1000C/CD 

○ CDMA통신+소출력 무선통신을  

    이용한 가로등 감시/제어 

○ 24시간 실시간 원격제어, 감시,  

    수집, 통보 기능 

○ 점∙소등 편차, 격등 및 운용데이터 

    원격설정 기능 

○ 점∙소등 동작상태, 정전, 선로누전,  
    분기단락 통보 
○ 분기선로 별 전압, 누설전류, 전력 
    값 측정 통보 
○ 동작 및 고장상태의 자체저장 및  
    LED 전면표시 

○ 수동조작키, PDA를 이용한 현장  

    수동 제어 및 점검 

○ 가로등 개별의 동작, 램프,안정기 
    고장, 등주누전 감시 
○ 자가진단 통보 및 실시간 감시상황 
    현장 LCD 표시 

○ 고압서지 보호회로 구성 

○ 최대 8분기, 최대 256개 가로등  
    감시제어 기능 
◎ u-City 사회복지 안심서비스  
    부가기능 

○ 무선소출력 통신을 이용한 보안등 

    감시/제어 

○ 이중 안심제어 (자체 전자식  

    기능내장)  

○ 이상동작, 램프/안정기 고장, 누전, 

    정전감시 통보 

○ 점∙소등편차, 시각, 각종 운용데이터 

    원격설정 

○ 램프고장시 안정기 차단보호 

     (무부하 전력손실 방지) 

○ 현장 수동제어 및 한글 LCD,  

    수동조작키 내장 

○ 능동형 자동접속 중계기능 내장 
    (ACL방식) 

○ 이중 내부케이스 구조로 설치 및  

    유지보수 편리 

○ 이중잠금 및 ELB 매입구조로  
    안전사고 예방 
◎ u-City 사회복지 안심서비스  
    부가기능 

 

무선등주감시기   모델명: KIS- 2000WS/WD (GPS)전자식점멸기   모델명: KIS-1000G / KIS-1000E 

○ 무선 소출력 통신을 이용한 가로등 

   개별 제어, 점검, 감시 

○ 등주개별, 점∙소등상태, 램프/안정기 

   고장, 누전, 통신상태 

○ 램프고장 시 무부하 전력손실 차단 

    및 안정기 보호 

○ 현장 유지보수 확인을 위한 개별등 

   점∙소등기능 

○ 능동형 자동접속 중계기능 내장 
   (ACL방식) 
○ 구성: 1등용, 2등용 
◎ u-City 사회복지 안심서비스  
    부가기능 

 

○ GPS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정확한 시각을 보정 

○ 누전 전원차단, 상태표시, 이력표시, 

    자동복구  

○ 현장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제어 

○ 램프고장 시 무부하 전력손실  

    차단 및 안정기 보호 

○ 농촌 및 외곽지역의 심야소등 시간 

    및 소등기간 설정  

○ 이중 내부케이스 구조로 설치 및  

    유지보수 편리 

○ 이중잠금 및 ELB 매입구조로  
    안전사고 예방 

 

장치 별 주요기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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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양방향점멸기 + 분전반 

양방향점멸기 
포함 

제품 규격 

제품 사양 

구분 제 원 

크기(mm) 925mm X 550mm X 350mm 

재질 스테인리스 & 알루미늄 압출 

정격전압 AC220V ±10% , 60Hz 

도장 분체도장 

CPU ATM 128,  1칩 마이크로프로세서 

기간통신망 원격양방향 CDMA 식  

무선 소출력모뎀 424MHz band (특정 소출력통신) 

GPS기능 년, 월, 일, 시, 분, 초 

무선 소출력통신을 이용하여 다수의 가로등 감시점멸기의 제어 및 운용데이터 설정은 물론  각각의 가로등 선로의 
누전, 점·소등 여부 및 램프, 안정기 고장정보를 24시간 실시간 수집하여 중앙관제시스템에 통보함으로써 현장(도로)
의 가로등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로등무선원격양방향 감시점멸기
가 내장되어 있는 장치이다. 

