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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등에 설치되어운행 중인 승강기에는설비노후및 고장 등의 원인으로인해 정상적인운행이

불가능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대비해내부의승객이해당 승강기의관리자를호출할수 있도록

인터폰설비가구비되어있읍니다. 

• 그러나승강기내에서인터폰에의한 비상호출시관리실에관리자가부재중인경우에는즉각적인

대응이불가능하여승강기내승객의 불안감 증대, 안전사고발생의 우려 등의 문제점을항상 내포하고

있읍니다.

• KS1104/1204 시스템은비상호출발생시관리자부재를감지하여, 장치내에저장되어있는 지역 유지

보수 센터 또는 A/S 담당자의전화번호로통화연결하여, 승강기내의승객이관리자또는 A/S 담당자

와 직접 전화통화가가능하도록하는 시스템입니다.

• 따라서 KS1104/1204 시스템은승강기 고장 사실의신속한인지 및 대응이가능하여승강기내승객의

안전성향상,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엘리베이터의운행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승강기검사기준변경에의하여모든엘리베이터는 2014년 9월 14일까지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기간까지미부착에따른조건부합격처리기간은최대

12개월입니다. 비상통화장치는인터폰내부통화가연결되지않을경우에는반드시외부관리자와

통화가가능하여야합니다. 비상조명은정상조명차단시즉시 2 lx 조도로 1시간이상점등되어야

합니다.

저희 오픈텔레콤은정보통신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

1998년 설립되어 첨단부품, 유무선 통신기기, 바이오

의료분야에서 일해왔읍니다.

KS1104/KS1204는본래 계약생산하던 모델로 개발

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직접 판매하게 되었읍니다.

국내 맞춤형으로설치와 유지보수의 용이성, 쉬운

확장성, 높은 신뢰성, 상대적으로저렴한 단가로

공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 KS1104 기본 구성품 : KS1104 본체. 전원 어댑터. D9 콘솔케이블. 전화기 연결선

• KS1204 기본 구성품 : KS1204 본체. 전원 어댑터. USB 콘솔케이블. 전화기 연결선. 배터리세트

• 추가 구성품 : KS1104용 배터리장착어댑터. 설치 거치대. 비상조명장치. 브리지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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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비상통화장치KS1104 / KS1204

방송통신
적합인증

• 하나의기기로 4대연결, 공간효율

• 기존인터폰라인을이용. PSTN 방식

• 배터리장착으로무정전운용구현

• 부재중자동착신유선통화 + 휴대폰통화

(KS1104 10개, KS1204 12개번호내장)

• 인터폰포함 3자통화기능

• 컬러링연결무응답시넘기기기능

• 자동점검기능, 외부전화수신기능 (KS1204)

• 스마트폰을통한설치, 내장번호변경, 

응답대기시간관리기능

• 경광등부착가능

• 관리실설치, 유지보수편리



비상통화장치추가구성품KS1104 / KS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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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부착용 거치대.  KS1104, KS1204 모두 장착 가능

 1204용기본배터리팩

(본체에연결)

 1104용배터리팩

(어댑터일체형)

단독형 OL-06 비상조명장치

 반영구적 리튬 폴리머 배터리 채택

 단전시 3시간 이상 10 lx 점등

 국산 LED 이용 절전 및 내구성 탁월

 과충전, 과방전 보호회로 내장

 자석식 부착으로 쉬운 설치

 카손상 없이, 공구 없이 결선가능

 무상하자보증 3년

구 분 사 양

입력전압 110/220VAC

내전압 AC1800V/min

리튬폴리배터리 3.7V, 1800mAH 회로보호형

AC/DC 어댑터 DC 6V, 300mA 이상, KC인증

충전전압, 전류 DC 4.8V, 50mA 이하

충전시간 완전방전 후 12시간이내

LED Power LED (서울반도체)

조명등 2m-10lx, 480mA, 3시간이상



Our technologies can be easily integrated into various ranges of  

real-world applications.

㈜오픈텔레콤은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과 부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읍니다.

DIN 41612 
ERmet Hard Metric 2mm 
ERmetZD ZDplus ZDHD 
0.8mm Microstac 
1.0mm MicroSpeed 
1.27mm SMC  MiniBridge  MaxiBride

VME bus backplane 
VME64 backplane
Compact backplane
Advanced backplane
Various power backplane
Customized backplanes production

Industrial subrack
Ruggedized subrack
EMC subrack
Subrack components
Panels
VMEbus system
VME64 system
CompactPCI system
ATCA system
Cooling system
Customized systems production

승강기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

Gagabit Switch

VDSL systems, MODEM

Electric scooter
Electric wheelchair
Manual wheelchair
IT wheelchair(Freelz)
Wheelchair controller
Head mouse

커넥터

백플레인

서브랙과 기구시스템

네트워크 제품

의료용 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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