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ERGY SAVER LOUVER의 선도자

에너지 절감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http://www.ecolouver.com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루바하이텍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복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CEO 메세지

올해 소비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AUSTRALIA의 BREEZWAY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ALTAIR GLASS LOUVER에 루바하이텍의 기술을 

더해 글라스루바를 출시 하게 되었습니다.

큰 환기면적과 예쁜 인테리어 창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선 보이게된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항상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주)루바하이텍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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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바 소개

시스템루바란?

시스템루바 원리

시스템루바란 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햇빛 및 빗물이 내

부로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외부의 시선을 줄일 수 있

게 제작된 제품으로 기존의 고정식 루바와 달리 슬랫(SLAT)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0°~90° 까지 5단계에 걸쳐 개폐가 가능

해 환기 시스템 구축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잡이>

위, 아래로 움직여 슬랫 조정 가능
그 외 다양한 종류의 손잡이 보유

<슬랫>

사용자 의지에 따라 0℃~90℃까지
5단계에 걸쳐 개폐 가능

손잡이

슬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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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바 용도

아파트 및 주거시설

공장

실내체육관

아파트 및 주거시설 실외기실에 설치하여 에어컨 사용시에는 Blade를 열어 내부의 더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겨울철

에는 Blade를 닫아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여 실내를 결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공장 내부의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보통 고정형 갤러리를 사용해 왔으나 겨울철 찬 공기로 인해 내부가 결빙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스템루바를 사용하여 외부 공기 차단이 가능해져 작업환경이 한 층 좋아졌

습니다.

체육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햇빛으로부터 눈부심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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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형 보일러연도 설치 시 사용

시스템루바의 
종류 및 특징

시스템루바 종류 및 형태

기본형

시스템루바는 크게 알루미늄 루바, PVC 루바, 투명루바가 있으

며 시스템루바의 형태는 기본형, 폭 분할형, 높이 분할형, 연도

형, 비상탈출형, 창문삽입용 등이 있습니다.

우수한 환기율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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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폭 분할형

높이 분할형

연도형

루바01

루바02

루바03

루바04

특징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환기율이 높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방충망을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 가능 합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시스템루바의 폭이 제작 한계 칫수를 넘어선 경우 폭을 분활하여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합니다.

Frame은 하나로 제작하고 Blade만 분활하여 제작합니다.

방충망도 분활 제작하여 좌·우 독립적으로 설치 합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시스템루바의 높이가 제작 한계를 넘어선 경우 높이를 분활하여 원활하게 작동되게 합니다.
중간 BAR를 사용하여 위,아래의 구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중간 BAR 없이 전체가 하나의 루바로 보이게 하면서도 핸들은 2개를 설치해 따로 작동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시스템루바의 설치장소에 보일러가 있는 경우 루바의 상부에 높이 300M/M 정도에 알루미늄 시트 또는 Blade를 고정하여 설치하고 
연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100M/M, 120M/M 등의 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시트는 두께 2M/M 한 겹으로 설치 할 수있고 1M/M의 시트를 두 겹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1M/M 두 겹으로 설치할 경우 두 겹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연도홀의 위치나 홀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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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형

창문삽입용

투명루바

루바05

루바06

루바07

특징

집안에 화재나 비상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루바의 문이 외부로 열려 신속한 탈출을 도와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시스템루바의 Blade를 작동해 배기 및 흡기의 역할을 하고 비상 시에는 비상탈출형 문을 열고 사용합니다.
높이를 분활하여 아래쪽은 에어컨 실외기 공기 순환용으로 사용하고 위쪽은 비상 탈출용 문으로 사용합니다.
시스템루바의 폭이 제작 한계를 넘어선 경우 비상탈출용 문도 폭을 분활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좌,우 두 짝으로 제작)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100M/M, 120M/M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별도의 실외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Sliding 창문 문짝 하부에 시스템루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 아파트에 많이 사용합니다.
내부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투명루바는 루바의 Blade를 닫아도 외부가 보이는 인테리어적 요소가 가미된 루바입니다.
유리 대신 폴리카보네이트 판넬을 사용해 깨지지 않습니다.
판넬의 색상은 투명, 블루, 그린 등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고 판넬의 두께는 3M/M 입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건물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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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형

투명루바

비상 시 외부로 탈출이 가능한 제품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 인테리어 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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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종류 및 특징

시스템루바 핸들 종류 및 형태

시스템루바의 핸들 종류는 일반핸들, 짧은핸들, 굴절형핸들 등이 

있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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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핸들

일반핸들

작은핸들은 방충망이 없는 경우 또는 내부에 장애물이 있어 일반핸들을 사용하기 불편한 경

우 사용합니다. 또한 심플한 외관에 사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내구성과 부드럽게 작동하는 

핸들로 높이 조정이 가능하고 좌,우측 설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핸들01

핸들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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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형핸들

포스코 광양공장

특수형핸들

시스템루바에 롤방충망을 설치할 경우 사용합니다. 핸들이 꺽여있어서 롤방충망을 사용할 

때 간섭이 없어 편리한 핸들 입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사용 가능한 핸들입니다.

포스코 광양공장에 설치한 특수형핸들입니다. 내부에선 핸들 설치가 어려워 핸들을 외부로 설치

하고 높은 곳은 개폐용 알루미늄봉을 사용해 루바의 개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핸들03

핸들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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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그린파워 현장

굴절형핸들

대구 그린파워 현장입니다. 루바의 높이가 바닥에서 2300mm 위에 설치되어 핸들

을 작동하기 어려워서 특수형핸들을 설치하고 개폐용 알루미늄봉 으로 루바를 개

폐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굴절형 핸들과 개폐용 알루미늄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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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루바란?

Altair Glass Louver 란?

Altair Glass Louver는 호주 Breezway의 제품에 Louver Hitec의 기술을 

더해 더욱 향상된 제품강도, 성능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인테

리어 창 입니다.

다른 창 형태에 비해 개방감 및 최고의 환기 면적을 제공하는 특허 제품

으로 6m/m 강화유리를 사용해 외부의 소음 차단 성능이 뛰어나고 닫으

면 알미늄 후레임과 클립이 밀착되는 리빙힌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ht
tp

://
ww

w.
ec

ol
ou

ve
r.c

om

14 /



Altair Glass Louver 구성

글라스루바 분해도

글라스루바 분해도

클립

클립

간편한 조립과 타 Frame에도 설치할수있는 스마트 WIN-

DOW

Blade를 닫으면 클립과 찬넬 사이를 밀착시켜 공기의 흐름

을 차단 합니다.

고강도 아세탈 특허 베아링을 사용해 작동이 부드럽고 

40,000회 이상의 개폐사이클을 자랑 합니다.

루바 핸들은 고강도 UV 안정화 아세탈 및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유연성과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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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ir Glass Louver는 다른창 유형에 비해 
많은 장점을 제공 합니다.

Glass Louver Window

Sliding Window

Project Window

Fixed Window

건물 내부에 바람의 유입을 적절히 제어

환기 면적이 커서 실내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하는데 큰 도움

예쁘고 실용적이며 스마트한 인테리어 창

현재 사용하고있는 창에 비해 Glass Louver는 Blade가 수평으로 열려 환기를 최대화함으로써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제어해 쾌적한 실

내를 유지 합니다.

Glass Louver를 열어도 Blade의 돌출이 작아 불편 최소화

실내에서 Glass Blade의 청소가 가능(고층의 경우 큰 장점)

레버에 의한 부드러운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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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ir Glass Louver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고성능,최고의 디자인 Glass Louver를 찿고있다면 Altair Glass Louver를 선택하세요. Altair Glass Louver가 다른창과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

Altair Glass Louver는 최고의 디자인 선두주자

깔끔하고 예쁜 특허 디자인

NATA인증 시험소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한 풍력시험 및 물침투 시험등 검증

다른창에 비해 환기 면적이 2배 이상이므로

에너지 절감에 도움

Stronghold System은 더욱 강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제공

다양한 옵션 및 주문생산

비철금속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녹 발생이 

없어 반 영구적

특허 디자인

광범위한 테스트

환기 및 에너지 효율

내구성 및 안전성

주문 제작

비철금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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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레임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프레임에도 간단히 설치 가능

넓은 폭으로 외부 경관에 도움

Altair Glass Louver는 7년간 제작 및 재료의 

결함에 대해 보증 됩니다.

전동 글라스루바는 신제품 수상제품

Dualair System은 소음차단, 낮은 열관류율을 

필요로한 프로젝트에 이상적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 판매 및 설치

담당직원의 친절한 상담

다양한 프레임

넓은 폭

보증

전동 글라스루바

듀얼 글레이징 시스템

판매 및 설치

기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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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에너지 효율

Altair Louver Window는 주택 또는 사무실에 채광 및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제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법 입니다.

Breezway는 건물이 자연과 협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바람을 자연스럽게 Altair Glass Louver를 통해 내부로 들어와 다시 외부로 나가도록 설계함으로 쾌적한 실내 및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드립니다.

https://youtu.be/sdV0d-Pakkk

창문의 에너지 효율

Fix Window Project Window Sliding Window Altair Glass Louver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미세먼지 배출 향상

높은 소음 차단성 및 낮은 열관류율

넓은 환기율(타 창문에 비해 2배 이상)

공공건물 및 빌딩에 환기창으로 최적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여 건물 운영비용 및 에너지 절감

다양한 창문에 간단한 설치

부드러운 개폐, 예쁜 인테리어 효과

실내에서 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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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CrZEJATeKQ

보통 보통이상 아주좋음 우수함

교차 흐름 환기

창 배치의 중요성

내부 환기 열 굴뚝 효과

위 그림은 내부 칸막이에 환기창을 설치 했을때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Altair Glass Louver를 높은곳에 설

치하면 열배출이 원활해 쾌적한 실내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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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루바 옵션

핸들 종류

Standard Handle

Low Profile Handle

Low Profile Handle

Ring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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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s

Blade 재질

Glass Blades

PDF다운로드 PDF다운로드 PDF다운로드

Aluminium Blades Timber Blades

Blade 종류

Blade 칫수

Altair Louver의 Blades는 Glass, Timber, Aluminium등의 종류가 있어 아름다운 외부의 전망을 원한다면 Glass Blades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Timber 또는 Aluminium Blades를 선택해 사용할수 있어서 편리 합니다.

세부사항은 기술자료를 참고 하세요.

◈ Blade 높이
Altair Louver의 Blade는 152M/M와 102M/M 2가지 종류의 Blade가 있으며 이는 Blade의 간격이 140M/M, 90M/M입니다.

◈ Blade 길이
Altair Louver의 Blades 길이는 Blade의 재질에 따라 한계길이가 다릅니다. 

자세한것은 Louver Hitec에 문의해 주십시요.

