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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인사말

MIKYUNG ELECTRONICS Co., Ltd. located in the NOKSAN industrial complex of Busan,
and established in 1987. Since 2006, we are supplying beautiful and intensive technical
products by monopoly production,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DECORATIVE REAL
ALUMINUM by original technologies of aluminum suface treatment, aluminum etching and
printing technique.
We will do our best for the technical development and supplying high quality products. We
hope to create a beautiful architectural culture with customers and grow together.
MIKYUNG ELECTRONICS Co., Ltd.
CEO Deog JUNG. AHN

(주)미경전자는 1987년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2006년
알루미늄 표면처리 원천기술 및 금속에칭(etching),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DECORATIVE REAL
ALUMINUM의 국내 생산 및 유통체제를 구축하여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우수한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의 요구와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아름다운 건축문화 창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미경전자 대표이사 안 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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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ed entry-level switch and outlet to Korean Local market
Completed the development and launched the EURO switch (EURO) series. Delivered to EG the1 Construction company
Developed switch terminal module that can be used for both flexible wire and copper wire (Patent applied)
Launched network switch (MINOS) ( Delivered to Hyundai Development Company)
Acquired GD trademark related to GOOD DESIGN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Launched the distribution-type wiring device VIVIEL
Changed the company name to Mikyung Electronics Co., Ltd.
Changed the company name to Sungjin MK Co., Ltd. after taking over
the Sungjin Electronics shares of Mikyung Metal Electronics Co., Ltd.
Acquired wiring device AMALUS CE
Applied to Daemyung Resort (Seorak Delpino and Yeosu MVL Hotel)
Applied AMALUS Silver to Suwon SK View
Launched wiring device AMALUS, DIATE
Participated in Guangzhou Trade Fair in China
Mass-produced LG Mobilephone Case L06A-UPPER
Mass-produced Samsung TECHWIN digital camera PL10
Supplied wiring device ARU to KCC Corporation (homecc)
Mass-produced wiring devices ARU and VIZU
Mass-produced LG OTIS elevator hall button COVER
Mass-produced temperature and oxygen name plate of Mud Mat
Completed Mikyung Metal Electronics Co., Ltd.
Mass-produced Samsung TECHWIN digital camera S3-105
Acquired Samsung TECHWIN S-PARTNER approval
Developed and mass-produced Samsung TECHWIN digital camera FRT AL COVER
Established the new corp. Mikyung Metal Electronics Co., Ltd. from Aluminum Division

배선기구 경제형 스위치 및 콘센트,통신 개발완료 및 출시
배선기구 86계열 유로스위치(EURO) 개발완료 및 출시. 이지건설 납품
배선기구스위치 연선,동선 공용사용가능한 스위치 단자모듈 개발(특허출원 완료)
네트워크 스위치(MINOS) 개발완료 및 출시(현대산업개발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GOOD DESIGN관련 GD 상표 획득
배선기구 보급형 VIVIEL 출시
(주)미경전자로 사명 변결
(주)미경금속전자의 성진전기 지분 인수 후 사명을
(주)성진엠케이로 변경
배선기구 AMALUS CE 인증
대명리조트 (설악 텔피노, 여수 MVL Hotel) 적용
수원 SK뷰 AMAULS 실버 적용
배선기구 AMALUS, DIATE 출시
중국 광저우 무역전시회 참가
LG 휴대폰 케이스 L06A-UPPER 양산
삼성테크원 디지털 카메라 PL10양산
(주)KCC (homecc) 배선기구 아루 (ARU) 입점
배선기구 아루 (ARU), 비쥬 (VIZU) 양산
LG 오티스 엘리베이터 홈 버튼 COVER 양산
흙표 흙침대 온도, 산소 네임플레이트 양산
(주)미경금속전자 준공
삼성테크원 디지털카메라 S3-105 양산
삼성테크원 S-PARTNER 인증
삼성테크원 디지털카메라 FRT AL COVER 양산개발
알루미늄사업부에서 (주)미경금속전자로 신설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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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The product with firm and slim design is
an European-style wiring device.

