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디스플레이 및 버튼기능
YSRT-T 는 측정된 역률값에 따라 콘덴서 뱅크를 투입/차단하여, 자동으로 역률을 제어하는 장비로서
144x144 및 96x96(YSRG-6T 만 해당) 사이즈의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통의 cosθ 를 표시하고,
자동모드에서 측정하는 상의 전압(V), 전류(I), 유효전력(W), 무효전력(VAr) 및 피상전력(VA)의 RMS 값을
표시합니다.

① 각 콘덴서 스텝(Step)의 상태 표시
② 설정메뉴
③ AUTO/MAN 표시등
SET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설정메뉴로 들어가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작동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자동모드: 점등 / 수동모드: 점멸) (2-1 항 참고)
④ Cosθ 표시등
SET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설정메뉴로 들어가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역률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2-2 항 참고)
자동 모드에서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지상/진상 상태가 표시됩니다.
⑤ TIME/PF 표시등
SET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설정메뉴로 들어가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스텝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지연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3 항 참고)
자동 모드에서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계통의 역률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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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STEP/V 표시등
SET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설정메뉴로 들어가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스텝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
다. (2-4 항 참고)
자동 모드에서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상전압(V)이 표시됩니다.
⑦ PROGRAM/A 표시등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설정메뉴로 들어가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스위칭 프로그램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5항 참고)
자동 모드에서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상전류(I)가 표시됩니다.
⑧ C/k 표시등
SET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설정메뉴로 들어가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C/k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6 항 참고)
자동 모드에서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유효전력(W)이 표시됩니다.
⑨ CTR/VAr 표시등
SET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설명메뉴로 들어가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CT(변류기)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7 항 참고)
자동 모드에서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무효전력(VAr)이 표시됩니다.
⑩ Over V./VA 표시등
SET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설정메뉴로 들어가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과전압으로부터 콘덴서 뱅크
를 보호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8 항 참고)
자동 모드에서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이 표시등을 선택하면 피상전력(VA)이 표시됩니다.
⑪ UP 버튼 : 메뉴에서 위쪽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⑫ SET 버튼 : 3 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로 들어가고, 설정을 저장할 때 Enter 버튼으로 사용합니다.
⑬ DOWN 버튼 :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⑭ Automatic C/k Setting : UP 버튼과 DOWN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 C/k 설정이 시작됩니다.
⑮ C+ 표시등 : YSRG-T 가 콘덴서 스텝을 켜면 켜집니다.
16 NORMAL 표시등 : 목표 역률 보정이 완료되면 켜집니다.
○
17 C- 표시등 : YSRG-T 가 콘덴서 스텝을 끄면 켜집니다.
○

18 Insufficient Compensation 표시등 : 역률 보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켜집니다. (1-3 항 참고)
○
19 Over Compensation 표시등 : 역률 보정이 과다한 경우 켜집니다. (1-3 항 참고)
○
20 Over Voltage 표시등 : 과전압이 발생하는 경우 켜집니다. (1-3 항 참고)
○

21 K(Kilo) 표시등 : 이 표시등이 켜지면, 표시된 값에 103 을 곱해야 합니다.
○
22 M(Mega) 표시등 : 이 표시등이 켜지면, 표시된 값에 106 을 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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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태 표시등 설명
1) Cosθ 값 표시
YSRG-T가 수동 작동 모드에 있을 때에는 Cosθ값과 지상/진상 상태가 항상 표시됩니다. Cosθ 값이
마이너스이면 진상, 플러스이면 지상을 나타냅니다.
자동 작동 모드에 있을 때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Cosθ 표시등을 선택하면 현재 Cosθ 값과 지
상/진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역률(PF) 표시
YSRG-T가 자동 작동 모드에 있을 때(AUTO/MAN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음) PF 표시등을 선택하면 역
률 값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수동 작동 모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요 정의 : Cosθ는 Displacement Power Factor로 정의되고, 순수한 기본파만의 전압/전류 위상
차를 나타냅니다. PF는 총 역률로 정의되고, 고조파를 포함한 역률을 나타냅니다. 고조파가 없는 시
스템에서 Cosθ와 PF 값은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Cosθ와 PF 값의 차이가 전압 고조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및 부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전압 및 전류 RMS 값 표시
YSRG-T가 자동 작동 모드에 있을 때(AUTO/MAN 표시등이 켜져 있음) V 표시등을 선택하면 RMS 전
압(V) 값이 표시됩니다. A 표시등을 선택하면 RMS 전류(I) 값이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전압 및 전류
값은 CT가 연결되어 있는 상(L1)의 값입니다. 이 옵션은 수동 작동 모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유효전력(W) 값 표시
YSRG-T가 자동 작동 모드에 있을 때(AUTO/MAN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음) W 표시등을 선택하면 유
효전력 값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수동 작동 모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무효전력(VAr) 값 표시
YSRG-T가 자동 작동 모드에 있을 때(AUTO/MAN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음) VAr 표시등을 선택하면
무효전력 값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수동 작동 모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피상전력(VA) 값 표시
YSRG-T가 자동 작동 모드에 있을 때(AUTO/MAN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음) VA 표시등을 선택하면
피상전력 값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수동 작동 모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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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러 표시등 설명
1) 충분하지 않은 보정
콘덴서 스텝을 전부 연결해도 목표 역률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INSUFFICIENT COMPENSATION 표시
등이 켜지고 경보 릴레이가 활성화 됩니다. 이 경우, 콘덴서 스텝의 용량을 올려야 합니다.