◈ Blade 두께
Altair Louver의 Blade 두께는 Glass는 6.0T, Timber는 14M/M를 사용 합니다.

다른 두께는 성능을 저하 하므로 권장 하지 않습니다.

◈ Stronghold System
Stronghold System은 유리의 양쪽끝을 전용Pin으로 고정해 유리의 이탈을 방지한 System으로

152M/M, 102M/M, Aluminium Blade에 사용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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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ver Size

Louver Size

Altair Glass Louver 사이즈

Altair Glass Louver는 호주 Breezway의 제품에 Louver 

Hitec의 기술을 더해 더욱 향상된 제품강도, 성능 및 유연

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인테리어 창 입니다. 다른 창 형태

에 비해 개방감 및 최고의 환기 면적을 제공하는 특허 제

품으로 6m/m 강화유리를 사용해 외부의 소음 차단 성능

이 뛰어나고 닫으면 알미늄 후레임과 클립이 밀착되는 리

빙힌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혁신적인 

제품 입니다.

Altair Glass Louver 제작은 소비자 요청에 의한 주문 제작으로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이용 할수 있습니다.

표준 Blade 길이는 제작 한계내에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 Stronghold System 인 경우는 최대폭이 1200M/M 

까지 제작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요.

참고 : Powerlouver Window Blade 최소길이

2~9개 Blade의 Powerlouver : 400M/M

10~18개 Blade의 Powerlouver : 500M/M

표준 높이는 선택한 Blade 높이 152M/M 또는 102M/M를 기준으로 합니다.

* 권장 옵션 입니다. *

비규격 높이를 제작 할수 있지만 비용의 증가, 간격을 조정하는 작은 고정 Blade가 설치 됩니다.

창틀 유형이 표준 높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이는 주문 제작이므로 표준 길이는 없습니다.

강한 바람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해 길이를 결정하는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Blade 길이는 900M/M 이내 이지만 Stronghold System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1200M/M까지 가능 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Frame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

Blade와 Blade가 밀착할 경우 종이가 안들어갈 만큼 틈이 없습니다.

(외부 공기 차단 및 소음 차단)

높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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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Lock,Screens

잠금장치 방충망 방범 BARS

Altair Louver Window 잠금장치는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 납니다

방충망은 외부는 고정 방충망을 

사용하고 내부는 롤방충망을 

사용 합니다.

방범Bars는 Blades가 열려 있을때 

내부 침입을 막는 방범창 역할을 

수행 합니다

Altair Louver Window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 하십시요.

· 크롬도금 마감.

·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 대부분의 Frame에 사용 할수있고 핸들 반대편에 설치

· 동일한키로 여러 개의 잠금장치 사용 가능

· 방충망은 해충의 침입을 막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해 줍니다.

· 방충망은 실내용, 실외용 2가지가 있습니다.

· 망의 재질은 알루미늄, 스텐, 화이바등이 있습니다.

· 152M/M Blades에 사용 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Frame에 사용 가능 합니다.

· 16M/M D Bar를 사용하여 좌,우 고정장치가 보이지않는 깔끔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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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HOLD SYSTEM

강력한 이탈 방지

자연환기 빌딩

주거용 건물

넓은 폭

전용 Pin사용으로 이탈방지에 유용한 환기시스템

Stronghold을 갖춘 루바는 자연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되어 에너지 절감

자연환기의 혜택과 가족을 위한 더욱 강한 안전 장치

넓은 폭으로 멋진 경치를 365일 나만의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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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LOUVER

미학

편의

디자인

접근성

모터가 Frame 안에 내장되어 예쁘고 멋진 외관

스위치나 앱을 사용해 편리하게 작동

건물 설계시 실용성과 디자인을 위해 Power Louver 적용

높은곳의 루버를 위한 개폐용봉등이 필요없어 접근이 용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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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5.php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6.php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7.php

글라스루바

시공갤러리

동영상

기술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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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루바 소개 (LAC-01 컨트롤)

전동시스템루바 란?

자동루바 구성

2개의 센서로 감지하여 시스템루바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최신 자동시스템 입니다. 실외기실이 협소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루바를 수동 작동하기가 불편하여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LAC-01

컨트롤은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의 동작 소음과 실외기실의 온도를 감지하여 시스템루바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수 있게 제작되어 있고 리모컨을 이용해 수동개폐도 가능 합니다. 컨트롤에 에러 발생시 알람이 발생

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제작 되어 있습니다.

SYTEM LOUVER

LAC-01R 리모컨

LAC-01 컨트롤

LAC-02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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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01

특징01

특징03

특징03

특징02

특징02

특징04

특징04

자동루바 특징

자동개폐기능

간편한 유지보수

방충망설치

우수한내식성커버

수동개폐기능

컴팩트한 사이즈

단열효과

알람기능

에어컨 작동시 센서로 감지

하여 자동으로 루바를 개폐

LAC-01컨트롤이 루바 

외부에 설치돼 간편하게 

보수 가능

루바 내부에 방충망 

설치 가능

알루미늄 합금커버로 

우수한 내구성과 내식성

LAC-01R 리모컨을 사용해 

수동 개폐도 가능

컴팩트한 사이즈와 

우아하고 멋진 디자인

SLAT을 닫아 겨울철 찬공기

가 내부 유입을 억제

LAC-01 컨트롤에 

에러발생시 알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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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바란?

에어컨 연동 시스템루바의 원리

에어컨 연동루바 용도

시스템루바란 환기가 필요한곳에 설치하여 개폐용 핸들을 사용해 0°~90°까지 5단계에 걸쳐 개폐가 가능

해 환기 시스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거시설의 실외기실에도 설치하여 사용

되고 있으나 실외기의 대형화, 창고용도로 사용등 수동개폐가 점점 불편해 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연동루

바는 이러한 불편을 감소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에어컨 작동시 2개의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열고 닫는 최신 환기시스템 입니다. LAC-01R 리모컨을 이용해 수동 개폐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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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루바 소개 (LAC-01 컨트롤)

LAC-01컨트롤 이란?

LAC-01 컨트롤 각부의 기능

LAC-01 컨트롤은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 내부에 모터 및 센서, 구동시스템, 리모컨 수신부 등을 설치하여 SYSTEM LOU-

VER에 장착해 DC24V로 작동 합니다. 컨트롤 내부에 온도센서 및 소음 센서를 장착해 에어컨 사용시 에어컨 실외기를 2

센서로 감지해 SYSTEM LOUVER 자동으로 개폐하는 최신 환기시스템 입니다. 컨트롤에 에러 발생시 알람이 발생하여 안

전하게 사용 할수 있습니다. LAC-01R 리모컨을 이용해 수동 개폐도 가능한 최신 제품 입니다.

◈ 모터 Ass’y
모터, 모터감속기, 센서, 수신부 등으로 구성되어 센서로 부터 신호를 받아 루바의 SLAT을 개폐하는 기능.

◈ 감지센서
A에어컨 실외기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동일HZ가 15초 이상 발생시)을 감지하여 모터 Ass’y로 전달하여 작동하는 기능과 실

외기실의 온도가 35° 이상일 경우에도 루바의 SLAT이 자동으로 개폐하는 기능.

◈ 수동개폐용 스위치 및 리모컨
LAC-01 컨트롤에는 수동으로 개폐하는 스위치가 설치되어있어 필요시 수동으로 루바의 SLAT을 개폐할수 있으며 컨트롤 내

부에 리모컨 수신기가 있어 LAC-01R 리모컨을 사용해 수동 개폐도 가능한 기능.

◈ DC24V 아답터 및 케이블
모터 Ass’y에 DC24V 전원을 공급하며 감지센서로 부터의 신호를 케이블을 통하여 LAC-01 컨트롤에 전달하는 기능.

◈ 에어컨 연동루바의 연결링크
에어컨 연동루바의 SLAT을 하나로 연결하여 루바의 SLAT이 동시에 개폐되도록 모터 감속기와 연결 시키는 기능.

LAC-01의 특징 및 장점

1. 수동 및 자동기능

·자동모드 → 녹색램프

·수동모드 → 주황램프

·리모컨의 OPEN/CLOSE 버튼을 사용해 수동 동작 가능.

· 리모컨의 자동모드 버튼을 사용해 자동모드 설정 가능(녹색램프 점등)

·LAC-01 컨트롤에있는 버튼을 짧게 눌러 OPEN/CLOSE 수동 동작 가능.

·LAC-01 컨트롤의 수동 개폐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램프가 녹색으로 바뀌며 자동모드로 전환.

·수동으로 OPEN 시 항시 OPEN 대기

·수동으로 CLOSE 시 자동모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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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01 컨트롤 구성

2. 온도센서

온도센서는 실외기실의 온도가 35°이상 감지되면 자동모드에서 OPEN 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이후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CLOSE 가 됩니다.

·자동모드에서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상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OPEN 됨.

·자동모드에서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하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CLOSE 됨.

·자동모드에서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하 감지되더라도 소음이 15초 이상 계속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OPEN 상태임.

3. 소음센서

소음센서는 동일 주파수가 15초 이상 입력되면 루바는 OPEN 되도록 설정되어있고

이후 15초 동안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 CLOSE 됩니다.

· 자동모드에서 소음이 15초 이상 지속적으로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OPEN 됨.

· 자동모드에서 소음이 15초 이상 지속적으로 감지되지 않으면 루바는 자동 CLOSE 됨.

· 자동모드에서 소음이 감지되지 않더라도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상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OPEN 상태가 됨. 

4. 알람부져

· LAC-01 컨트롤에 에러가 발생시 알람 발생함

※ 온도와 소음의 설정값은 변경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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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01R 리모컨

LAC-01R 리모컨 구성

LED 램프

열림 버튼

자동 버튼

닫힘 버튼

밧데리 커버

리모컨 전면 리모컨 후면

사양

사용주파수 314.57MHz

최대송신출력 +0dBm

안테나 PCB패턴 안테나

주파수안정도 ±50ppm

중량 33g

동작온도 -15℃ ~ 50℃

사용 밧데리 Alcaline battery 12V/23A

외관 40 x 91 x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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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약전파 무선기기 주요기능

LED램프

열림 버튼

자동 버튼

닫힘 버튼

열림/자동/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켜지는 LED.

열림버튼을 누르면 오토루바가 열림으로 동작한다.

자동버튼을 누르면 오토루바가 자동모드 전환된다

닫힘버튼을 누르면 오토루바가 닫힘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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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02 컨트롤

LAC-02 컨트롤이란?

LAC-02 컨트롤 시스템은 SYSTEM LOUVER에 KST-A01 전동실린더를 장착하고 KST-B31 컨트롤을 사용하여 리모컨으

로 작동 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 입니다. 최근 실외기실의 협소함과 실외기의 대형화 그리고 창고 용도로 사용등 수동으로 

루바를 개폐하기 어려운 환경일때 LAC-02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용 리모컨으로 개폐하는 환기시스템 입니다.