가로등무선식 양방향자동점멸기 

KIS-500S (식별 No. 22835359 / \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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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원 

크기(mm) 900mm X 600mm X 405mm 

재질 스테인리스 & 알루미늄 압출 

정격전압 AC220V ±10% , 60Hz 

도장 특수도장 

CPU ATM 128,  1칩 마이크로프로세서 

기간통신망 원격양방향 CDMA 식  

무선 소출력모뎀 424MHz band (특정 소출력통신) 

GPS기능 년, 월, 일, 시, 분, 초 

제품 사양 

▦ 구성 : 양방향점멸기 + 분전반 

양방향점멸기 
포함 

가로등무선식 양방향자동점멸기 

무선 소출력통신을 이용하여 다수의 가로등, 보안등 감시점멸기의 제어 및 운용데이터 설정은 물론 각각의 가로등, 
보안등 선로의 누전, 점∙소등 여부 및 램프, 안정기 고장정보를 24시간 실시간 수집하여 중앙관제시스템에 통보함으
로써 현장(도로)의 가로등, 보안등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로등무선
원격양방향 감시점멸기가 내장되어 있는 장치이며, 우드 질감의 특수 도장 함체는 스크래치에 강하고 친화적인 질감
으로 공원등용에 적합하다. 

KIS-500W (식별 No. 22835361 / \5,300,000)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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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제품 규격 

제품사양 

구분 제 원 

크기(mm) 1770mm X 550mm X 300mm 

재질 스테인리스 304 

상수 단상 

정격전압 AC220V ±10% , 60Hz 

차단기종류 누전차단기 

회로방식 4회로(상시2, 격등2) 

점멸동작 타이머 전자식 점·소등 

정전보상기능 有 

본 규격은 교류 60Hz의 단상 2선식 220V의 전기회로에서 개폐장치를 내장한 외함을 가로등의 인 입
구에 설치하여 가로등 및 공원등을 사용지역의 일출과 일몰시간에 따라 점등 및 소등을 원활히 하도
록 한 장치로서 정격전류 200A 이하인 가로등전자식자동점멸기에 대한 제작 및 납품, 제품검사에 대
하여 적용한다. 

KIS-5000EB (식별 No. 22943581 / \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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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주일체형 전자식자동점멸기 

본 규격은 교류 60Hz의 단상 2선식 220V 전기회로에서 개폐장치를 내장한 외함을 가로등주 일체형 구
조로 설치하여 가로등 및 공원등을 사용지역의 일출과 일몰시간에 따라 점등 및 소등을 원활히 하도록 
한 장치로서 정격전류 200A 이하인 가로등전자식자동점멸기에 대한 제작 및 납품, 제품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분 제 원 

크기(mm) 2000mm X Ø318.5mm  

재질 스테인리스 2중 구조 

정격전압 AC220V ±10% , 60Hz 

도장 분체도장 

CPU 차단기종류 

기간통신망 회로방식 

무선 소출력모뎀 점멸동작 

GPS기능 정전보상기능 

제품규격 

제품사양 

KIS-5000EP (식별 No. 22943582 / \3,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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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제품규격 

제품 사양 

구분 제 원 

크기(mm) 925mm X 550mm X 350mm 

재질 스테인리스 & 알루미늄 압출 

정격전압 AC220V ±10% , 60Hz 

도장 분체도장 

차단기종류 누전차단기 

회로방식 4회로(상시2, 격등2)  

잠멸동작 타이머 전자식 점.소등 

정전보상가능 有 

본 규격은 교류 60Hz의 단상 2선식 220V의 전기회로에서 개폐장치를 내장한 외함을 가로등의 인 입구
에 설치하여 가로등 및 공원등을 사용지역의 일출과 일몰시간에 따라 점등 및 소등을 원활히 하도록 한 
장치로서 정격전류 200A 이하인 가로등전자식자동점멸기에 대한 제작 및 납품, 제품검사에 대하여 적
용한다.. 

KIS-5000ES (식별 No. 22943583 /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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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은 교류 60Hz의 단상 2선식 220V의 전기회로에서 개폐장치를 내장한 외함을 가로등의 인 입구
에 설치하여 가로등 및 공원등을 사용지역의 일출과 일몰시간에 따라 점등 및 소등을 원활히 하도록 한 
장치로서 정격전류 200A 이하인 가로등전자식자동점멸기에 대한 제작 및 납품, 제품검사에 대하여 적
용한다. 우드 질감의 특수 도장 함체는 스크래치에 강하고 친화적인 질감으로 공원등용에 적합하다 

구분 제 원 

크기(mm) 150ⅹ200ⅹ100(±2) 