2) 과도한 보정
콘덴서 스텝의 연결을 전부 끊어도 진상 역률인 경우, OVER COMPENSATION 표시등이 켜지고 경보
릴레이가 활성화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특히 주말이나 야간) 주로 상시 투입되고 있는 진상용콘덴서
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3) 과전압
L1의 상전압이 설정된 과전압 값(240-275V)을 초과하거나 이와 동일한 경우, YSRG-T는 3초 동안 대
기합니다. 3초 경과 후에도 과전압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OVER VOLTAGE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과전압 보호 기능(2-8항 참고) 선택에 따라 YSRG-T는 모든 콘덴서 스텝을 끄거나 또는 보정을 계속
합니다.
4VAC만큼 과전압 값이 감소하면 과전압 에러 표시는 없어지며, OVER VOLTAGE LED의 불이 꺼지고
YSRG-T는 보정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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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메뉴
작동 모드를 제외한 설정값은 기기가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스위치를 켜는 경우, 자
동 작동 모드에서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정하기 시작합니다.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메
뉴로 들어간 후, 20초 동안 아무런 설정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YSRG-T는 이전에 저장된 값으로 작동됩
니다. 저장 작업 없이 메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ESC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UP/DOWN 버튼을 누르고,
이후 SET 버튼을 누릅니다. 제어 및 조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항목에서 설명됩니다.

2-1. 자동/수동 모드 설정
콘덴서 스텝을 켜고 끄는 데에는 2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① 자동 모드 : 콘덴서 스텝이 YSRG-T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어됩니다.
② 수동 모드 : 콘덴서 스텝을 수동으로 켜고 끕니다.
YSRG-T가 수동 모드에 있을 때, 콘덴서 스텝은 UP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UP 버튼을 누를 때마
다 C+ 표시등이 켜지고, 여기에 따라 스텝 하나가 연결됩니다. NORMAL 표시등은 스텝 연결 후 켜
집니다.
콘덴서 스텝은 DOWN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UP 버튼을 누를 때마다 C- 표시등이 켜지
고, 지연시간이 지난 후에 스텝 하나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러한 작동 방법은 스텝을 추가로 연결하거나 끊을 때 그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가 시작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AUTO/MA 표시등을 선택한다.
표시가 나타난다.
SET 버튼을 누르면 AUTO/MAN 설정이 선택된다.
기기가 수동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나타난다.

기기가 자동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나타난다.

자동 모드(

) 또는 수동 모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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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2-2. Cosθ 설정
Cosθ값은 0.85 ~ 1.00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YSRG-T는 계통의 역률을 설정된 값에 맞추기 위해 콘덴서의 스텝을 on/off 시킵니다.
설정된 역률 값은 1.25Qc1으로 정의되며, 스위치 on/off 과정은 하기 그래프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가 시작된다.
표시가 나타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Cosθ 표시등을 선택한다.
SET 버튼을 누르면 Cosθ 설정이 선택되며, 이전에 설정한 값이 디스플레이
에 표시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0.85~1.00 사이에서 값을 설정한다.
원하는 값이 표시될 때에 SET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고, RG-T는 정상적인 작
동 모드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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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텝 스위치 전환시간 설정
스텝 스위치 on/off 지연 시간은 2~1800초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위의 범위보다 짧은 시간인 경우, 콘덴서와 전도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콘덴서 뱅크에 방전 코일이 없는 경우, 지연 시간은 14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가 시작된다.
표시가 나타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TIME 표시등을 선택한다.
TIME 표시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UP/DOWN 버튼을 이용하면 t On이 표시
되고, SET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에 콘덴서 스텝을 연결하는 데에 필요한 지
연 시간 조절을 선택할 수 있다.
TIME 표시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UP/DOWN 버튼을 이용하면 t OF가 표시
되고, SET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에 콘덴서 스텝을 연결하는 데에 필요한 지
연 시간 조절을 선택할 수 있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2~1800초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원하는 값이 표시될 때에 SET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고, RG-T는 정상적인 작
동 모드로 되돌아간다.