KST-A01

사양 Stroke length item no

최소설치치수 Stroke + 230 mm 50 mm KST-A0102

최대부하하중 800N/80Kg 150 mm KST-A0106

최대무부하하중 1470N/150Kg 200 mm KST-A0108

전압/소비전류 DC24V/0.6A, DC12V/0.6A 250 mm KST-A0110

동작속도 15mm/sec 300 mm KST-A0112

Duty cycle 20% 400 mm KST-A0116

Gears Planetary gear motor

작동온도 -26℃~ 65℃

기본컬러 Light Gray

IP 등급 IP54 (IP66은 옵션)

소음 55DB

재질 Anodised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서 CE

콘트롤러 KST-B14, B18, 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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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01

사양

최대사용수량 2pcs

Transformer SMPS

사용전압 100~240V

센서
DC24V/0.6A, 
DC12V/0.6A

리모컨 지원가능

과전류보호 기본

출력전압 내장

작동온도 24V

출력전류 1A

케이스규격 117*42*32(W*H*D)

LAC-02 컨트롤 사용예

LAC-02 컨트롤 시스템은 SYSTEM LOUVER에 KST-A01 전동실린더를 장착하고 KST-B31 컨트롤을 사용하여 리모컨으

로 작동 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 입니다. 최근 실외기실의 협소함과 실외기의 대형화 그리고 창고 용도로 사용등 수동으로 

루바를 개폐하기 어려운 환경일때 LAC-02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용 리모컨으로 개폐하는 환기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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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루바란?

전동시스템루바 란?

전동시스템루바란 수동개폐형 시스템루바에 전동실린더를 결합하여 DC24V로 작동하며 전동실린더가 외부에 설치

되어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저렴한 것이 큰 장점 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체육관, 공장, 창고등 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

치하여 버튼 또는 리모컨으로 여러 개의 루바를 동시에 개폐하여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므로 쾌적한 실내공간

을 유지해 드립니다. 또한 에어컨 작동 시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슬랫을 열어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외

부로 배출하여 에어컨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시스템루바 용도

파워소프트

승현농장

군포시 부곡공단에 소재한 파워소프트 건물에 환기용 전동시스템루바를 설치 했습니다. 그동안 컨트롤 박스에 스위치를 설

치해 개폐했으나 이번에는 더욱 편리하게 리모컨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했습니다. 그룹별로 제어가 가능해 건축주께서 아주 

만족해 하시네요.

연천 승현농장에 전동시스템루바를 설치 했습니다. 돼지 축사에 환기용으로 설치 했습니다. 리모컨으로 동별 제어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암모니아에 녹 발생이 안되도록 노출되는 부위는 철 대신 스텐으로 처리 했습니다.

36 / 37



전동시스템루바 유지관리 방법

메인 컨트롤 판넬의 전원 차단기를 올립니다.

파워서플라이 3기의 점등을 확인합니다.

판넬 커버의 Open, Close 스위치를 눌러 작동

유무를 확인합니다.

전원 Switch를 ON 시킵니다.

컨트롤 판넬 커버의 Main power의 Lamp를 확인합니다.

Open, Close 스위치의 점등유무를 확인합니다.

판넬 커버의 Lamp에 On/Off 유무를 확인합니다.

루버의 슬랫 손상유무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판넬의 단선유무를 확인합니다.

Switch의 작동유무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판넬은 최초 차단기 ON 시 스위치에 전

원이 들어오지 않으나 최초 판넬 커버의 Open, 

Close 스위치의 동작 시부터 점등 및 작동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취급자 이외는 전동루버 컨트롤 판넬의 전원장치 사

용을 금합니다.

작동 전 차단기의 On, Off를 확인합니다.

사용 전 전동루버 슬랫의 이물질 유무를 확인합니다.

작동 전 Open, Close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임의로 부품을 변경, 교체하지 않습니다.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작동 순서

정기점검 사항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안전수칙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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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스위치를 On 했을 때 판넬 커버의 파워램프 

및 파워 서플라이 안의 램프가 켜지는지 확인 하

여 전원 인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단 단자대에 단선된 배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 전문가에게 A/S를 즉시 요청하여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파워 스위치를 On 했을 때 판넬 커버의 Main 

power Lamp가 켜지지 않으면 입력 전원의 유무

를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A/S를 요청합니다.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시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 

슬랫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A/S를 요청

합니다.

Switch 무작동시 배선유무를 확인 후 전문가에게 

A/S를 요청합니다.

전동 루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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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시스템루바 설계 및 인증

전동실린더 및 컨트롤판넬

시스템루바용 전동실린더 FY-017 TYPE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액츄에이터로 고장이 적고 사용하

기 간편하여 루바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영하 45°에서 영상 65°의 가혹한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초 당 20M/M의 속도로 작동하여 빠른 개폐가 가능합니다. 컨트롤판넬은 전압 220V를 

DC 24V로 바꿔주는 역할과 전동실린더를 작동하는 스위치가 내장되어 개폐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전동시스템루바가 여러 개 일 경우에도 스위치 1개로 여러 개의 시스템루바를 동시 작동하여 환기에 매

우 편리합니다. 본체의 재질은 스텐, 스틸, 프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전동실린더 사양

정격전압 DC 24V/0.6A 리미트스위치 내장

로드한계 1,470N 동작온도범위 -26°C ~ 65°C

동작속도 15mm 방수성능 IP54(IP66 옵션)

동작길이 0 ~ 400mm 설치최소길이 Stroke + 230mm

기본칼라 Light gray 하부용브라켓 SUS

무상보증기간
2년 

(1:1 교체)
Gears Planetary gear

소음 55db 이하 취부각도 90º

상부플렌지 8.0mm 컨트롤 KST-B14, 18, 31

하부플렌지 8.0mm 인증 CE

전동실린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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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판넬

전동실린더 사양

정격전압
24V DC INPUT (12V, 

24V, 48V 옵션)
리미트스위치 Inner (내장)

로드한계 1,500N MAX 동작온도범위 -45°C ~ 65°C

동작속도
5 ~ 40mm (루바전용 

20mm/sec)
방수성능 IP65

동작길이
0 ~ 600mm (루바전용 

145mm)
설치최소길이

105mm + Stroke 145 = 
250mm

무상보증기간 2년 (1:1 교체) 하부용브라켓 1.6t SUS

소음 68db 이하 상부플렌지 8.0mm

취부각도 90º 하부플렌지 8.0mm

컨트롤 Open, Stop, Close 및 기타 옵션(커버는 프라스틱, Steel, SUS 등)

전동실린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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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시험서

CE Certificate (2015) 1

CE-EMCCE_LVD_REPORT

CE Certificate (2015) 2

CE Certificate (2015) 2

CE_EMC_REPORT

RoHS(JDR) 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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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롤스크린

방풍롤스크린이란?

방풍롤스크린은 공장, 실외기실, 보일러실 등에 사용하는 고정형루바 내부에 설치하는 방풍용 롤스크린 입니

다. 고정형루바는 Blade가 고정되어 겨울철 영하의 찬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어 내부가 결빙되는 등 에너지 낭

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풍롤스크린은 방염, 방풍, 방수 등의 기능을 갖춘 천을 사용하여 겨울철 찬 공

기의 내부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내부가 결빙되는 것을 막아주고 여름철에는 방풍롤을 상부로 올려 내

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게 합니다. 일체형 개폐버튼을 적용하여 편리한 개폐가 가능하고 4각틀로 제작되어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설치방법은 사면에 매립형 피스홀이 있어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한 방풍롤 입니다.

가감속기
KS규격제/표면처리

4각틀 구조의 4면식

방풍막

매립형피스홀

일체형 버튼개폐장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속도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특허등록]

고정걸림 장치 해지버튼 장치

KS D 6759의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사용(A6063S-T5)
불소동장 / 분체도장 / 랩핑

3면식의 문제점인 외부충격에
의한 뒤틀림이나 개폐 시 

발생되는 오작동을 최소화

방염, 방품, 방수기능
방염제가 함유된 천을 사용하여

화재에 강하고 찬바람의 유입 차단

매리형 피스홀에 매립되어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

복잡한 구조(고정과 해지장치의
분리)로 인해 오작동이 잦은 버튼식
개폐장치의 문제점을 일체형 버튼
개폐장치로 완벽히 해결 [특허등록]

방풍롤스크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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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windows directly.

Control windows anyplace and

anytime.

Manual control

Remote control

전동환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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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110V/
AC220V

Switch / remot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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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s of living

Precision-
machined gear

3 times efficiency

- 직선 디자인, 스트로그와 모터가 커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 폭 43M/M, 높이 46M/M, 컴팩트한 사이즈의 엑츄에이터를 

창문에 설치

- 엑츄에이터 커버의 색상은 옵션으로 지정색이 가능합니다.

-  메뉴얼을 지켜 설치하면 제품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 정밀한 기어로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입니다.

- 동작소음이 55DB 미만입니다.

- 정확하고 일관된 동작으로 공차는 1M/M 

   미만입니다.

- 800N의 무게에 최대 소비전류는 0.6A 입니다.

- 날씨에 따른 적절한 개폐로 에너지 절약

100% aluminum alloy

- 알루미늄 합금 커버로 우수한 내식성과 IP66

   등급으로 방수와 먼지 방지에 우수합니다.

- 오랫동안 사용해도 부식이나 녹 발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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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ELECT 
WINDOW ACTUATORS

https://youtu.be/rGUqhium1go

https://youtu.be/XvP09tEUasg

https://youtu.be/zvzDeWH2ttM

SOON INDUSTRIAL

Soon Industrial(Taiwan)

KST-SL02 - SOON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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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01

KST-C01 KST-C02

KST-A02

KST-S01 KST-S02

800N/ 80KGS/ 180lbs

400N/ 40KGS/ 88lbs 600N/ 60KGS/ 135lbs

700N/ 70KGS/ 156lbs

600N/ 60KGS/ 135lbs 88.26N/9kg/lbs

How much weight do you want to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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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Actuator KST-A01  Series

사양 Stroke length item no

최소설치치수 Stroke + 230 mm 50 mm KST-A0102

최대부하하중 800N/80Kg 150 mm KST-A0106

최대무부하하중 1470N/150Kg 200 mm KST-A0108

전압/소비전류 DC24V/0.6A, DC12V/0.6A 250 mm KST-A0110

동작속도 15mm/sec 300 mm KST-A0112

Duty cycle 20% 400 mm KST-A0116

Gears Planetary gear motor

작동온도 -26℃~ 65℃

기본컬러 Light Gray

IP 등급 IP54 (IP66은 옵션)

소음 55DB

재질 Anodised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서 CE

콘트롤러 KST-B14, B18, B21

48 /



- 연기, 바람, 비 등을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창문을 개폐

- 800N, 최대부하하중이 800N이며 어떤 창문에도 설치가능

- 리미트스위치, 리미트스위치가 내장되어 엑츄에이터를 정확히 동일 길이와 

   동일 속도로 작동

- 정밀기어, 정밀하게 가공된 기어는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킴.

