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력단 콘센트
각 채널의 출력단마다 10A(RMS)의 전류값을 지원합니다. 10A 이상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8. 입력전원 단자대

L : load상 적색선, N : Neutral상 백색 또는 흑색선, G : Ground 접지 녹색선

상세 스펙

3P 입력전원 단자대

접지콘센트

사이즈 (Dimension) / 무게 (Weigh)
가로(W) x 세로(H) x 높이(D)mm
kg

482 x 88 x 126 (mm)
2kg

AT SERIES

6. RJ45 포트
원거리 스위치 및 모니터링 포트

PRO SEQUENCE POWER SUPPLY

AT SERIES A T 6

model : AT6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설명서를 잘 보관하십
시오.
Be sure to take maximum advantange of the AT series
has to offer, read this instructions carefully and use the set
properly, be sure to keep this manual for future reference
should any questions or problems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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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ERIES A T 6

안전사용을 위한 수칙 & 식별 기호 안내
“위험 전압”의 표시이며, 이는 제품의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사용자에게도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표시입니다.

전면/후면 패널의 기능설명
[전면 패널]

기기의 주의사항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 내부의 주요 중요사항을 나타낸 표시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본 제품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본 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오래도록
본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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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보증에 대하여
CH 6

제품의 초도 불량시에는 즉각적인 교체 혹은 무상 수리의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중이라도 보증서에
대리점의 확인이 없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수리비를
청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H 5

CH 4

CH 3

CH 2

CH 1

L
N
G

취급 시 주의 사항
1) 제품의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만일 기기의 내부를 만지게 되면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머리핀, 동전과 같은 이물질이 본 제품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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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4) 전원 코드를 뽑으실 때 코드를 잡고 뽑지 마십시오. 코드가 손상되어 합선 또는 단선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시오.
5) 만일 제품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에는 전원 코드를 빼시고, 반드시 구매처 혹은 (주)에스에이치비쥬얼
A/S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제품의 외부를 닦으실 때에는 가솔린, 벤젠, 신나 등으로는 닦지 마시고 건조된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설치 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의 각 기기간의 접속이 끝나기 전에는 전원 코드를 전원 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교류 220V±10%, 60Hz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설치하며,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3) -15°C 이하의 저온이나 +45°C 이상의 고온인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성능 저하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난방 기구 주위에도 설치하지 마십시오.
4)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1. 메인 전원 스위치
순차적으로 전원을 켤 때 스위치를 눌러주십시오.
2. 시퀀스 제어 전원 셀렉터
순차적으로 전원을 ON 2단계 (1, 3초), OFF (1,7초) 2단계 내에서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초도 구매시
타임조정 주문이 가능합니다.
3. 채널 1번을 위한 상시 전원
1번 상시 전원 ON/OFF 스위치
4. LED 램프
LED가 점등되면, 그 채널에 할당된 전원 콘센트의 전원이 공급됩니다. LED 램프는 각 채널의 전원 출력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5. 디스플레이 창
입출력 전압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진동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6) 제품상단에 있는 방열구를 막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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