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S

사 용 설 명 서
제품 사용 전, 반드시 다음의 사용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제품의 설치를 잘못한 경우,
오작동 및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보수는 유자격자(전기공사자)에게 맡겨 주십시오.

Be sure to read the instruction manual before use.
Before installing, wiring, operating, repairing or inspecting the circuit breaker,
be sure to read the instruction manual to ensure proper operations.

제품을 설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를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

위험 : 매우 위험하며,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주의 : 지키지 않을 경우, 상해를 입거나 물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WARNING : Incorrect handling may result in death or serious injury.
CAUTION : Incorrect handling may result in minor injury or material damage.

ㅣ위험

ㅣ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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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상위 차단기를 OFF 시키십시오.
단자 노출부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두 개의 활선에 동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차단기가 동작하여 핸들이 떨어진 경우, 반드시 그 원인을 제거하고 핸들을 올리십시오.

Be sure to turn off the upstream circuit breaker before installing the product.
Do not touch any exposed energized terminals.
Never touch two exposed energized lines at the same time.
If the circuit breaker trips automatically, remove the cause and turn on the handle.

ㅣ주의

ㅣCAUTION

1) 차단기 커버에 표기된 정격에 맞는 전원에 접속하십시오.
2) 차단기의 취부각도에 따라 동작전류가 변하므로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하십시오.
3) 단자 취부시, 상간 단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접속 도체와 각상을 평행하게 설치하십시오.
차단기를 밀착해서 두 개 이상 설치시, 제품 사이에 절연 베리어를 끼우십시오. 상간 단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간 베리어를 끼우거나 터미널 커버(별매)를 사용하십시오. 그 이외의
노출 부위는 절연테이프로 감아 절연하십시오.
4) 단자의 체결 토오크가 부족하면 과열과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SCREW M5 : 23~28 kg/cm, M8 : 55~75 kg/cm
5) KS C 4613/4621/8321/8332 차단기 정상작동환경
① 사용온도 : -5~40℃ ② 상대습도: 45~85% ③ 표고이하: 2000m 이하
④ 이상진동 및 충격, 과도한 수증기, 기름, 연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등이 없는 곳
이외에 먼지, 콘크리트 등의 분진 및 빗물, 직사광선이 있는 곳은 차단기 설치를 피하십시오.
6) 운반 및 설치시 떨어뜨려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 제품 폐기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십시오.

1) Use the circuit breaker with the rated voltage and current shown on its cover.
2) Install the product perpendicular to the ground since the operating current varries
depending on the mounted angle.
3) Each crimp terminal or conductor pole should be connected in parallel. Also, when
mounting more than one circuit breaker side by side, place installation barriers between
them. Use a phase barrier or terminal cover (sold separately) or insulate the exposed
parts with insulating tape.
4) Please tighten the terminal screw with sufficient torque in order to prevent overheating.
- SCREW(M5) : 23~28 kgf.cm
- SCREW(M8) : 55~75kgf.cm
5) Avoid installing the product in abnormal environments such as high temperature,
humidity, dust, corrosive gases, excessive vibration, rain and direct sunlight.
6) Be careful not to break the product during transportation or installation.
7) When disposing of the product, treat as industrial waste.

ㅣ기타 주의사항 (누전차단기에 한함)

ㅣOTHER PRECAUTIONS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only)

1) 월 1회 이상 테스트 버튼을 눌러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2) 제품 설치시 '전원측 LINE' 은 전원측, '부하측 LOAD' 은 부하측에 접속하십시오. 역접속시
제품의 손상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누전차단기 내부에 전자 회로가 있으니 극간의 내전압 및 절연 저항 시험은 하지 마십시오.
4) 전기 기기의 어스 단자는 반드시 접지시켜 주십시오.

1) Press the test button on the product at least once a month to check the operation.
2) When installing the product, connect the 'Power side LINE' to the power supply side
and 'Load side LOAD' to the load side.
3) Do not test the withstand voltage and insulation resistance between the terminals.
Electronic circuit inside the product may be damaged.
4) Be sure to groun earth term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