- 100% 알루미늄 합금, 양극산화피막 처리

- IP54등급, IP54등급으로 외부사용 가능, 방수 및 먼지방지가 가능해 제품의 

  사용기간이 연장됨(IP66 옵션)

- 간편하게 조정, 간단한 조정으로 창의 열림 각도를 쉽게 조정

- 창문을 90도 까지 여는데 불과 10초 내외

- Inline Design, 컴팩트한 사이즈와 우아한 디자인

- 사무실, 학교, 체육관, 식당, 온실, 공장, 창고 등에 환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

- 브라켓 및 화스너 주문 가능

Features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캐시먼트창, 슬라이딩창, 돔형창 스카이라이트, 천창, 

시스템루버 등

Application

Automa c window opener system

A achment on sash Frame a achment Handle

Controller

Linear actuator

For following window types

Product Working 
Videos

http://bitly.kr/15dmIJo http://bitly.kr/dIsCxGp http://bitly.kr/ZekqBsF

Product Data 
Sheet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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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Chain Actuator KST-C01 series

사양 Stroke length item no

체인길이 50 ~ 400mm 50 mm KST-C0102

최소설치치수 Stroke/2 + 260mm 150 mm KST-C0106

최대부하하중 400N/40Kg 200 mm KST-C0108

최대무부하하중 600N/61Kg 250 mm KST-C0110

전압/소비전류 AC 220V/0.3A, DC24V/1.6A 300 mm KST-C0112

동작속도 10MM/SEC 400 mm KST-C0116

작동온도 -20℃~ 75℃

기본컬러 Light Gray

IP 등급 IP32

소음 38DB

재질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 CE,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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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연기, 바람, 비 등을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창문을 개폐

- 조용한 작동, 38DB의 소음레벨로 학교, 가정 또는 병원, 도서관 등 정숙이 

   필요한곳에 권장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더블링크체인을 사용해서 더욱 안정되고 부드럽게 작동

- 최대 부하하중 400N(40Kg)으로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채광창, 천창 등 여러 

   유형의 창에 설치 가능

-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직성과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킴

- 모터는 과부하 보호시스템이 내장 되어있음

- 리모콘을 사용해 원격제어 가능(옵션)

- 설치 및 조정이 용이함

- 브라켓 및 화스너 주문 가능함

Features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캐시먼트창 등

Application

Central control 
system

Controller

AC 110V/ 
AC 220V

Smoke / temperature / rain / 
humidity sensors

Switch / remote controller

Product Working 
Videos

http://bitly.kr/8uFOAho http://bitly.kr/x2vusgN http://bitly.kr/krsaaHP

Product Data 
Sheet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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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Stroke length item no

체인길이 50 ~ 400mm 50 mm KST-C0202

최소설치치수 Stroke + 650mm 150 mm KST-C0206

최대부하하중 600N/61Kg 200 mm KST-C0208

최대무부하하중 800N/81Kg 250 mm KST-C0210

전압/소비전류 AC 220V/0.3A, DC24V/1.6A 300 mm KST-C0212

동작속도 10MM/SEC 400 mm KST-C0216

작동온도 -20℃~ 75℃

기본컬러 Light Gray

IP 등급 IP32

소음 38DB

재질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 CE, RoHS

Double Chain Actuator

52 /



-온도, 연기, 바람, 비 등을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창문을 개폐

- 조용한 작동, 38DB의 소음레벨로 학교, 가정 또는 병원, 도서관 등 

   정숙이 필요한곳에 권장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더블링크체인을 사용해서 더욱 안정되고 부드럽게 작동

- 최대 부하하중 600N(60Kg)으로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채광창, 천창, 

   스카이라이트등 여러 유형의 창에 설치 가능

- 창문의 가로폭이 1000mm 이상일 경우 사용

-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직성과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킴

- 모터는 과부하 보호시스템이 내장 되어있음

- 리모콘을 사용해 원격제어 가능(옵션)

- 설치 및 조정이 용이함

- 브라켓 및 화스너 주문 가능함

Features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캐시먼트창 등

Application

Product Working 
Videos

Central control 
system

Controller

AC 110V/220

Smoke / temperature / rain / 
humidity sensors

Switch / remote controller

http://bitly.kr/B77dSpH http://bitly.kr/K67w8O4 http://bitly.kr/krsaaHP

Product Data 
Sheet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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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dle Actuator KST-S01 series

사양 Stroke length item no

Stroke길이 50 ~ 1,000mm 50 mm KST-S0102

최소설치치수-DC24V Stroke<300mm, L+230mm 100 mm KST-S0104

최소설치치수-DC24V 300mm<Stroke<800mm, L+260mm 200 mm KST-S0108

최소설치치수-DC24V Stroke>800mm, L+310mm 300 mm KST-S0112

최소설치치수-DC220V Stroke<300mm, L+360mm 400 mm KST-S0116

최소설치치수-DC220V 300mm<Stroke<800mm, L+390mm 500 mm KST-S0120

최소설치치수-DC220V Stroke>800mm, L+440mm 600 mm KST-S0124

최대부하하중 600N/61Kg 700 mm KST-S0128

최대무부하하중 900N/82Kg 800 mm KST-S0132

전압/소비전류 AC220V/0.3A, DC24V/1.2A 900 mm KST-S0136

동작속도 10MM/SEC 1,000 mm KST-S0140

작동온도 -20ºC ~ 75ºC

기본컬러 Light Gray

IP등급 IP65

소음 38DB

재질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 CE,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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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채광창 또는 돔에 적합함

- 최대 부하하중이 600N(61Kg)이며 큰힘으로 창문을 부드럽게 열고 닫음

- 창문의 크기와 각도에 따라 개방각도를 조정할수있는 Handle을 함께 공급함

- 조용한 작동, 38DB의 소음레벨

- IP65등급으로 외부에 사용가능

- I-nline Design, 컴팩트한 사이즈와 우아한 디자인

-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직성과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킴

- 모터는 과부하 보호시스템이 내장 되어있음

- 리모콘을 사용해 원격제어 가능(옵션)

- 설치 및 조정이 용이함

- 브라켓 및 화스너 주문 가능함

Features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캐시먼트창, 스카이라이트, 천창 등

http://bitly.kr/sqw1HOi http://bitly.kr/fPQsDLX

Application

Product Data 
Sheet

Brochure

Central control 
system

Controller

AC 110V/ 
AC220V

Smoke / temperature / rain / 
humidity sensors

Switch / remot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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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ACTUATORS KST-SLO1

사양 Item no. Total length Open range

전체길이 600 ~ 2,900mm
KST - SL01 - 600 600mm 395mm

최대가동길이 총길이 - 205mm

최대부하하중 88.26N/9kg/lbs
KST - SL01 - 900 900mm 695mm

사용전압 0.33A

시동전류 DC24V
KST - SL01 - 1200 1200mm 995mm

가동전류 0.24A

최대부하 1.0A
KST - SL01 - 1500 1500mm 1295mm

속도 18mm/sec

모터 Spur geared motor
KST - SL01 - 1800 1800mm 1595mm

작동온도 -20C~75ºC

IP등급 IP32
KST - SL01 - 2000 2000mm 1795mm

소음 38db

기본컬러 White
KST - SL01 - 2900 2900mm 2695mm

재질 Aluminum, Stainless

리모컨기능 내장, RF433

Transformer 100~240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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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창을 전동창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DIY 키트

- 간편한 설치, 편리한 리모컨 작동

- 작동중 다른 물체와 걸림이 발생하면 즉시 멈추고 10CM 뒤로 이동 후 작동 중지

- 전원차단시 브라켓을 당겨 자동모드에서 수동모드로 쉽게 전환 가능

- KST - SL01은 12,000번 이상의 작업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 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10년 이상 사용 가능

- KST - SL01 내부는 표면강화 및 산화방지 처리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

- 내장된 컨트롤러는 a.원격 제어 기능, 24VDC 입력 지원, b.각종센서 사용 가능,

c.벽면 마운트 스위치 d.앱제어 지원 (E컨트롤 제품 구매 필요)

- 액추에이터는 2년 보증

- 가동길이와 색상은 주문 제작 가능

Features

KST - SL01 엑추에이터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열고 닫을수 있

는 특수 액추에이터 입니다. 환기가 중요한 장소에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Application

Product Working 
Videos

http://bitly.kr/NqvdnWJ http://bitly.kr/m5relCN http://bitly.kr/VGxhR3X

Product Data 
Sheet

Mounting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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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KST-B14

KST-B18

KST-A01 series 컨트롤러

KST-A01 series 컨트롤러

사양

최대사용수량 6pcs

Transformer Ring-type Transformer, 4A

사용전압 110V/220V

규격 260*140*100(W*H*D)

센서 지원가능

리모콘 옵션

Travel Length Memory YES

사양

최대사용수량 12pcs

Transformer Ring-type Transformer, 8A

사용전압 110V/220V

규격 260*140*100(W*H*D)

센서 지원가능

리모콘 옵션

Travel Length Memory YES

Youtube

Brochure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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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B21

KST-A01 series 컨트롤러

사양  

최대사용수량 2pcs

Transformer SMPS

사용전압 100~240V

센서 지원가능

리모콘 기본

과전류보호 내장

출력전압 24V

출력전류 1A

케이스 규격 117*42*32(W*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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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 액츄에이터 사용 용도에 적당한 컨트롤러를 선택.

2. 전동 액츄에이타와 컨트롤러에 입력할 전압 확인.

3. 전동 액츄에이터의 최대 소비전류 및 컨트롤러의 최대전류에 유의.

참고사항

CONTROLLER & ACTUATORS

*KST-C01, KST-C02 체인형 액츄에이터는 원격조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읍니다.

*플러그를 소켓에 연결만 하면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KST-B31 Simpl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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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B31 컨트롤러는 리모컨으로 액츄에이터를 쉽게 작동 합니다.

*KST-A01, KST-A02 액츄에이터에만 사용할수있고 최대 2개까지 사용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KST-B31 Simpl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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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B86은 벽에 설치하는 터치판넬형 컨트롤러 이고 모든 액츄에이터에 사용할수있는 멀티형 터치판넬 

  컨트롤러 입니다.

*루바하이텍의 모든 액츄에이터는 KST-B시리즈 컨트롤러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KST-B86 - 
Wall Embedded Remot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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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B86 - 
Wall Embedded Remot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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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루바란?

