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LS15

비용절감형 LED 바 조명

• 가시성,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

•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15 mm 사이즈의 조명

•  기존 어플리케이션 작업에 영향없이 빠르게 설치 가능

• 전문적인 품질로 인증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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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비용절감형 LED 바 조명 - 현장에 설치하면 작업공간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이즈 (전체 길이 220 mm)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0.9 m (3 피트)까지 밝혀주는 
350 루멘 / 0.3 m 의 조도

쉽고 빠르게  
장착 가능

작업면의 음영과 핫스팟을 최소화하는 
디퓨즈 윈도우 타입

작동 전압: 12 V dc ~ 24 V dc 

오버몰딩된 엔드캡으로 
깔끔하게 밀봉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15.5 mm 두께로 설계 (실제 높이) 알루미늄 구조로 방열 및 사용수명 연장

•  선반, 도어 내부, 픽킹 빈 및 캐비닛 내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능률 향상

• 단 한번의 배선으로 연결하는 캐스케이드 모델

• 빠르고 쉬운 설치 옵션으로 설치 시간 단축

•  트러블 슈팅 지원을 위해 분리 가능한 집광 광원 사용

• 습기 및 먼지가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IP67 등급의 하우징

•  견고한 산업용 제품으로 파손 및 오염 방지

• 50,000 시간 L70 LED로 긴 수명 보장 및 유지관리 최소화

• 쉬운 배선을 위한 표준형 커넥터와 케이블 옵션



LMBWLS15 LMBWLS15-150S LMBWLS15MAG

30.6 mm

15.5 mm

C2WLS15 X 0360 D S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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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일반적으로 12 V dc ~ 24 V dc 
10 V dc ~ 15 V dc 및 20 V dc ~ 27 V dc 사용 제한

온도 조건 온도: –40 ~ +60 °C
보관 온도 : –40 ~ +70 °C

재질 하우징: 폴리카보네이트     엔드캡: 폴리아미드

보호등급 IEC IP66 및 IEC IP67
UL 2108 적합 

인증

        
E476617

   

D

액세서리

커넥터

C2 = 기본 2 m 케이블형
QP = 150 mm 유로 QD
QS = 150 mm 도이치 DTM

WLS15 시리즈
예시 모델명 : WLS15XDW0360DSC2

모델명

C = 캐스케이드 모델
X = 캐스케이드 불가

캐스케이드 컬러 길이 (mm)

D = 디퓨즈

윈도우 실드

S = 실드형  
(IP66, IP67)

DW = 일반 백색
WW = 따뜻한 백색

길이

4핀

유로스타일  
일자형 커넥터 타입  
앵글형은 모델명 끝에 RA 추가 
(예, MQDC-406RA)

MQDC-406 
2 m (6.5') 
MQDC-415 
5 m (15') 
MQDC-430 
9 m (30')

4핀
일자형/일자형

4핀
일자형/앵글형

유로 스타일 
양방향 QD

MQDEC-403SS 
0.91 m (3') 
MQDEC-412SS 
3 m (12') 
MQDEC-430SS 
9 m (30')

MQDEC-403RS 
0.91 m (3')
MQDEC-412RS 
3 m (12') 
MQDEC-430RS 
9 m (30')

2핀
일자형/일자형

도이치 
일자형 커넥터형 
양방향 케이블

DTMEC-2005 
0.16 m (0.5') 
DTMEC-206 
2 m (6') 
DTMEC-230 
9 m (30')

2핀

도이치
일자형 커넥터형  
단방향 케이블

DTMC-206
2 m (6')
DTMC-215
5 m (15')
DTMC-230
9 m (30')

길이
(mm)

25 °C 에서  
전류값 (A)

-40 °C 에서  
최대 전류값 (A) 루멘 

12 V dc 24 V dc 12 V dc 24 V dc 일반 백색 따뜻한 백색

0220 0.19 0.10 0.24 0.12 175 170
0360 0.38 0.20 0.48 0.24 350 340
0500 0.57 0.30 0.72 0.36 525 510
0640 0.76 0.40 0.96 0.48 700 680
0920 1.14 0.60 1.44 0.72 1050 1020
1200 1.52 0.80 1.92 0.96 1400 1360

Additional cordset 
lengths available on 
bannerengineer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