견고하면서도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세련미가 돋보이는 유럽형 배선기구입니다.

In consideration of the product installation and user environment conditions, its side line is designed in
firm and slim way. The edge-point on its front makes the design special. The neat front curve is smooth
but is not too much highlighted. Therefore, the product is stylish, going well with European size.
배선기구 제품의 설치 및 사용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견고하면서도 슬림하게 측면라인을 정리하였고, 전면에
엣지를 주어 평범할 수 있는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정갈한 전면곡면은 부드럽지만 도드라지지 않아 유럽형
사이즈의 비례와 잘 어울리는 세련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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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PRODUCT LINE-UP
제품 종류

1-way 1-gang switch
1로 스위치 1구

1-way 2-gang switch
1로 스위치 2구

1-way 3-gang switch
1로 스위치 3구

RJ45 + CATV
RJ45 + CATV

USB charge + RJ45
직류전원장치 + RJ45

2-gang surround jack
서라운드 잭 2구

1-gang switch + 2-gang switch
스위치 1구 + 스위치 2구

USB charge + RJ45 + CATV + 1-gang socket outlet
직류전원장치 + RJ45 + CATV + 접지 1구 콘센트

4-gang
통합내부

1-gang socket outlet
접지 1구 콘센트

RJ45 + CATV + 1-gang socket outlet
RJ45 + CATV + 접지 1구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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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AL DATA
치수도

ZIEL

10/11

76.0mm

122.0mm

ZIEL

1-way 1-gang switch
1로 스위치 1구

PRODUCT LINE-UP
제품 종류

1-way 2-gang switch
1로 스위치 2구

1-way 6-gang switch
1로 스위치 6구

2-gang 45° socket outlet
접지 2구 45° 콘센트

RJ45 + Audio jack
RJ45 + 오디오 잭

1-way 3-gang switch
1로 스위치 3구

1-way 4-gang switch
1로 스위치 4구

3-way 1-gang switch
3로 스위치 1구

4-gang 45° socket outlet
접지 4구 45° 콘센트

CATV unit
CATV 유니트

3-way 2-gang switch
3로 스위치 2구

RJ45 socket
RJ45 소켓 1구

CATV + RJ45 socket
CATV + RJ45 소켓 1구

Audio jack
오디오 잭 1구

1-way 5-gang switch
1로 스위치 5구

3-way 3-gang switch
3로 스위치 3구

2-gang RJ45
RJ45 2구

CATV + 2-gang RJ45
CATV + RJ45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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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AL DATA
치수도
SWITCHES

1-way 1-gang switch
1로 1구 스위치

1-way 3-gang switch
1로 3구 스위치

1-way 5-gang switch
1로 5구 스위치

SOCKET OUTLETS

2-gang socket outlet
2구 콘센트

4-gang socket outlet
4구 콘센트

PLUSH PLATES

2-gang cover plate
2구 플레이트

3-gang cover plate
3구 플레이트

5-gang cover plate
5구 플레이트

VIV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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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mm

124.0mm

VIVIEL

1-way 1-gang switch
1로 스위치 1구

1-way 2-gang switch
1로 스위치 2구

1-way 6-gang switch
1로 스위치 6구

1-gang socket outlet
접지 1구 콘센트

1-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1구

PRODUCT LINE-UP
제품 종류

1-way 3-gang switch
1로 스위치 3구

3-way 1-gang switch
3로 스위치 1구

2-gang 45° socket outlet
접지 2구 45° 콘센트

3-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3구

1-way 4-gang switch
1로 스위치 4구

3-way 2-gang switch
3로 스위치 2구

4-gang 45° socket outlet
접지 4구 45° 콘센트

RJ45 socket
RJ45 소켓 1구

1-way 5-gang switch
1로 스위치 5구

3-way 3-gang switch
3로 스위치 3구

socket outlet with USB charge
콘센트 + 직류전원장치

Audio jack
오디오 잭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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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ang RJ45
RJ45 2구