Altair Glass Louver 란?

Altair Glass Louver는 호주 Breezway의 제품에 Louver Hitec의 기술을 

더해 더욱 향상된 제품강도, 성능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인테

리어 창 입니다.

다른 창 형태에 비해 개방감 및 최고의 환기 면적을 제공하는 특허 제품

으로 6m/m 강화유리를 사용해 외부의 소음 차단 성능이 뛰어나고 닫으

면 알미늄 후레임과 클립이 밀착되는 리빙힌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ht
tp

://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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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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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

ve
r.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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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ir Glass Louver 구성

글라스루바 분해도

글라스루바 분해도

클립

클립

간편한 조립과 타 Frame에도 설치할수있는 스마트 WIN-

DOW

Blade를 닫으면 클립과 찬넬 사이를 밀착시켜 공기의 흐름

을 차단 합니다.

고강도 아세탈 특허 베아링을 사용해 작동이 부드럽고 

40,000회 이상의 개폐사이클을 자랑 합니다.

루바 핸들은 고강도 UV 안정화 아세탈 및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유연성과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

니다.

14 / 15



Altair Glass Louver는 다른창 유형에 비해 
많은 장점을 제공 합니다.

Glass Louver Window

Sliding Window

Project Window

Fixed Window

건물 내부에 바람의 유입을 적절히 제어

환기 면적이 커서 실내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하는데 큰 도움

예쁘고 실용적이며 스마트한 인테리어 창

현재 사용하고있는 창에 비해 Glass Louver는 Blade가 수평으로 열려 환기를 최대화함으로써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제어해 쾌적한 실

내를 유지 합니다.

Glass Louver를 열어도 Blade의 돌출이 작아 불편 최소화

실내에서 Glass Blade의 청소가 가능(고층의 경우 큰 장점)

레버에 의한 부드러운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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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ir Glass Louver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고성능,최고의 디자인 Glass Louver를 찿고있다면 Altair Glass Louver를 선택하세요. Altair Glass Louver가 다른창과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

Altair Glass Louver는 최고의 디자인 선두주자

깔끔하고 예쁜 특허 디자인

NATA인증 시험소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한 풍력시험 및 물침투 시험등 검증

다른창에 비해 환기 면적이 2배 이상이므로

에너지 절감에 도움

Stronghold System은 더욱 강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제공

다양한 옵션 및 주문생산

비철금속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녹 발생이 

없어 반 영구적

특허 디자인

광범위한 테스트

환기 및 에너지 효율

내구성 및 안전성

주문 제작

비철금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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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레임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프레임에도 간단히 설치 가능

넓은 폭으로 외부 경관에 도움

Altair Glass Louver는 7년간 제작 및 재료의 

결함에 대해 보증 됩니다.

전동 글라스루바는 신제품 수상제품

Dualair System은 소음차단, 낮은 열관류율을 

필요로한 프로젝트에 이상적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 판매 및 설치

담당직원의 친절한 상담

다양한 프레임

넓은 폭

보증

전동 글라스루바

듀얼 글레이징 시스템

판매 및 설치

기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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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에너지 효율

Altair Louver Window는 주택 또는 사무실에 채광 및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제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법 입니다.

Breezway는 건물이 자연과 협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바람을 자연스럽게 Altair Glass Louver를 통해 내부로 들어와 다시 외부로 나가도록 설계함으로 쾌적한 실내 및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드립니다.

https://youtu.be/sdV0d-Pakkk

창문의 에너지 효율

Fix Window Project Window Sliding Window Altair Glass Louver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미세먼지 배출 향상

높은 소음 차단성 및 낮은 열관류율

넓은 환기율(타 창문에 비해 2배 이상)

공공건물 및 빌딩에 환기창으로 최적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여 건물 운영비용 및 에너지 절감

다양한 창문에 간단한 설치

부드러운 개폐, 예쁜 인테리어 효과

실내에서 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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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CrZEJATeKQ

보통 보통이상 아주좋음 우수함

교차 흐름 환기

창 배치의 중요성

내부 환기 열 굴뚝 효과

위 그림은 내부 칸막이에 환기창을 설치 했을때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Altair Glass Louver를 높은곳에 설

치하면 열배출이 원활해 쾌적한 실내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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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루바 옵션

핸들 종류

Standard Handle

Low Profile Handle

Low Profile Handle

Ring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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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s

Blade 재질

Glass Blades

PDF다운로드 PDF다운로드 PDF다운로드

Aluminium Blades Timber Blades

Blade 종류

Blade 칫수

Altair Louver의 Blades는 Glass, Timber, Aluminium등의 종류가 있어 아름다운 외부의 전망을 원한다면 Glass Blades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Timber 또는 Aluminium Blades를 선택해 사용할수 있어서 편리 합니다.

세부사항은 기술자료를 참고 하세요.

◈ Blade 높이
Altair Louver의 Blade는 152M/M와 102M/M 2가지 종류의 Blade가 있으며 이는 Blade의 간격이 140M/M, 90M/M입니다.

◈ Blade 길이
Altair Louver의 Blades 길이는 Blade의 재질에 따라 한계길이가 다릅니다. 

자세한것은 Louver Hitec에 문의해 주십시요.

◈ Blade 두께
Altair Louver의 Blade 두께는 Glass는 6.0T, Timber는 14M/M를 사용 합니다.

다른 두께는 성능을 저하 하므로 권장 하지 않습니다.

◈ Stronghold System
Stronghold System은 유리의 양쪽끝을 전용Pin으로 고정해 유리의 이탈을 방지한 System으로

152M/M, 102M/M, Aluminium Blade에 사용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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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ver Size

Louver Size

Altair Glass Louver 사이즈

Altair Glass Louver는 호주 Breezway의 제품에 Louver 

Hitec의 기술을 더해 더욱 향상된 제품강도, 성능 및 유연

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인테리어 창 입니다. 다른 창 형태

에 비해 개방감 및 최고의 환기 면적을 제공하는 특허 제

품으로 6m/m 강화유리를 사용해 외부의 소음 차단 성능

이 뛰어나고 닫으면 알미늄 후레임과 클립이 밀착되는 리

빙힌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혁신적인 

제품 입니다.

Altair Glass Louver 제작은 소비자 요청에 의한 주문 제작으로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이용 할수 있습니다.

표준 Blade 길이는 제작 한계내에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 Stronghold System 인 경우는 최대폭이 1200M/M 

까지 제작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요.

참고 : Powerlouver Window Blade 최소길이

2~9개 Blade의 Powerlouver : 400M/M

10~18개 Blade의 Powerlouver : 500M/M

표준 높이는 선택한 Blade 높이 152M/M 또는 102M/M를 기준으로 합니다.

* 권장 옵션 입니다. *

비규격 높이를 제작 할수 있지만 비용의 증가, 간격을 조정하는 작은 고정 Blade가 설치 됩니다.

창틀 유형이 표준 높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이는 주문 제작이므로 표준 길이는 없습니다.

강한 바람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해 길이를 결정하는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인 Blade 길이는 900M/M 이내 이지만 Stronghold System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1200M/M까지 가능 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Frame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

Blade와 Blade가 밀착할 경우 종이가 안들어갈 만큼 틈이 없습니다.

(외부 공기 차단 및 소음 차단)

높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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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Lock,Screens

잠금장치 방충망 방범 BARS

Altair Louver Window 잠금장치는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 납니다

방충망은 외부는 고정 방충망을 

사용하고 내부는 롤방충망을 

사용 합니다.

방범Bars는 Blades가 열려 있을때 

내부 침입을 막는 방범창 역할을 

수행 합니다

Altair Louver Window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 하십시요.

· 크롬도금 마감.

·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 대부분의 Frame에 사용 할수있고 핸들 반대편에 설치

· 동일한키로 여러 개의 잠금장치 사용 가능

· 방충망은 해충의 침입을 막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해 줍니다.

· 방충망은 실내용, 실외용 2가지가 있습니다.

· 망의 재질은 알루미늄, 스텐, 화이바등이 있습니다.

· 152M/M Blades에 사용 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Frame에 사용 가능 합니다.

· 16M/M D Bar를 사용하여 좌,우 고정장치가 보이지않는 깔끔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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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HOLD SYSTEM

강력한 이탈 방지

자연환기 빌딩

주거용 건물

넓은 폭

전용 Pin사용으로 이탈방지에 유용한 환기시스템

Stronghold을 갖춘 루바는 자연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되어 에너지 절감

자연환기의 혜택과 가족을 위한 더욱 강한 안전 장치

넓은 폭으로 멋진 경치를 365일 나만의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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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LOUVER

미학

편의

디자인

접근성

모터가 Frame 안에 내장되어 예쁘고 멋진 외관

스위치나 앱을 사용해 편리하게 작동

건물 설계시 실용성과 디자인을 위해 Power Louver 적용

높은곳의 루버를 위한 개폐용봉등이 필요없어 접근이 용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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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5.php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6.php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colouver.com/index/s10/s10_7.php

글라스루바

시공갤러리

동영상

기술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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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롤스크린

방풍롤스크린이란?

방풍롤스크린은 공장, 실외기실, 보일러실 등에 사용하는 고정형루바 내부에 설치하는 방풍용 롤스크린 입니

다. 고정형루바는 Blade가 고정되어 겨울철 영하의 찬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어 내부가 결빙되는 등 에너지 낭

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풍롤스크린은 방염, 방풍, 방수 등의 기능을 갖춘 천을 사용하여 겨울철 찬 공

기의 내부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내부가 결빙되는 것을 막아주고 여름철에는 방풍롤을 상부로 올려 내

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게 합니다. 일체형 개폐버튼을 적용하여 편리한 개폐가 가능하고 4각틀로 제작되어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설치방법은 사면에 매립형 피스홀이 있어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한 방풍롤 입니다.

가감속기
KS규격제/표면처리

4각틀 구조의 4면식

방풍막

매립형피스홀

일체형 버튼개폐장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속도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특허등록]

고정걸림 장치 해지버튼 장치

KS D 6759의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사용(A6063S-T5)
불소동장 / 분체도장 / 랩핑

3면식의 문제점인 외부충격에
의한 뒤틀림이나 개폐 시 

발생되는 오작동을 최소화

방염, 방품, 방수기능
방염제가 함유된 천을 사용하여

화재에 강하고 찬바람의 유입 차단

매리형 피스홀에 매립되어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

복잡한 구조(고정과 해지장치의
분리)로 인해 오작동이 잦은 버튼식
개폐장치의 문제점을 일체형 버튼
개폐장치로 완벽히 해결 [특허등록]

방풍롤스크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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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바 소개

시스템루바란?

