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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시리즈 사용설명서 



* 본체(조명장치) 1 ea

* 라이트가이드 고정 나사 3 ea

* 전원 장치 1 ea

* 전원 케이블 1 ea

* 사용설명서 1 ea

* 본체(조명장치) 1 ea

* 라이트가이드 고정 나사 3 ea

* 전원 장치 1 ea

* 전원 케이블 1 ea

* 마운트 레버 1 ea

* 사용설명서 1 ea

* 본체(조명장치) 1 ea

* 라이트가이드 고정 나사 3 ea

* 전원 장치 1 ea

* 전원 케이블 1 ea

* USB 통싞 케이블 1 ea

* TTL/아날로그 케이블 커넥터 1 ea

* 사용설명서 1 ea

* 본체(조명장치) 1 ea

* 라이트가이드 고정 나사 3 ea

* 전원 장치 1 ea

* 전원 케이블 1 ea

* 마운트 레버 1 ea

* USB 통싞 케이블 1 ea

* TTL/아날로그 케이블 커넥터 1 ea

* 사용설명서 1 ea

   엑세서리류 구매가 필요하싞 분께서는 하단부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1. 구성품
G150T

G150P

G180T

G180P



* 절대 광원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 G 시리즈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은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현미경에 장착시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 상의 설치가이드에 따라 설치해 주십시오.

* 명시된 G시리즈의 작동 안전유의 사항은 제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시에 적용됩니다.

* 제품 설치 및 라이트가이드 연결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끊으십시오.

* 라이트가이드 연결 및 해제 시에는 제품의 서텨가 반드시 꺼져 있어야 합니다. 

*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피복된 케이블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

아래 주소에서 PDF 형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tlctech-1st.com/skin/default/download/Manual_G_series_.pdf

      소프트웨어

G180모델은 소프트웨어로 광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으세요. 

  http://tlctech-1st.com/skin/default/download/ScopeLED_USB_control Program.zip

2. 안전 유의 사항

경고      

주의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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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660-7111

FAX : 031-660-7110

4. 부품 명칭
테이블 거치형 모델(150T / 180T)

폴마운트 모델(150P / 180P)

5. Contact Us



1 설치하시기 전에 전원을 꺼 주십시오.

2

3 전방의 원통 캡을 반시계방향으로 15도 가량 풀어 주십시오.

4 알맞은 사이즈의 라이트가이드를 출사부 끝에 닿을 때까지 결합하시고 정렬하세요. 

조명장치를 책상에 놓고 전방에 3개의 나사를 반시계방향으로 내부의 원통 가장자리가지  풀어 주

십시오.

6. 라이트 가이드의 설치



5 반시계방향으로 감았던 원통캡을 풀어 주십시오.

7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조여 주십시오.

7. 보조 스탠드(옵션)

  GSS 지지대(옵션)는 선반에 G150T / 180T 모델을 설치하고 1갈래 또는 2갈래의 라이

트가이드를 연결할 경우 지지대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U자 홈에 출사부 원통캡 뒤쪽을 끼워 넣고 아래로 세게 눌러 고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좌우측의 접이식 지지판을 펴 주십시오.



본체와 결합된 아답터를 현미경 폴대에 끼워넣고 마운트 레버를 시계방향으로 조여 주십시오.

  12V AC/DC 전원 공급장치를 본체에 연결하고 전원 플러그를 연결 하십시오.

8. 폴대 아답터(옵션)

  GPA 폴 아답터는 직경 40mm 이하의 폴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거치할 경우에 사용합

니다.

  아답터의 똘린 쪽이 마운트 레버를 향하도록 G150P/180P 구멍에 삽입하십시오.

9. 셋업



On/Off 스위치를 On 위치로 켜 주십시오. 조명 켜짂 상태에서 냉각팬이 계속 돌아야 합니다. 

조도 조절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조도가 올라갑니다. 

CCT / RGB 손잡이로 색온도 및 RGB 컬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 전원 켜기

11. 조절 손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