RJ45 + Audio jack
RJ45 + 오디오 잭

2-gang 45° socket outlet(horizontal)
접지 2구 45° 콘센트 (가로형)

CATV unit
CATV 유니트

Switch with socket
스위치부 콘센트

Workstation (bed room)
통합형 배선기구 (침실용)

Workstation (living room)
통합형 배선기구 (거실용)

CATV + 2-gang RJ45
CATV + RJ45 2구

CATV + 2-gang RJ45
CATV + RJ45 2구

1-gang water protected 2-gang water protected
socket outlet
socket outlet
방우접지 1구 콘센트
방우접지 2구 콘센트

Workstation
통합형 배선기구 (통신1열)

2-gang water protected
socket outlet (horizontal)
방우접지 2구 콘센트 (가로형)

Workstation
통합형 배선기구 (통신2열)

Workstation (living room)
통합형 배선기구 (거실용)

VIVIEL

DIMENSIONAL DATA
치수도

SWITCHES

1-way 1-gang switch
1로 1구 스위치

1-way 3-gang switch
1로 3구 스위치

1-way 5-gang switch
1로 5구 스위치

2-gang socket outlet
2구 콘센트

4-gang socket outlet
4구 콘센트

3-gang cover plate
3구 플레이트

5-gang cover plate
5구 플레이트

SOCKET OUTLETS

1-gang socket outlet
1구 콘센트

PLUSH PLATES

2-gang cover plate
2구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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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SOKET OUTLETS

Socket outlet + USB charge
콘센트 + 직류전원장치

1-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1구

3-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3구

WEATHER PROOF SOCKET OUTLETS

2-gang switch water-protected socket outlet
방우 2구 콘센트

2-gang switch water-protected socket outlet(horizontal)
방우 2구 콘센트(가로형)

WORK STATION COVER PLATES

Workstation plate (bed room)
통합형배선기구(침실용)

Workstation plate (bed room)
통합형배선기구(침실용)

Workstation plate (living room)
통합형배선기구(거실용)

DIATE

The wiring device designed as transparent as
perpetual snow has minimalism style.
만년설의 투명함을 담아 디자인된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배선기구입니다.

To create the image of more high-end wiring device than conventional low-cost plastic wiring device, acrylic
was added. Since the product provides a sense of clean and neat feeling, it goes better with surroundings
than existing wiring devices and maximizes interior design effect.
기존 저가형 플라스틱 배선기구보다 고급형 배선기구 이미지를 위해 아크릴을 추가한 제품으로, 투명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배선기구 제품들보다 주변공간과 잘 어울리면서, 인테리어효과를 극대화 해주는 배선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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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TE

1-way 1-gang switch
1로 스위치 1구

PRODUCT LINE-UP
제품 종류

1-way 2-gang switch
1로 스위치 2구

1-way 6-gang switch
1로 스위치 6구

1-gang socket outlet
접지 1구 콘센트

1-gang automatic standby
power cut-off socket(Korea Cocal)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1구

1-way 3-gang switch
1로 스위치 3구

3-way 1-gang switch
3로 스위치 1구

2-gang 45° socket outlet
접지 2구 45° 콘센트

3-gang automatic standby
power cut-off socket(Korea Cocal)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3구

1-way 4-gang switch
1로 스위치 4구

3-way 2-gang switch
3로 스위치 2구

4-gang 45° socket outlet
접지 4구 45° 콘센트

RJ45 socket
RJ45 소켓 1구

1-way 5-gang switch
1로 스위치 5구

3-way 3-gang switch
3로 스위치 3구

socket outlet + USB charge
콘센트 + 직류전원장치

Audio jack
오디오 잭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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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ang RJ45
RJ45 2구

RJ45 + Audio jack
RJ45 + 오디오 잭

2-gang 45° socket outlet (horizontal)
접지 2구 45° 콘센트 (가로형)

2-gang water protected
socket outlet (horizontal)
방우접지 2구 콘센트 (가로형)