시스템루바 원리

시스템루바란 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햇빛 및 빗물이 내

부로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외부의 시선을 줄일 수 있

게 제작된 제품으로 기존의 고정식 루바와 달리 슬랫(SLAT)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0°~90° 까지 5단계에 걸쳐 개폐가 가능

해 환기 시스템 구축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잡이>

위, 아래로 움직여 슬랫 조정 가능
그 외 다양한 종류의 손잡이 보유

<슬랫>

사용자 의지에 따라 0℃~90℃까지
5단계에 걸쳐 개폐 가능

손잡이

슬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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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바 용도

아파트 및 주거시설

공장

실내체육관

아파트 및 주거시설 실외기실에 설치하여 에어컨 사용시에는 Blade를 열어 내부의 더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겨울철

에는 Blade를 닫아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여 실내를 결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공장 내부의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보통 고정형 갤러리를 사용해 왔으나 겨울철 찬 공기로 인해 내부가 결빙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스템루바를 사용하여 외부 공기 차단이 가능해져 작업환경이 한 층 좋아졌

습니다.

체육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햇빛으로부터 눈부심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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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형 보일러연도 설치 시 사용

시스템루바의 
종류 및 특징

시스템루바 종류 및 형태

기본형

시스템루바는 크게 알루미늄 루바, PVC 루바, 투명루바가 있으

며 시스템루바의 형태는 기본형, 폭 분할형, 높이 분할형, 연도

형, 비상탈출형, 창문삽입용 등이 있습니다.

우수한 환기율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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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폭 분할형

높이 분할형

연도형

루바01

루바02

루바03

루바04

특징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환기율이 높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방충망을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 가능 합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시스템루바의 폭이 제작 한계 칫수를 넘어선 경우 폭을 분활하여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합니다.

Frame은 하나로 제작하고 Blade만 분활하여 제작합니다.

방충망도 분활 제작하여 좌·우 독립적으로 설치 합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시스템루바의 높이가 제작 한계를 넘어선 경우 높이를 분활하여 원활하게 작동되게 합니다.
중간 BAR를 사용하여 위,아래의 구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중간 BAR 없이 전체가 하나의 루바로 보이게 하면서도 핸들은 2개를 설치해 따로 작동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시스템루바의 설치장소에 보일러가 있는 경우 루바의 상부에 높이 300M/M 정도에 알루미늄 시트 또는 Blade를 고정하여 설치하고 
연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100M/M, 120M/M 등의 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시트는 두께 2M/M 한 겹으로 설치 할 수있고 1M/M의 시트를 두 겹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1M/M 두 겹으로 설치할 경우 두 겹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연도홀의 위치나 홀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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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형

창문삽입용

투명루바

루바05

루바06

루바07

특징

집안에 화재나 비상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루바의 문이 외부로 열려 신속한 탈출을 도와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시스템루바의 Blade를 작동해 배기 및 흡기의 역할을 하고 비상 시에는 비상탈출형 문을 열고 사용합니다.
높이를 분활하여 아래쪽은 에어컨 실외기 공기 순환용으로 사용하고 위쪽은 비상 탈출용 문으로 사용합니다.
시스템루바의 폭이 제작 한계를 넘어선 경우 비상탈출용 문도 폭을 분활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좌,우 두 짝으로 제작)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100M/M, 120M/M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별도의 실외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Sliding 창문 문짝 하부에 시스템루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 아파트에 많이 사용합니다.
내부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특징

투명루바는 루바의 Blade를 닫아도 외부가 보이는 인테리어적 요소가 가미된 루바입니다.
유리 대신 폴리카보네이트 판넬을 사용해 깨지지 않습니다.
판넬의 색상은 투명, 블루, 그린 등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고 판넬의 두께는 3M/M 입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건물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Brade 100M/M

표면처리 불소수지 도장(2코팅, 3코팅)

Frame 50M/M, 80M/M, 90M/M, 100M/M, 120M/M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충망 고정형 방충망(비스고정), 알루미늄망, 스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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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형

투명루바

비상 시 외부로 탈출이 가능한 제품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 인테리어 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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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종류 및 특징

시스템루바 핸들 종류 및 형태

시스템루바의 핸들 종류는 일반핸들, 짧은핸들, 굴절형핸들 등이 

있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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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핸들

일반핸들

작은핸들은 방충망이 없는 경우 또는 내부에 장애물이 있어 일반핸들을 사용하기 불편한 경

우 사용합니다. 또한 심플한 외관에 사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내구성과 부드럽게 작동하는 

핸들로 높이 조정이 가능하고 좌,우측 설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핸들01

핸들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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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형핸들

포스코 광양공장

특수형핸들

시스템루바에 롤방충망을 설치할 경우 사용합니다. 핸들이 꺽여있어서 롤방충망을 사용할 

때 간섭이 없어 편리한 핸들 입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사용 가능한 핸들입니다.

포스코 광양공장에 설치한 특수형핸들입니다. 내부에선 핸들 설치가 어려워 핸들을 외부로 설치

하고 높은 곳은 개폐용 알루미늄봉을 사용해 루바의 개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핸들03

핸들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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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그린파워 현장

굴절형핸들

대구 그린파워 현장입니다. 루바의 높이가 바닥에서 2300mm 위에 설치되어 핸들

을 작동하기 어려워서 특수형핸들을 설치하고 개폐용 알루미늄봉 으로 루바를 개

폐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굴절형 핸들과 개폐용 알루미늄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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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루바 소개 (LAC-01 컨트롤)

전동시스템루바 란?

자동루바 구성

2개의 센서로 감지하여 시스템루바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최신 자동시스템 입니다. 실외기실이 협소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루바를 수동 작동하기가 불편하여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LAC-01

컨트롤은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의 동작 소음과 실외기실의 온도를 감지하여 시스템루바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수 있게 제작되어 있고 리모컨을 이용해 수동개폐도 가능 합니다. 컨트롤에 에러 발생시 알람이 발생

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제작 되어 있습니다.

SYTEM LOUVER

LAC-01R 리모컨

LAC-01 컨트롤

LAC-02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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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01

특징01

특징03

특징03

특징02

특징02

특징04

특징04

자동루바 특징

자동개폐기능

간편한 유지보수

방충망설치

우수한내식성커버

수동개폐기능

컴팩트한 사이즈

단열효과

알람기능

에어컨 작동시 센서로 감지

하여 자동으로 루바를 개폐

LAC-01컨트롤이 루바 

외부에 설치돼 간편하게 

보수 가능

루바 내부에 방충망 

설치 가능

알루미늄 합금커버로 

우수한 내구성과 내식성

LAC-01R 리모컨을 사용해 

수동 개폐도 가능

컴팩트한 사이즈와 

우아하고 멋진 디자인

SLAT을 닫아 겨울철 찬공기

가 내부 유입을 억제

LAC-01 컨트롤에 

에러발생시 알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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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바란?

에어컨 연동 시스템루바의 원리

에어컨 연동루바 용도

시스템루바란 환기가 필요한곳에 설치하여 개폐용 핸들을 사용해 0°~90°까지 5단계에 걸쳐 개폐가 가능

해 환기 시스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거시설의 실외기실에도 설치하여 사용

되고 있으나 실외기의 대형화, 창고용도로 사용등 수동개폐가 점점 불편해 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연동루

바는 이러한 불편을 감소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에어컨 작동시 2개의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열고 닫는 최신 환기시스템 입니다. LAC-01R 리모컨을 이용해 수동 개폐도 가능 합니다.

30 /



자동루바 소개 (LAC-01 컨트롤)

LAC-01컨트롤 이란?

LAC-01 컨트롤 각부의 기능

LAC-01 컨트롤은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 내부에 모터 및 센서, 구동시스템, 리모컨 수신부 등을 설치하여 SYSTEM LOU-

VER에 장착해 DC24V로 작동 합니다. 컨트롤 내부에 온도센서 및 소음 센서를 장착해 에어컨 사용시 에어컨 실외기를 2

센서로 감지해 SYSTEM LOUVER 자동으로 개폐하는 최신 환기시스템 입니다. 컨트롤에 에러 발생시 알람이 발생하여 안

전하게 사용 할수 있습니다. LAC-01R 리모컨을 이용해 수동 개폐도 가능한 최신 제품 입니다.

◈ 모터 Ass’y
모터, 모터감속기, 센서, 수신부 등으로 구성되어 센서로 부터 신호를 받아 루바의 SLAT을 개폐하는 기능.

◈ 감지센서
A에어컨 실외기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동일HZ가 15초 이상 발생시)을 감지하여 모터 Ass’y로 전달하여 작동하는 기능과 실

외기실의 온도가 35° 이상일 경우에도 루바의 SLAT이 자동으로 개폐하는 기능.

◈ 수동개폐용 스위치 및 리모컨
LAC-01 컨트롤에는 수동으로 개폐하는 스위치가 설치되어있어 필요시 수동으로 루바의 SLAT을 개폐할수 있으며 컨트롤 내

부에 리모컨 수신기가 있어 LAC-01R 리모컨을 사용해 수동 개폐도 가능한 기능.

◈ DC24V 아답터 및 케이블
모터 Ass’y에 DC24V 전원을 공급하며 감지센서로 부터의 신호를 케이블을 통하여 LAC-01 컨트롤에 전달하는 기능.

◈ 에어컨 연동루바의 연결링크
에어컨 연동루바의 SLAT을 하나로 연결하여 루바의 SLAT이 동시에 개폐되도록 모터 감속기와 연결 시키는 기능.

LAC-01의 특징 및 장점

1. 수동 및 자동기능

·자동모드 → 녹색램프

·수동모드 → 주황램프

·리모컨의 OPEN/CLOSE 버튼을 사용해 수동 동작 가능.

· 리모컨의 자동모드 버튼을 사용해 자동모드 설정 가능(녹색램프 점등)

·LAC-01 컨트롤에있는 버튼을 짧게 눌러 OPEN/CLOSE 수동 동작 가능.

·LAC-01 컨트롤의 수동 개폐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램프가 녹색으로 바뀌며 자동모드로 전환.

·수동으로 OPEN 시 항시 OPEN 대기

·수동으로 CLOSE 시 자동모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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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01 컨트롤 구성

2. 온도센서

온도센서는 실외기실의 온도가 35°이상 감지되면 자동모드에서 OPEN 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이후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CLOSE 가 됩니다.

·자동모드에서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상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OPEN 됨.

·자동모드에서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하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CLOSE 됨.

·자동모드에서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하 감지되더라도 소음이 15초 이상 계속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OPEN 상태임.

3. 소음센서

소음센서는 동일 주파수가 15초 이상 입력되면 루바는 OPEN 되도록 설정되어있고

이후 15초 동안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 CLOSE 됩니다.

· 자동모드에서 소음이 15초 이상 지속적으로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OPEN 됨.

· 자동모드에서 소음이 15초 이상 지속적으로 감지되지 않으면 루바는 자동 CLOSE 됨.