재질 ABS 

사용전원 AC220V ±10% , 60Hz 
CPU 특수도장(스크래치에 감함) 

통신방식 누전차단기 

수신방식 4회로(상시2, 격등2)  

횔 타이머 전자식 점.소등 

정전보상기능 有 

제품 사양  

가로등 무선식 양방향자동점멸기 

KIS-5000EW (식별 No. 22943584 / \3,200,000)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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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무선식 양방향감시점멸기 

가로등 무선식 양방향 감시점멸기는 기간통신망 (CDMA)을 이용하여 다수의 가로등 감시점멸기의 제어 
및 운용데이터 설정은 물론 각각의 가로등 선로의 누전, 점∙소등 여부 및 램프, 안정기 고장정보를 24시
간 실시간 수집하여 중앙관제시스템에 통보함으로써 현장의 가로등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로등 무선식 양방향 감시점멸기 장치이다. 

제품 규격 

모델명 KIS-3000C 

크기(mm) 150ⅹ200ⅹ100(±2) 

외함재질 ABS 

사용전원 단상 AC 220V±10%  60Hz 

CPU ATM 2560 

통신방식 CDMA, TCP/IP(LAN) 

수신방식 더블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트리플방식 

회로수 4회로 

GPS기능 년, 월, 일, 시, 분, 초 

사용온도(℃) -20 ~ +60 

제품 사양 

KIS-3000C   (식별 No. 22943580 / \1,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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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무선식양방향감시점멸기 

제품규격 및 회로결선도 

가로등무선식양방향감시점멸기는 기간통신망(CDMA)과 무선 소출력통신을 이용하여 다수의 가로등  
감시점멸기의 제어 및 운용데이터 설정은 물론 각각의 가로등 선로의 누전, 점∙소등 여부 및 램프, 안정
기 고장정보를 24시간 실시간 수집하여 중앙관제시스템에 통보함으로써 현장의 가로등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로등 무선식 양방향 감시점멸기 장치이다. 

모델명 KIS-2000C 

크기(mm) 150ⅹ250ⅹ100(±2) 

사용전원 단상 AC 220V±10%  60Hz 
CPU ATM 128,  1칩 마이크로프로세서 

ID 설정 지역 15개, 그룹 62개, 개별 32개 

릴레이접점 2개 (상시, 격등) 

최대 감시분기수 8개 

기간통신망 원격양방향 CDMA 식  

무선 소출력모뎀 424MHz band (특정 소출력통신) 

GPS기능 년, 월, 일, 시, 분, 초 

사용온도(℃) -20 ~ +60 

제품 사양 

KIS-2000C (식별 No. 22718964 / \1,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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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무선식양방향등주감시기 

가로등무선식양방향등주감시기는 현장에 설치된 가로등용 양방향점멸기의 통제 하에 점∙소등제어와  
고장감시를 수행하는 장치로서 무선소출력통신을 이용하여 야간 점등시간에 각종 운용데이터의 설정 
및 제어명령, 점검명령, 점∙소등상태, 누전상태, 선로단락, 안정기 및 램프고장 등을 판단하여 실시간으
로 가로등용 양방향점멸기로 통보하는 양방향 감시 장비이다. 

제품규격 및 회로결선도 

모델명 KIS-2000WS KIS-2000WD 

형식 1등용 2등용 

크기(mm) 80ⅹ200ⅹ70(±2) 

외함 재질 ABS 

사용전원 220VAC±10% 단상 60Hz 
CPU ATM 128,  1칩 마이크로프로세서 

차단기 종류 ELB 

제어방식 원격 양방향식 

ID 설정 지역 15개, 그룹 62개, 개별 32개 

무선송수신부 사용주파수 : 424MHz band (특정소출력통신) 

정정보상기능 有 

점멸동작 점등/ 소등 

사용온도(℃) -20 ~ +60 

제품 사양 

KIS-2000WS, 1등용 (식별 No. 22718965 / \200,000) 

KIS-2000WD, 2등용 (식별 No. 22718966 /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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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무선식양방향중계통보기 