7

2-4. 스텝 수 설정
스텝 수를 선택하면 사용되지 않는 콘덴서 스텝에 대해 on/off 연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정 시스템을 한층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텝의
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YSRG-T는 전면 패널에 명시된 것처럼 최대 가용 숫자인 공장 설정 스텝 수
에 따라 보정합니다.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가 시작된다.
표시가 나타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STEP 표시등을 선택한다.
StEP 표시가 나타난다.
SET 버튼을 누르면 STEP 수 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 선택한 값이 디
스플레이에 표시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스텝 수를 선택한다.
SET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고, YSRG-T는 정상적인 작동 모드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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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위칭 프로그램 선택
YSRG-T에는 콘덴서 각 BANK별 스텝의 용량 비율 순서를 결정하는 5가지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 모드
가 있습니다.
PS1 선택 → 1 : 1 : 1 : ∙∙∙∙∙ : 1
PS2 선택 → 1 : 2 : 2 : ∙∙∙∙∙ : 2
PS3 선택 → 1 : 2 : 4 : ∙∙∙∙∙ : 4
PS4 선택 → 1 : 2 : 4 : 8 : ∙∙∙∙∙ : 8
PS5 선택 → 위 전체가 될 수 있음.
콘덴서 각 BANK별 스텝 단위 용량의 선정은 첫 번째 스텝 용량이 기준용량이 되어 선택한 Step
sequence의 정수 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 개폐용량은 개폐써지 고려하여 가급적 콘덴서 용
량 50kVAr 이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첫 번째 콘덴서 용량이 5kVar인 경우, BANK별 스텝 용량의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S1 선택 → 5 : 5 : 5 : ∙∙∙∙∙ : 5
PS2 선택 → 5 : 10 : 10 : ∙∙∙∙∙ : 10
PS3 선택 → 5 : 10 : 20 : ∙∙∙∙∙ : 20
PS4 선택 → 5 : 10 : 20 : 40 : ∙∙∙∙∙ : 40
PS5 선택 → 위 전체가 될 수 있음.
YSRG-T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스위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① 순환식 스위칭 : 순환식 스위칭 프로그램은 시계 방향으로 동일한 용량의 스텝 사이에서 순환됩니
다. 이러한 방식은 콘덴서의 스위칭 사이클을 전체 스텝에 걸쳐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최소한의 스위
칭을 통해 콘덴서의 최대 수명을 보장합니다. (PS1 ~ PS4)
② 일렬식 스위칭 : 일렬식 스위칭 프로그램은 on/off 모드에서 항상 첫 번째 스텝에서부터 마지막
스텝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환 프로그램의 장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텝 용량 선정 규칙에 맞춰
콘덴서 스텝을 많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S5)
최대 가능 비율은 “x : 2x : 4x : 8x : 1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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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가 시작된다.
표시가 나타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PROGRAM 표시등을 선택한다.
Prog 표시가 나타난다.
SET 버튼을 누르면 전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 선택한 값이 디
스플레이에 표시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PS1 ~ PS5 사이에서 값을 선택한다.
SET버튼을 누르면 저장되고, YSRG-T는 정상적인 작동 모드로 되돌아간다.

2-6. C/k 설정
C/k 값은 콘덴서 스텝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임계값입니다. C/k는 CT(변류기) 비율 k를 첫 번째 스텝
콘덴서 전력 C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은 YSRG-T에 의해 자동으로 측정/계산되거나, 또는 수동으로 입
력할 수 있습니다. UP/DOWN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C/k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한 스텝에 스위치
on/off 시간 간격이 저장됩니다. 추가적인 보정 제어는 이렇게 저장된 값으로 진행됩니다. 시스템 부하
가 순간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측정 과정은 다시 시작되며, 10번 시도 후에는 측정을 중단합니다. 이것
은 시스템 부하의 불안정 때문에 C/k 값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보정 제어는
이전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C/k 값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k = Q/k ( Q : 첫 번째 스텝 콘덴서 용량 (kVar) / K : 변류기 비율 (CTR) )
예) 첫 번째 스텝 콘덴서 용량이 5kVar, 변류기 비율이 100/5라고 하면 C/k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C/k = 5/(100/5) = 0.25