· 자동모드에서 소음이 감지되지 않더라도 실외기실 온도가 35° 이상 감지되면 루바는 자동 OPEN 상태가 됨. 

4. 알람부져

· LAC-01 컨트롤에 에러가 발생시 알람 발생함

※ 온도와 소음의 설정값은 변경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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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01R 리모컨

LAC-01R 리모컨 구성

LED 램프

열림 버튼

자동 버튼

닫힘 버튼

밧데리 커버

리모컨 전면 리모컨 후면

사양

사용주파수 314.57MHz

최대송신출력 +0dBm

안테나 PCB패턴 안테나

주파수안정도 ±50ppm

중량 33g

동작온도 -15℃ ~ 50℃

사용 밧데리 Alcaline battery 12V/23A

외관 40 x 91 x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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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약전파 무선기기 주요기능

LED램프

열림 버튼

자동 버튼

닫힘 버튼

열림/자동/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켜지는 LED.

열림버튼을 누르면 오토루바가 열림으로 동작한다.

자동버튼을 누르면 오토루바가 자동모드 전환된다

닫힘버튼을 누르면 오토루바가 닫힘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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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02 컨트롤

LAC-02 컨트롤이란?

LAC-02 컨트롤 시스템은 SYSTEM LOUVER에 KST-A01 전동실린더를 장착하고 KST-B31 컨트롤을 사용하여 리모컨으

로 작동 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 입니다. 최근 실외기실의 협소함과 실외기의 대형화 그리고 창고 용도로 사용등 수동으로 

루바를 개폐하기 어려운 환경일때 LAC-02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용 리모컨으로 개폐하는 환기시스템 입니다.

KST-A01

사양 Stroke length item no

최소설치치수 Stroke + 230 mm 50 mm KST-A0102

최대부하하중 800N/80Kg 150 mm KST-A0106

최대무부하하중 1470N/150Kg 200 mm KST-A0108

전압/소비전류 DC24V/0.6A, DC12V/0.6A 250 mm KST-A0110

동작속도 15mm/sec 300 mm KST-A0112

Duty cycle 20% 400 mm KST-A0116

Gears Planetary gear motor

작동온도 -26℃~ 65℃

기본컬러 Light Gray

IP 등급 IP54 (IP66은 옵션)

소음 55DB

재질 Anodised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서 CE

콘트롤러 KST-B14, B18, 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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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01

사양

최대사용수량 2pcs

Transformer SMPS

사용전압 100~240V

센서
DC24V/0.6A, 
DC12V/0.6A

리모컨 지원가능

과전류보호 기본

출력전압 내장

작동온도 24V

출력전류 1A

케이스규격 117*42*32(W*H*D)

LAC-02 컨트롤 사용예

LAC-02 컨트롤 시스템은 SYSTEM LOUVER에 KST-A01 전동실린더를 장착하고 KST-B31 컨트롤을 사용하여 리모컨으

로 작동 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 입니다. 최근 실외기실의 협소함과 실외기의 대형화 그리고 창고 용도로 사용등 수동으로 

루바를 개폐하기 어려운 환경일때 LAC-02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용 리모컨으로 개폐하는 환기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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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루바란?

전동시스템루바 란?

전동시스템루바란 수동개폐형 시스템루바에 전동실린더를 결합하여 DC24V로 작동하며 전동실린더가 외부에 설치

되어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저렴한 것이 큰 장점 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체육관, 공장, 창고등 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

치하여 버튼 또는 리모컨으로 여러 개의 루바를 동시에 개폐하여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므로 쾌적한 실내공간

을 유지해 드립니다. 또한 에어컨 작동 시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슬랫을 열어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외

부로 배출하여 에어컨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시스템루바 용도

파워소프트

승현농장

군포시 부곡공단에 소재한 파워소프트 건물에 환기용 전동시스템루바를 설치 했습니다. 그동안 컨트롤 박스에 스위치를 설

치해 개폐했으나 이번에는 더욱 편리하게 리모컨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했습니다. 그룹별로 제어가 가능해 건축주께서 아주 

만족해 하시네요.

연천 승현농장에 전동시스템루바를 설치 했습니다. 돼지 축사에 환기용으로 설치 했습니다. 리모컨으로 동별 제어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암모니아에 녹 발생이 안되도록 노출되는 부위는 철 대신 스텐으로 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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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시스템루바 유지관리 방법

메인 컨트롤 판넬의 전원 차단기를 올립니다.

파워서플라이 3기의 점등을 확인합니다.

판넬 커버의 Open, Close 스위치를 눌러 작동

유무를 확인합니다.

전원 Switch를 ON 시킵니다.

컨트롤 판넬 커버의 Main power의 Lamp를 확인합니다.

Open, Close 스위치의 점등유무를 확인합니다.

판넬 커버의 Lamp에 On/Off 유무를 확인합니다.

루버의 슬랫 손상유무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판넬의 단선유무를 확인합니다.

Switch의 작동유무를 확인합니다.

컨트롤 판넬은 최초 차단기 ON 시 스위치에 전

원이 들어오지 않으나 최초 판넬 커버의 Open, 

Close 스위치의 동작 시부터 점등 및 작동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취급자 이외는 전동루버 컨트롤 판넬의 전원장치 사

용을 금합니다.

작동 전 차단기의 On, Off를 확인합니다.

사용 전 전동루버 슬랫의 이물질 유무를 확인합니다.

작동 전 Open, Close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임의로 부품을 변경, 교체하지 않습니다.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작동 순서

정기점검 사항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안전수칙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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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스위치를 On 했을 때 판넬 커버의 파워램프 

및 파워 서플라이 안의 램프가 켜지는지 확인 하

여 전원 인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단 단자대에 단선된 배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 전문가에게 A/S를 즉시 요청하여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파워 스위치를 On 했을 때 판넬 커버의 Main 

power Lamp가 켜지지 않으면 입력 전원의 유무

를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A/S를 요청합니다.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시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 

슬랫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A/S를 요청

합니다.

Switch 무작동시 배선유무를 확인 후 전문가에게 

A/S를 요청합니다.

전동 루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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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시스템루바 설계 및 인증

전동실린더 및 컨트롤판넬

시스템루바용 전동실린더 FY-017 TYPE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액츄에이터로 고장이 적고 사용하

기 간편하여 루바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영하 45°에서 영상 65°의 가혹한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초 당 20M/M의 속도로 작동하여 빠른 개폐가 가능합니다. 컨트롤판넬은 전압 220V를 

DC 24V로 바꿔주는 역할과 전동실린더를 작동하는 스위치가 내장되어 개폐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전동시스템루바가 여러 개 일 경우에도 스위치 1개로 여러 개의 시스템루바를 동시 작동하여 환기에 매

우 편리합니다. 본체의 재질은 스텐, 스틸, 프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전동실린더 사양

정격전압 DC 24V/0.6A 리미트스위치 내장

로드한계 1,470N 동작온도범위 -26°C ~ 65°C

동작속도 15mm 방수성능 IP54(IP66 옵션)

동작길이 0 ~ 400mm 설치최소길이 Stroke + 230mm

기본칼라 Light gray 하부용브라켓 SUS

무상보증기간
2년 

(1:1 교체)
Gears Planetary gear

소음 55db 이하 취부각도 90º

상부플렌지 8.0mm 컨트롤 KST-B14, 18, 31

하부플렌지 8.0mm 인증 CE

전동실린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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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판넬

전동실린더 사양

정격전압
24V DC INPUT (12V, 

24V, 48V 옵션)
리미트스위치 Inner (내장)

로드한계 1,500N MAX 동작온도범위 -45°C ~ 65°C

동작속도
5 ~ 40mm (루바전용 

20mm/sec)
방수성능 IP65

동작길이
0 ~ 600mm (루바전용 

145mm)
설치최소길이

105mm + Stroke 145 = 
250mm

무상보증기간 2년 (1:1 교체) 하부용브라켓 1.6t SUS

소음 68db 이하 상부플렌지 8.0mm

취부각도 90º 하부플렌지 8.0mm

컨트롤 Open, Stop, Close 및 기타 옵션(커버는 프라스틱, Steel, SUS 등)

전동실린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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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시험서

CE Certificate (2015) 1

CE-EMCCE_LVD_REPORT

CE Certificate (2015) 2

CE Certificate (2015) 2

CE_EMC_REPORT

RoHS(JDR) 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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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windows directly.

Control windows anyplace and

anytime.

Manual control

Remote control

전동환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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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110V/
AC220V

Switch / remot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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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s of living

Precision-
machined gear

3 times efficiency

- 직선 디자인, 스트로그와 모터가 커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 폭 43M/M, 높이 46M/M, 컴팩트한 사이즈의 엑츄에이터를 

창문에 설치

- 엑츄에이터 커버의 색상은 옵션으로 지정색이 가능합니다.

-  메뉴얼을 지켜 설치하면 제품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 정밀한 기어로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입니다.

- 동작소음이 55DB 미만입니다.

- 정확하고 일관된 동작으로 공차는 1M/M 

   미만입니다.

- 800N의 무게에 최대 소비전류는 0.6A 입니다.

- 날씨에 따른 적절한 개폐로 에너지 절약

100% aluminum alloy

- 알루미늄 합금 커버로 우수한 내식성과 IP66

   등급으로 방수와 먼지 방지에 우수합니다.

- 오랫동안 사용해도 부식이나 녹 발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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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ELECT 
WINDOW ACTUATORS

https://youtu.be/rGUqhium1go

https://youtu.be/XvP09tEUasg

https://youtu.be/zvzDeWH2ttM

SOON INDUSTRIAL

Soon Industrial(Taiwan)

KST-SL02 - SOON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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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01

KST-C01 KST-C02

KST-A02

KST-S01 KST-S02

800N/ 80KGS/ 180lbs

400N/ 40KGS/ 88lbs 600N/ 60KGS/ 135lbs

700N/ 70KGS/ 156lbs

600N/ 60KGS/ 135lbs 88.26N/9kg/lbs

How much weight do you want to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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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Actuator KST-A01  Series

사양 Stroke length item no

최소설치치수 Stroke + 230 mm 50 mm KST-A0102

최대부하하중 800N/80Kg 150 mm KST-A0106

최대무부하하중 1470N/150Kg 200 mm KST-A0108

전압/소비전류 DC24V/0.6A, DC12V/0.6A 250 mm KST-A0110

동작속도 15mm/sec 300 mm KST-A0112

Duty cycle 20% 400 mm KST-A0116

Gears Planetary gear motor

작동온도 -26℃~ 65℃

기본컬러 Light Gray

IP 등급 IP54 (IP66은 옵션)

소음 55DB

재질 Anodised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서 CE

콘트롤러 KST-B14, B18, 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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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바람, 비 등을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창문을 개폐

- 800N, 최대부하하중이 800N이며 어떤 창문에도 설치가능

- 리미트스위치, 리미트스위치가 내장되어 엑츄에이터를 정확히 동일 길이와 

   동일 속도로 작동

- 정밀기어, 정밀하게 가공된 기어는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킴.