제품규격 

보안등 무선양방향 중계통보기는 기간통신망(CDMA)과 무선 소출력통신을 이용하여 산재되어 있는 다
수의 보안등 감시점멸기의 제어 및 운용데이터 설정은 물론 각각의 보안등 선로의 누전, 점∙등 여부 및 
램프, 안정기 고장정보를 24시간 실시간 수집하여 중앙관제시스템에 통보함으로써 현장의 보안등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모델명 KIS-1000T 

크기(mm) 190ⅹ370ⅹ130(±2) 

사용전원 단상 AC 220V±10%  60Hz 

CPU ATM 256,  1칩 마이크로프로세서 

ID 설정 지역 15개, 그룹 32개, 개별 32개 

릴레이접점 1개 

최대 감시분기수 256개 

기간통신망 원격양방향 CDMA 식  

무선 소출력모뎀 424MHz band (특정 소출력통신) 

GPS기능 년, 월, 일, 시, 분, 초 

사용온도(℃) -20 ~ +60 

제품 사양 

KIS-1000T (식별 No. 22718967 / \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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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무선식양방향감시점멸기 

보안등무선양방향감시점멸기는 현장에 설치된 보안등용 양방향중계기의 통제 하에 점∙소등제어와 고장
감시를 수행하는 장치로서 무선소출력통신을 이용하여 야간 점등시간에 각종 운용데이터의 설정 및 제
어명령, 점검명령, 점∙소등상태, 누전상태, 선로단락, 안정기 및 램프고장 등을 판단하여 실시간으로 보안
등용 양방향중계기로 통보하는 장치이다. 

제품규격 및 회로결선도 

모델명 KIS-1000C 

크기(mm) 140ⅹ185ⅹ90(±2) 

외함 재질 ABS 

사용전원 220VAC±10% 단상 60Hz 

CPU ATM 128,  1칩 마이크로프로세서 

차단기 종류 ELB 

제어방식 원격 양방향식 

ID 설정 지역 15개, 그룹 62개, 개별 32개 

무선송수신부 사용주파수 : 424MHz band (특정소출력통신) 

정정보상기능 有 

점멸동작 점등/ 소등 

사용온도(℃) -20 ~ +60 

제품 사양 

KIS-1000C (식별 No. 22718968 /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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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GPS점멸기, 유니트 

보안등GPS점멸기, 보안등GPS점멸기유니트는 옥외의 등주 및 전주의 보안등에 사용되는 점멸기로서 탑
재 된GPS모듈에 의해  GPS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정확한 시각(연, 월, 일시)을 보정해주는 보안등
GPS자동점멸기이다. 만일 GPS 수신 불가 시에도 내장된 자동타이머(Programmable Timer)에 의해 보안
등을 on/off 제어하는 이중 안전제어 방식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보안등용 GPS 자동점멸기 와  
보안등용 GPS 자동점멸기 유니트로 구성되어있다. 

제품 규격 

모델명 KIS-1000G KIS-1000GU 

제품 명칭 보안등GPS점멸기 보안등GPS점멸기용 유니트 

크기(mm) 200 x 155 x 83 185×70×52 

외함 재질 ABS난연수지 

사용전원 220VAC±10% 단상 60Hz 

정격용량 400V / 10A 

차단기 종류 ELB ELB 

제어방식 전자식 전자식 

점멸동작 릴레이접점 릴레이접점 

회로방식 1회로 1회로 

제품 사양 

KIS-1000G (식별 No. 22830541 / \77,000) 

KIS-1000GU (식별 No. 22830261 /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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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전자식점멸기, 유니트 

보안등전자식S점멸기, 보안등전자식점멸기유니트는 옥외의 등주 및 전주의 보안등에 사용되는 점멸기
로서 내장된 자동타이머(Programmable Timer)에 의해 보안등을 on/off 제어하는 장치이다.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와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 유니트로 구성되어진다. 

제품 규격 

모델명 KIS-1000E KIS-1000EU 

제품 명칭 보안등전자식자동점멸기 보안등전자식점멸기용 유니트 

크기(mm) 200 x 155 x 83 185×70×52 

외함 재질 ABS난연수지 

사용전원 220VAC±10% 단상 60Hz 

정격용량 400V / 10A 

차단기 종류 ELB ELB 

제어방식 전자식 전자식 

점멸동작 릴레이접점 릴레이접점 

회로방식 1회로 1회로 

제품 사양 

KIS-1000E (식별 No. 22830538 / \52,000) 

KIS-1000EU (식별 No. 22830260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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