【 자동설정 】
자동 C/k 설정은 UP/DOWN 버튼을 함께 누르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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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설정 】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가 시작된다.
표시가 나타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C/k 표시등을 선택한다.
표시가 나타난다.
SET 버튼을 누르면 수동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 선택한 값이 디스플레이에 표시 되거나,

표시가 나타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0.02 ~ 1 사이에서 값을 선택한다.
SET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고, YSRG-T는 정상적인 작동 모드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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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설정(쉬운 설치)
부하(負荷)가 불안정하고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경우, C/k 계산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계산이 잘못
되어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기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부하 측 차단기를 off 시킨) 상태에서 YSRG-T을 켭니다. 이러한 경우 콘덴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2. UP/DOWN 버튼을 동시에 눌러 자동으로 C/k 계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텝의 용량에 따라 C/k
값은 정확하게 계산되며, 계산된 C/k 값은 자동으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C/k 값은 다시 계산
되거나 수동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2-7. CT(변류기) 1 차 값 선택
역률 제어기에는 항상 별도의 CT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CT를 역률 제어기에 연결하는 전선은 가능한
짧아야 하고, 전선의 직경은 1.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류 정보가 CT에 의해 제공되므로, CT를 제대
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된 CT의 2차 전류는 올바른 측정을 위해 다음의 전류 한계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최소 = 0.05mA, 최대 = 5.5A (최소 C/k 비율은 0.02이어야 합니다.)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가 시작된다.
표시가 나타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CTR 표시등을 선택한다. Ct 표시가 나타난다.
SET 버튼을 누르면 변류기 1차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 선택한 CTR 값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5 ~ 10,000 사이에서 값을 선택한다.
SET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고, YSRG-T는 정상적인 작동 모드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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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콘덴서 스텝의 과전압 보호 설정
On 또는 OF를 선택하여 과전압 보호를 활성/비활성 시킬 수 있습니다.
과전압 보호가 활성화되었을 때 과전압이 발생하면(240-275V 사이), 모든 콘덴서 스텝이 꺼지고 OVER
VOLTAGE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경보 릴레이가 활성화 됩니다. YSRG-T가 수동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모드로 전환됩니다.
OF를 선택하는 경우 : 과전압 보호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SET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설정메뉴가 시작된다.
표시가 나타난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OVER V. 표시등을 선택한다.
OV가 나타난다.
과전압 보호 설정을 위해서는 SET 버튼을 누른다.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OF 또는 On을 선택한다.
SET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고, YSRG-T는 정상적인 작동 모드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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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형 / 치수도

【 정면도 】

【 측면도 】

【 판넬 가공 치수 】
14

4. 회로 결선도
1) 상-중성선 결선 (Phase-Neutral Connection)

【 YSRG-6T 】

【 YSRG-12T 】

2) 상-상 결선 (Phase-Phase Connection)

【 YSRG-6T 】

【 YSRG-12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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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사양
정격전압 (Un)
동작전압
동작전류
동작주파수
정확도
V, I, Cosθ
W, VAr, VA
소비전력
전 류
전 압
출력접점
No-Volt 기능
설정범위
수동 C/k 설정
Cosθ 설정
CT 비율
시간 지연
과전압 값
공장설정
Cosθ
스텝시간
프로그램
C/k
CT Ratio
주위 온도
디스플레이
장비 보호 등급
외함 보호 등급
결선 방법
접속 케이블 사양
무게

:
:
:
:

기기 후면 참고
230VAC ± 10
50mA ~ 5.5A
50 / 60Hz

: 1% ±1 digit
: 2% ±1 digit
: < 2VA
: 3 ~ 10VA
: 3A, 750VA Cosθ
: 200ms 동안 정전이 되는 경우, 모든 콘덴서 스텝의 연결을 자동으로
끊는다.
:
:
:
:
:

0.02 ~ 10
0.85 ~ 1.00
5 ~ 10000
2 ~ 1800초
240 ~ 275V (범위설정 가능)

:
:
:
:
:
:
:
:
:
:
:
:

1.0
7sn
PS5
0.05
5
-5℃ ~ 55℃
4자리 숫자, 적색 표시
이중절연 - Class Ⅱ
IP 40
Socket terminals with screw
2.5 mm²
0.75kg

6. 설치 및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하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 기기가 계통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전면 패널을 제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기를 용제(solvent)나 기타 유사한 물질로 닦지 마시고, 마른 천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선 작업 시에는 단자 연결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퓨즈는 반드시 F타입 6A 규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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