- 100% 알루미늄 합금, 양극산화피막 처리

- IP54등급, IP54등급으로 외부사용 가능, 방수 및 먼지방지가 가능해 제품의 

  사용기간이 연장됨(IP66 옵션)

- 간편하게 조정, 간단한 조정으로 창의 열림 각도를 쉽게 조정

- 창문을 90도 까지 여는데 불과 10초 내외

- Inline Design, 컴팩트한 사이즈와 우아한 디자인

- 사무실, 학교, 체육관, 식당, 온실, 공장, 창고 등에 환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

- 브라켓 및 화스너 주문 가능

Features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캐시먼트창, 슬라이딩창, 돔형창 스카이라이트, 천창, 

시스템루버 등

Application

Automa c window opener system

A achment on sash Frame a achment Handle

Controller

Linear actuator

For following window types

Product Working 
Videos

http://bitly.kr/15dmIJo http://bitly.kr/dIsCxGp http://bitly.kr/ZekqBsF

Product Data 
Sheet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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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Chain Actuator KST-C01 series

사양 Stroke length item no

체인길이 50 ~ 400mm 50 mm KST-C0102

최소설치치수 Stroke/2 + 260mm 150 mm KST-C0106

최대부하하중 400N/40Kg 200 mm KST-C0108

최대무부하하중 600N/61Kg 250 mm KST-C0110

전압/소비전류 AC 220V/0.3A, DC24V/1.6A 300 mm KST-C0112

동작속도 10MM/SEC 400 mm KST-C0116

작동온도 -20℃~ 75℃

기본컬러 Light Gray

IP 등급 IP32

소음 38DB

재질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 CE,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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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연기, 바람, 비 등을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창문을 개폐

- 조용한 작동, 38DB의 소음레벨로 학교, 가정 또는 병원, 도서관 등 정숙이 

   필요한곳에 권장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더블링크체인을 사용해서 더욱 안정되고 부드럽게 작동

- 최대 부하하중 400N(40Kg)으로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채광창, 천창 등 여러 

   유형의 창에 설치 가능

-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직성과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킴

- 모터는 과부하 보호시스템이 내장 되어있음

- 리모콘을 사용해 원격제어 가능(옵션)

- 설치 및 조정이 용이함

- 브라켓 및 화스너 주문 가능함

Features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캐시먼트창 등

Application

Central control 
system

Controller

AC 110V/ 
AC 220V

Smoke / temperature / rain / 
humidity sensors

Switch / remote controller

Product Working 
Videos

http://bitly.kr/8uFOAho http://bitly.kr/x2vusgN http://bitly.kr/krsaaHP

Product Data 
Sheet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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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Stroke length item no

체인길이 50 ~ 400mm 50 mm KST-C0202

최소설치치수 Stroke + 650mm 150 mm KST-C0206

최대부하하중 600N/61Kg 200 mm KST-C0208

최대무부하하중 800N/81Kg 250 mm KST-C0210

전압/소비전류 AC 220V/0.3A, DC24V/1.6A 300 mm KST-C0212

동작속도 10MM/SEC 400 mm KST-C0216

작동온도 -20℃~ 75℃

기본컬러 Light Gray

IP 등급 IP32

소음 38DB

재질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 CE, RoHS

Double Chain Actuator

52 /



-온도, 연기, 바람, 비 등을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창문을 개폐

- 조용한 작동, 38DB의 소음레벨로 학교, 가정 또는 병원, 도서관 등 

   정숙이 필요한곳에 권장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더블링크체인을 사용해서 더욱 안정되고 부드럽게 작동

- 최대 부하하중 600N(60Kg)으로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채광창, 천창, 

   스카이라이트등 여러 유형의 창에 설치 가능

- 창문의 가로폭이 1000mm 이상일 경우 사용

-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직성과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킴

- 모터는 과부하 보호시스템이 내장 되어있음

- 리모콘을 사용해 원격제어 가능(옵션)

- 설치 및 조정이 용이함

- 브라켓 및 화스너 주문 가능함

Features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캐시먼트창 등

Application

Product Working 
Videos

Central control 
system

Controller

AC 110V/220

Smoke / temperature / rain / 
humidity sensors

Switch / remote controller

http://bitly.kr/B77dSpH http://bitly.kr/K67w8O4 http://bitly.kr/krsaaHP

Product Data 
Sheet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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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dle Actuator KST-S01 series

사양 Stroke length item no

Stroke길이 50 ~ 1,000mm 50 mm KST-S0102

최소설치치수-DC24V Stroke<300mm, L+230mm 100 mm KST-S0104

최소설치치수-DC24V 300mm<Stroke<800mm, L+260mm 200 mm KST-S0108

최소설치치수-DC24V Stroke>800mm, L+310mm 300 mm KST-S0112

최소설치치수-DC220V Stroke<300mm, L+360mm 400 mm KST-S0116

최소설치치수-DC220V 300mm<Stroke<800mm, L+390mm 500 mm KST-S0120

최소설치치수-DC220V Stroke>800mm, L+440mm 600 mm KST-S0124

최대부하하중 600N/61Kg 700 mm KST-S0128

최대무부하하중 900N/82Kg 800 mm KST-S0132

전압/소비전류 AC220V/0.3A, DC24V/1.2A 900 mm KST-S0136

동작속도 10MM/SEC 1,000 mm KST-S0140

작동온도 -20ºC ~ 75ºC

기본컬러 Light Gray

IP등급 IP65

소음 38DB

재질 Aluminum, Stainless steel

인증 CE,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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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채광창 또는 돔에 적합함

- 최대 부하하중이 600N(61Kg)이며 큰힘으로 창문을 부드럽게 열고 닫음

- 창문의 크기와 각도에 따라 개방각도를 조정할수있는 Handle을 함께 공급함

- 조용한 작동, 38DB의 소음레벨

- IP65등급으로 외부에 사용가능

- I-nline Design, 컴팩트한 사이즈와 우아한 디자인

-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직성과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킴

- 모터는 과부하 보호시스템이 내장 되어있음

- 리모콘을 사용해 원격제어 가능(옵션)

- 설치 및 조정이 용이함

- 브라켓 및 화스너 주문 가능함

Features

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캐시먼트창, 스카이라이트, 천창 등

http://bitly.kr/sqw1HOi http://bitly.kr/fPQsDLX

Application

Product Data 
Sheet

Brochure

Central control 
system

Controller

AC 110V/ 
AC220V

Smoke / temperature / rain / 
humidity sensors

Switch / remot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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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ACTUATORS KST-SLO1

사양 Item no. Total length Open range

전체길이 600 ~ 2,900mm
KST - SL01 - 600 600mm 395mm

최대가동길이 총길이 - 205mm

최대부하하중 88.26N/9kg/lbs
KST - SL01 - 900 900mm 695mm

사용전압 0.33A

시동전류 DC24V
KST - SL01 - 1200 1200mm 995mm

가동전류 0.24A

최대부하 1.0A
KST - SL01 - 1500 1500mm 1295mm

속도 18mm/sec

모터 Spur geared motor
KST - SL01 - 1800 1800mm 1595mm

작동온도 -20C~75ºC

IP등급 IP32
KST - SL01 - 2000 2000mm 1795mm

소음 38db

기본컬러 White
KST - SL01 - 2900 2900mm 2695mm

재질 Aluminum, Stainless

리모컨기능 내장, RF433

Transformer 100~240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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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창을 전동창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DIY 키트

- 간편한 설치, 편리한 리모컨 작동

- 작동중 다른 물체와 걸림이 발생하면 즉시 멈추고 10CM 뒤로 이동 후 작동 중지

- 전원차단시 브라켓을 당겨 자동모드에서 수동모드로 쉽게 전환 가능

- KST - SL01은 12,000번 이상의 작업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 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10년 이상 사용 가능

- KST - SL01 내부는 표면강화 및 산화방지 처리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

- 내장된 컨트롤러는 a.원격 제어 기능, 24VDC 입력 지원, b.각종센서 사용 가능,

c.벽면 마운트 스위치 d.앱제어 지원 (E컨트롤 제품 구매 필요)

- 액추에이터는 2년 보증

- 가동길이와 색상은 주문 제작 가능

Features

KST - SL01 엑추에이터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열고 닫을수 있

는 특수 액추에이터 입니다. 환기가 중요한 장소에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Application

Product Working 
Videos

http://bitly.kr/NqvdnWJ http://bitly.kr/m5relCN http://bitly.kr/VGxhR3X

Product Data 
Sheet

Mounting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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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KST-B14

KST-B18

KST-A01 series 컨트롤러

KST-A01 series 컨트롤러

사양

최대사용수량 6pcs

Transformer Ring-type Transformer, 4A

사용전압 110V/220V

규격 260*140*100(W*H*D)

센서 지원가능

리모콘 옵션

Travel Length Memory YES

사양

최대사용수량 12pcs

Transformer Ring-type Transformer, 8A

사용전압 110V/220V

규격 260*140*100(W*H*D)

센서 지원가능

리모콘 옵션

Travel Length Memory YES

Youtube

Brochure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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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B21

KST-A01 series 컨트롤러

사양  

최대사용수량 2pcs

Transformer SMPS

사용전압 100~240V

센서 지원가능

리모콘 기본

과전류보호 내장

출력전압 24V

출력전류 1A

케이스 규격 117*42*32(W*H*D)

58 / 59



1. 전동 액츄에이터 사용 용도에 적당한 컨트롤러를 선택.

2. 전동 액츄에이타와 컨트롤러에 입력할 전압 확인.

3. 전동 액츄에이터의 최대 소비전류 및 컨트롤러의 최대전류에 유의.

참고사항

CONTROLLER & ACTUATORS

*KST-C01, KST-C02 체인형 액츄에이터는 원격조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읍니다.

*플러그를 소켓에 연결만 하면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KST-B31 Simpl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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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B31 컨트롤러는 리모컨으로 액츄에이터를 쉽게 작동 합니다.

*KST-A01, KST-A02 액츄에이터에만 사용할수있고 최대 2개까지 사용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KST-B31 Simpl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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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B86은 벽에 설치하는 터치판넬형 컨트롤러 이고 모든 액츄에이터에 사용할수있는 멀티형 터치판넬 

  컨트롤러 입니다.

*루바하이텍의 모든 액츄에이터는 KST-B시리즈 컨트롤러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KST-B86 - 
Wall Embedded Remot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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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B86 - 
Wall Embedded Remot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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