Workstation (living room)
통합형 배선기구 (통신2열)

CATV unit
CATV 유니트

CATV + 2-gang RJ45
CATV + RJ45 2구

Switch with socket
스위치부 콘센트

1-gang water-protected
socket outlet
방우접지 1구 콘센트

Workstation (bed room)
통합형 배선기구 (침실용)

CATV + 2-gang RJ45
CATV + RJ45 2구

2-gang water-protected
socket outlet
방우접지 2구 콘센트

Workstation (bed room)
통합형 배선기구 (통신1열)

Workstation (living room)
통합형 배선기구 (거실용)

※ The dimensions of the product are the same as ones described in p30-31. ※ 제품치수도 p30-31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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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LUS

The product is a stylish and beautiful
wiring device to make interior design better.
인테리어의 품격을 높여 주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배선기구입니다.

With the uses of delicate and excellent technology and aluminum material, it is possible to make various patterns.
The product has excellent durability, for it has strong surface strength. The product is made with anodizing technique, and
therefore its color is not changed but remains natural with the lapse of time.
The unique beauty of the metal that shines differently depending on lighting angles makes your space look better.
섬세하고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패턴이 구현 가능하며 표면 강도가 높아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입니
다. 아노다이징 공법을 이용하여 시간이 흘러도 색상이 변질되지 않으며 제품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도록 하였고, 조명 각도에 따라 빛나
는 금속 특유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돋보여 줄 것입니다.

MODERN
Modern series with simple design look simple, but get harmonized with any space to create indoor space elegant. The
slimmer shape of the product helps to create stylish image that you've dreamed of.
심플한 디자인의 모던 시리즈는 단순해 보이지만 어떠한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뤄 우아한 실내공간을 연출해 드립니다. 더욱 슬림해진 형
상으로 여러분이 꿈꿔왔던 세련된 스타일의 이미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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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Hairline

Champagne Gold Hairline

Dark Silver Hairline

Black Hairline

AMALUS

1-way 1-gang switch
1로 스위치 1구

1-way 2-gang switch
1로 스위치 2구

1-way 6-gang switch
1로 스위치 6구

1-gang socket outlet
접지 1구 콘센트

1-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korea local)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1구

PRODUCT LINE-UP
제품 종류

1-way 3-gang switch
1로 스위치 3구

3-way 1-gang switch
3로 스위치 1구

2-gang 45° socket outlet
접지 2구 45° 콘센트

3-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korea local)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3구

1-way 4-gang switch
1로 스위치 4구

3-way 2-gang switch
3로 스위치 2구

4-gang 45° socket outlet
접지 4구 45° 콘센트

1-way 5-gang switch
1로 스위치 5구

3-way 3-gang switch
3로 스위치 3구

Socket outlet + USB charge
콘센트 + 직류전원장치

1-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korea local) + Audio jack
대기전력 콘센트 + 오디오잭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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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45 socket
RJ45 소켓 1구

Audio jack
오디오 잭 1구

2-gang RJ45
RJ45 2구

RJ45 + Audio jack
RJ45 + 오디오 잭

CATV unit
CATV 유니트

CATV + 2-gang RJ45
CATV + RJ45 2구

CATV + 2-gang RJ45
CATV + RJ45 2구

Multi-socket outlet
멀티 콘센트

2-gang 45° socket outlet(horizontal)
접지 2구 45° 콘센트 (가로형)

Switch with socket
스위치부 콘센트

1-gang water-protected
socket outlet
방우접지 1구 콘센트

Workstation (bed room)
통합형 배선기구 (통신1열)

2-gang water-protected
socket outlet
방우접지 2구 콘센트

2-gang water protected
socket outlet (horizontal)
방우접지 2구 콘센트 (가로형)

Workstation (living room)
통합형 배선기구 (거실용)

Workstation (bed room)
통합형 배선기구 (침실용)

Workstation (living room)
통합형 배선기구 (거실용)

