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서
[Expert RA1-50]
[Expert RA1-50S1]

[Expert RA1-50 치수 MM (INCHES)]

[제품사양]

[설계작동구성]
환기장치는 장식용 전면 패널, 카트리지, 공기 덕트, 흡음재가 있는 실내 조립 장치로 구성
됩니다.외부 환기 후드도 있습니다.
열교환장치는 환기장치기의 기본적인 기능 부분입니다.
열교환장치는 팬,재생기가 고르지 않은 공기 여과를 보정하기위해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G3 필터 2개로 구성됩니다.
실내 어셈블리 유닛에는 환기 장치가 정지해 있는 동안 닫히고 공기 역류흐름을 방지하는
자동 셔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부측 환기 후드는 환기 장치로 물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합니다.

[제품구조]

[수동버튼 작동법]

I-II-III계에 의한 전원 및 속도 조절

열교환모드 70초 간격으로 흡기 및 배기 작동

배기모드(급기모드)
Filter
Alarm
Master

필터 교환 모드로서 90일이되면 점등이 켜짐,열교환기 청소 및 F7/F8
필터 교환 및 G3필터 세척후 사용
모터 이상 모드로서 점등 발생 사용중지 및 A/S 요청
전원 On시 녹색 점등 켜짐

[제품장착]
1.외벽에 둥근 구멍을 준비합니다..벽의 구멍 크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코어 구멍을 준비하는 동안 전원 케이블 및 기타 필수 케이블 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에어 덕트를 벽에 삽입하고 마운팅 폼으로 고정합니다. 텔레스코픽 에어 덕트(슬리브)
단부는 다음과 같은 거리를 위해 돌출되어야 합니다.
외부 환기 후드의 장착. 자세한 내용은 환기 후드의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3.환기후드는 에어 덕트를 벽면에 설치하여
벽 표면이 최대 3mm를 유지하거나 벽과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공기 덕트를 최소 3 ̊ 아래로 설치합니다.
외벽 측면에서는 에어 덕트(슬비브) 단부가 외부 환기 후드를 장착할 수 있는 거리.
거리 A는 설치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마분지 마스터 플레이트를 장착 테이프로 실내 벽에 붙입니다. 마스터
플레이트의 큰 개구부는공기 덕트에 축 방향으로 정렬하고 모재판을 지평선과 정렬하고
건축가의 수평. 그런 다음 공급 나사 설치용 고정 구멍에 표시를 하고 필요한 깊이
까지 구멍을 천공합니다. 전력선로 벽에 있는 케이블을 마스터 플레이트에 특별히
표시된 개구부를 통과시킵니다.

5.측면 래치(원형잔추모양)를 눌러 실내 어셈블리 장치의 전면 부분을 후면
부품에서 분리합니다.

6.환기장치의 장착 키트와 함께 제공된 나사로 벽에 실내 조립 장치의 후면 부분을 고정
합니다. 터미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왼쪽 투명 커버에서 고정 나사 2개를 제거합니다

7.아래 그림과 같이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외부 배선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여 환기
장치를 주 전원에 연결하십시오.1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케이블 클램프로 전원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을 고정합니다. 전기 연결 완료 후 투명
부품을 다시 덮으십시오.

8.열교환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공기 덕트에 삽입하십시오. 포인터가 위쪽을 향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돌출 클램프로 와이어를 고정하고 소켓 커넥터를 회로 기판에
연결합니다.

9.실내조립장치의 전면부를 설치합니다.

10.외측에 흡음롤을 장착하십시오.(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F7 또은 F8 필터를
사용함으로 흠음롤 미사용합니다.흡음롤 층을 에어 덕트 직경과 일치하도록
롤링합니다.보호용 종이 층은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흡음롤을 열교환기에 삽입하여
멈추세요.
흡음롤을 에어 덕트 가장자리와 평탄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분을 절단하십시오.준비된
흡음롤을 공기 덕트에 삽입하십시오

11.외부 환기 후드를 장착하십시오. 외부 환기 후드의 장착 순서는 설치 지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기장치는 단상 AC 100-240 V/ 50-60 Hz 전원에 연결하는 정격입니다.
전원 및 신호 케이블의 라우팅은 7페이지에 6번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설비의 경우 최소 단면과 함께 절연, 내구성 및 내열성 전기 리드(케이블, 도체)를
사용합니다.
전원 케이블의 경우 0.5~0.75mm2이고 신호 케이블의 경우 0.25mm2입니다.

[외부배선 다이어도표]

[공기흐름차단]
환기장치를 차단하려면 전면 패널을 손 바닥면으로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전면 패널이 닫힙니다.
전면 패널을 과도하게 열면 환기 장치가 부러집니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판매처에서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환기장치를 열어 제품을 가동하실려면 전면 패널을 당기십시오.
환기장치는 전면 패널을 차단되기 전에 전단계에 설정 작동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환기작동 미작동시)

(환기장치 작동시)

작동 중인 하단 LED 표시등 전면 패널에 적색등이켜집니다.
어두운 시간 동안 표시등 강도가 낮아집니다.

