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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설명서
교류-직류 변환기 DT SERIES

본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교류-직류 변환기를 최상의 상태로 사용하기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또한, 읽은 후에는 이 취급설명서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형 명 용 도

 DT-A  SERIES  단상, 삼상 전류 측정

 DT-V  SERIES  단상, 삼상 전압 측정

 DT-W  SERIES  단상, 삼상 유효전력 측정

 DT-R  SERIES  단상, 삼상 무효전력 측정

 DT-PF SERIES  단상, 삼상 역율 측정

 DT-F  SERIES  주파수 측정

 1.  형명 및 용도

 2. 사용 시 주의사항

  하기 사항에 주의하여 취급해 주십시오.

 

  취급을 잘못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급을 잘못하면 중정도의 장해와 경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물적 손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선작업 또는 보수점검 시에는 필히 테스타로 무전압   

   을 확인 후에 작업하십시오.

 본기기는 반드시 인증된 전기기술자가 설치하여야 합니  

   다.

 본기기는 필히 도면상의 형명과 제품의 형명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고 사용전압과 전류가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용도대로 전원회선에 연결하십시오. 잘못 사   

   용하면 화재, 오동작,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취급설명서에 의해서 취부 및 배선을 하십시오.

   배선 등에 미비한 점이나 오결선 있으면 과전압이 인가  

   되어 파손되거나 오동작,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배선체결이 미비하면 발열의 원인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사용하십시오.

   사용온도: -10 ~ +60℃

   상대습도: 20%~80%(결로가 없을 것)

 본기기는 실내 전용입니다.

 고온, 다습, 먼지, 결로, 부식성가스, 과도한 진동, 충  

   격 등 이상 환경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티끌, 철분 등의 이물질이 기기내부에 삽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 주십시오.

 단자 나사 및 취부용 나사는 정기적으로 확실히 체결되  

   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느슨해진 상태에서 사용은 발열,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본기기를 개조 또는 분해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파기할 경우는 산업폐기물로 취급하여 주십시오.

주의

위험

 3. 외관. 구조

  단상용

  삼상용

 4. 결선도

  DT-A SERIES

  

  ‣ 1P

  

  ‣ 3P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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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P4W

 DT-V SERIES 

 

  ‣ 1P

  ‣ 3P3W

  ‣ 3P4W

  

   DT-W/R/PF SERIES

  

  ‣ 1P2W

  

  ‣ 3P3W

  

  ‣ 3P4W

  DT-F SERIES

 5. 보수. 점검

 •배선단자 나사의 느슨함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십시오.

 •DC SIGNAL을 이용하여 측정치 점검.

 6. 보증

 •제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제조상의 제품결함  

  또는 성능결함으로 인한고장 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임의해체 및 수리를 하실 경우는 무상A/S가 불가능 하오니  

  즉시 본사 및 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