AMALUS

DIMENSIONAL DATA
치수도

SWITCHES

1-way 1-gang switch
1로스위치 1구

1-way 3-gang switch
1로스위치 3구

1-way 5-gang switch
1로스위치 5구

2-gang socket outlet
2구 콘센트

4-gang socket outlet
4구 콘센트

3-gang cover plate
3구 플레이트

5-gang cover plate
5구 플레이트

SOCKET OUTLETS

1-gang socket outlet
1구 콘센트

PLUSH PLATES

2-gang cover plate
2구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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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SOKET OUTLETS

Socket outlet + USB charge
콘센트 + 직류전원장치

1-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1구

3-gang standby power cut-off socket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2구

WATER PROTECTED SOCKET OUTLETS

1-gang water-protected socket outlet
방우접지 1구 콘센트

WORK STATION PALTES

Workstation plate (bed room)
통합형 배선기구(침실용)

Workstation plate (living room)
통합형 배선기구(거실용)

AMALUS

ASSEMBLY DATA
조립도

SWITCHES_스위치

Supporting
frames
브라켓
single frame

duplex frame

Cover
plates
플레이트

Modules
스위치 몸체
module X 1

modules X 2

modules X 3

modules X 4

modules X 5

modules X 6

large knob

middle knobs

small knobs

middle knobs X 2

middle / small knobs small knobs X 6

1-way 1 G switch
3-way 1 G switch

1-way 2 G switch
3-way 2 G switch

1-way 3 G switch
3-way 3 G switch

1-way 4 G switch
3-way 4 G switch

1-way 5 G switch
3-way 5 G switch

Knobs
스위치 노브

1-way 6 G switch
3-way 6 G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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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KET OUTLETS_콘센트

Supporting
frames 1
브라켓

Supporting
frames 2
브라켓

Supporting
frames 3
브라켓

Cover
plates
플레이트

1 G socket outlet

2 G socket outlet
2 G 45° socket outlet

4 G socket outlet
4 G 45° socket outlet
4 G socket outlet (horizontal)

1 G water-protected socket outlet

AMALUS

ASSEMBLY DATA
조립도

FLUSH PLATE_플레이트

Supporting
frames
브라켓

Modules 1
모듈
RJ 45
CATV 1
audio jack

RJ 45
CATV 1
audio jack

Modules 2
모듈
CATV 2

TAP
TA
P

TAP
TA
P

TAP
TA
P

CATV
CAT V

CATV
CAT
V

CAT
CATV
V

CATV 2

CATV 2

Cover
plates
플레이트

1 G flush plate
2 G flush plate
3 G flush plate
4 G flush plate
5 G flush plate
6 G flush plate
(RJ45/CATV/audio jack) (RJ45/CATV/audio jack) (RJ45/CATV/audio jack) (RJ45/CATV/audio jack) (RJ45/CATV/audio jack) (RJ45/CATV/audio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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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TATION PLATE_통합형배선플레이트

Supporting
frames 1
브라켓

Supporting
frames 2
브라켓

Modules
모듈

TAP
TA
P

CATV
CAT V

RJ 45
CATV 1
audio jack

CATV 2

Workstation(bed room)
(2 G socket outlets/RJ45/CATV/audio jack)

Workstation(bed room)
(4 G socket outlets/RJ45/CATV/audio jack)

Cover
plates
플레이트

NETWORK (MINOS)
SWITCH “A”(White)

The product is a network switch that
provides intuitive usability and comfortability.
직관적인 사용성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Unlike conventional network switch with a complicated array of icons, the network switch has intuitive text icon and concentrationtype layout to increase usability. With the optimal proportion, it is designed to provide friendly and comfort feelings. The round
corners and the front fine curve make users feel comfort and create natural design in interior space. With the product, everyone now
has convenience and comfort atmosphere at home.
아이콘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탈피하여 직관적인 텍스트 아이콘과 집중형 레이아웃으로 사용성을 높인 제품입니
다. 친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적의 비례감으로 디자인하였고 모서리의 라운드와 전면의 미세한 곡면은 안락함을 주며 인테리어 공간에
서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안락한 분위기와 함께 누구나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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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 MINOS )
SWITCH “A” ( White )

2-gang light Sleep.Alram.Time
다기능리모콘 2구

4-gang light + 2-gang standby socket
전등 4구 + 대기 2구 스위치

All on/off_lighting
일괄소등

PRODUCT LINE-UP
제품 종류

All on/off_lighting, gas, elevator
일괄소등 / 가스차단 / 엘리베이터

4-gang + 2-gang standby
(Electrical meter)
전등4구 + 대기 2구(전력량계)

6-gang light
전등 6구 스위치

4-gang light + Heating system
(Electrical meter)
대기 4(전력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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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ang light + Heating System
전등4구 + 난방

4-gang light + 2-gang standby
+ Heating system(Electrical meter)
전등 4구 + 대기 2구 + 난방(전력량계)

NETWORK SWITCH “A”

Single plate
1개용 플레이트

Duplex plate
2개용 플레이트

6-gang light + 2-gang standby
+ Heating system(Electrical meter)
전등 6구 + 대기 2구 + 난방(전력량계)

DIMENSIONAL DATA
치수도

Triplex plate
3개용 플레이트

NETWORK (MINOS)
SWITCH “A”(Black)

Unlike conventional network switch with a complicated array of icons, the network switch has intuitive text icon and concentrationtype layout to increase usability. With the optimal proportion, it is designed to provide friendly and comfort feelings. The round
corners and the front fine curve make users feel comfort and create natural design in interior space. With the product, everyone now
has convenience and comfort atmosphere at home.
아이콘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탈피하여 직관적인 텍스트 아이콘과 집중형 레이아웃으로 사용성을 높인 제품입니
다. 친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적의 비례감으로 디자인하였고 모서리의 라운드와 전면의 미세한 곡면은 안락함을 주며 인테리어 공간에
서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안락한 분위기와 함께 누구나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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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 MINOS )
SWITCH “A” ( Black )

2-gang light Sleep.Alram.Time
다기능리모콘 2구 스위치

4-gang light + 2-gang standby
전등 4구 + 대기 2구 스위치

All on/off_lighting
일괄소등 스위치

PRODUCT LINE-UP
제품 종류

All on/off lighting, gas, elevator
일괄소등 / 가스차단 / 엘리베이터

4-gang + 2-gang standby(Electrical meter)
전등4구 + 대기 2구(전력량계) 스위치

6-gang light
전등 6구 스위치

4-gang + heating system
대기 4(전력량계)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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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ang + Heating system
전등4구 + 난방

4-gang + 2-gang standby
+ Heating system(Electrical meter)
전등 4구 + 대기 2구 + 난방(전력량계)

6-gang + 2-gang standby + Heating system
(Electrical meter)
전등 6구 + 대기 2구 + 난방(전력량계)

NETWORK SWITCH “A”

Single plate
1개용 플레이트

Duplex plate
2개용 플레이트

DIMENSIONAL DATA
치수도

Triplex plate
3개용 플레이트

NETWORK (MINOS)
SWITCH “C”

Unlike conventional network switch with a complicated array of icons, the network switch has intuitive text icon and concentrationtype layout to increase usability. With the optimal proportion, it is designed to provide friendly and comfort feelings. The round
corners and the front fine curve make users feel comfort and create natural design in interior space. With the product, everyone now
has convenience and comfort atmosphere at home.
아이콘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탈피하여 직관적인 텍스트 아이콘과 집중형 레이아웃으로 사용성을 높인 제품입니
다. 친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적의 비례감으로 디자인하였고 모서리의 라운드와 전면의 미세한 곡면은 안락함을 주며 인테리어 공간에
서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안락한 분위기와 함께 누구나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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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 MINOS )
SWITCH “C”

2-gang light Sleep.Alram.Time
다기능리모콘 2구 스위치

4-gang + 2-gang standby
전등 4구 + 대기 2구 스위치

All on/off_lighting
일괄소등 스위치

PRODUCT LINE-UP
제품 종류

All on/off_lighting, gas,
elevator
일괄소등 / 가스차단 /
엘리베이터

4-gang + 2-gang standby(Electrical Meter)
전등4구 + 대기 2구(전력량계)

6-gang light
전등 6구 스위치

4-gang + Heating system
대기 4(전력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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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ang + Heating system
전등4구 + 난방

4-gang + 2-gang standby
+ Heating system (Electrical Meter)
전등 4구 + 대기 2구 + 난방(전력량계)

6-gang + 2-gang standby +
Heating system (Electrical Meter)
전등 6구 + 대기 2구 + 난방(전력량계)

NETWORK SWITCH “C”

Single plate
1개용 플레이트

Duplex plate
2개용 플레이트

DIMENSIONAL DATA
치수도

Triple plate
3개용 플레이트

Now you do not need to shake
your hand under the Sensor Light to turn on
the light again. Mikyung Sensor light detect
precisely with dual sensor.

L1

이제 센서등 아래에서 자동으로 등이 꺼져 손을 흔들 필요 없습니다.
듀얼 센서로 사용자를 정확히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Furthermore you can implement one of Main Lighting and emergency lighting function without a separate cost.
*Also it can be dramatically reduce the power consumption and guarantee the longer life than conventional lights.
*It complements the shortcomings which turns off the light during use, and designed to use for various places.
*사용자가 활동 중에 LED가 꺼지는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기존의 제한된 공간에서만 사용하던
센서등을 다양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LED를 사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길어진 수명과 소비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등과 비상등 전환 장치를 내장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하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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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LED SENSOR LIGHTING
LED센서등

> INSTALL

Fix the fixture to ceiling
고정틀 천장 고정

설치방법

Fixing guide
고정 가이드

Connect the wires and
mount the Fixing guide.
Fix to push the and down of body.
전선을 연결 후 본체를
고정 가이드 부분을 먼저 고정 후
상, 하를 눌러서 고정

1 Turn off the circuit breaker of distribution box.
2. Connect a power line and use a screw to
install in a proper place firmly.
3. Connect the lamp body to the bracket.
1. 분전함의 차단기를 “OFF” 시키십시오.
2. 전원선을 연결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나사못을 이용하여 단단히 부착 시키십시오.
3. 전등 바디를 브라켓에 결합하십시오.

> ELEMENTS BY NAME
요소별 명칭
B

A

C

A Daytime and Nighttime Control Switch ☼ /☾
B Time Control Switch : 10sec/20sec/30sec/3 steps
sensor Sensitivity Control (Long): 2 steps
C PIR sensor
A 주간, 야간 조절 스위치 ☼ /☾
B 시간 조절 스위치 : 10초/20초/30초/3단
센서감도 조절(길게) : 2단
C 인체감지(PIR) 센서

> SENSOR DETECTION RANGE

3.0m

1.5m

센서 감지 범위

3.0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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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ATIONS
제원

Rated Voltage
정격전류
Rated Load
정격부하
Power Consumption
소비전력
Motion Holding Time
감도시간
Illumination
조도
Distance
센서거리
Sensing Speed
센서스피드
Rated Temperature
온도
Rated Humidity
습도
Dimension
치수도

AC220V / 60Hz
7W
Max 0.4 W
holding time after the detection of human body : 10 sec, 20 sec, 30 sec selectable
50Lux (Day / Night adjustable)
Within around 3M circle at the 3M distance from the ceiling
0.6 ~ 1.5m / sec
-10℃ ~30℃
Under 95%
240mm X 33mm (Weight 510g)

> DIMENSIONAL DATA
치수도

15.5
Φ240.0

33.2

Head Office

(1545-2, Songjeong-dong) 37, Nolsansandan 261-ro
73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73번길 37 (송정동 1545-2)
tel. : +82 51 831 8130~2
fax. : +82 51 831 8129
e-mail : mikyung8131@hanmail.net
website : www.mkswit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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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82 31 8018 6910
fax. : +82 31 8018 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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