[유지관리]
환기장치의 유지보수는 분진의 환기장치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필터를 교체함을
의미합니다. 기본 어셈블리 장치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전면 패널을 분리할때 열 액추에이터 로드(블라인더)가 닫혀있어야합니다.
전원이 꺼진상태에서 2분 기다리세요.만약 그 전에 전면 패널을 잡아당기면 전면패널 고정
부품이 파손됩니다(여유있게 5분 정도 기다렸다 분리하는게 안전합니다)
2.실내 어셈블리 유닛의 측면에 있는 래치를 눌러 전면 부분을 떼어냅니다.

3.회로 보드에서 소켓 커넥터를 분리하십시오. 소켓 커넥터를 제거하는 동안 케이블을
당기지 마십시오. 크기에 맞는 일자 드라이버로 돌리세요
(소켓 커넥트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분리해도 됩니다)

4.코드를 당겨 에어 덕트(슬리브)에서 카트리지를 분리합니다. 열교환기에서 필터를
분리합니다.(사진에는 F7/F8 초미세필터 사진이 없습니다. 사전 벤츠코리아에서 장착
교육방법을 상담후 분리작업을 진행하세요)

오염이 되면 자주 필터를 청소하되 1년에 3~4회 이상 청소하십시오.
• 설정된 필터 교체 기간이 만료된 후 필터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 열교환기의 소켓 커넥터가 회로 기판에서 분리되면 필터 타이머가 재설정됩니다.
• G3 필터를 세척하고 건조시킵니다.
• F7 혹은 F8 초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합니다.
• 진공 청소가 가능합니다.
• G3 필터의 수명은 3년입니다.
• 판매자에게 여분의 필터를 문의하십시오.

열교환기의 정기적인 기술 유지 관리로는 먼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열교환기의 복구 효율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높은 열을 유지합니다.
•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진공청소기로 열교환기를 청소합니다.

5.리모컨의 배터리 교체(필요한 경우)
n 리모컨이 장시간 작동할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원격 제어를 누러 환기장치의 응답이 없으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유형은 CR2025입니다.
배터리를 사용하여 홀더를 원격 조종하고 그런 다음 배터리를 교체하고 홀더를 새것으로
다시 설치합니다.

[Dip Switch 사용방법]
환기장치를 작동하기 전에 환기장치를 설정하십시오.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제어기 회로에 위치합니다.DIP 스위치에 액세스하려면 전면 패널
2개를 분리하십시오.실내 조립 유닛 및 고무 보호 캡을 들어 올립니다.

(팬 회전 방향)
환기를 제어하려면 환기 장치를 두대를 설치하고 신호 케이블을 사용하여 그룹으로 통합하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대 사용시 DIP 스위치를 한대는 급기 모드로, 나머지 한대는 배기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 공기 급기
이 스위치를 위치시키면 Ventilation Mode 에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모드에서는 공기가 급기 모드에서 먼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 공기 배기
이 스위치를 위치시키면 Ventilation Mode 모드에서 공기가 나갈수 있습니다.
재생 모드에서는 공기가 배기 모드에서 먼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습도 센서 설정 지점)
습도 센서는 Ventilation Mode에서 공기 습도를 측정합니다.
배기 실내 공기 습도가 설정 지점보다 높으면 실내 공기가 고속 Mode로 전환됩니다.
습도가 설정 지점까지 떨어지면 공기는 런아웃 시간이 경과한 후 사전 설정된 속도로
바뀝니다.

(런아웃 타이머)
습도센서 또는 기타 컨트롤 유닛을 작동시키는 동안 공기는 더빠른 속도로 전환됩니다.
실내 습도 또는 기타 공기 매개변수의 표준화 후 공기는 설정된 이전에 설정된 모드로 돌아갑
니다.

[문제점 해결방법]
문제점
환기장치를 가동시

원인
전원 공급 안된다

Fan이 작동하지 않는다
모터 걸림, 임펠러 날개 막힘

전기 회로에 따른 과전류

동안
Fan 속도가 느리다
낮은 공기 흐름

고 소음 진동

잘 연결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환기 장치를 Off한다.
모터 걸림 및 임펠러 문제로
날을

청소하세요.환기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환기 장치를 끕니다.

회로 차단기 트립
환기 장치를 시동하는

해결방안
메인 전원과 환기장치가

자세한 내용은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스위치를 이용하여 속도를
올린다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십

필터 및 열교환기가 지저분하다

시오. 열교환기와 팬을

Fan 날개가 오염되었다
환기 후드 및 환기 연결부

청소하세요
Fan 날개를 청소한다
환기 외부 후드 나사를

나사가 헐거워져 있다

조이세요

[보관 및 운송규정]
장치를 +5 C(+41 F) 이상의 주변 온도에서 건조 환기 전제에 보관합니다.
(104 F)까지.
보관 환경에는 부식, 단열 및 밀봉을 유발하는 강력한 증기 및 화학 혼합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형)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호이스트 기계를 사용하여 취급 및 보관하십시오.
특정 유형의 화물에 적용되는 취급 요건을 준수합니다.
강수량 및 기계적 보호를 적절하게 제공할 경우 운송 모드 중 어떤 방식으로든 장치를 원래
포장 상태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 및 하역 시 날카로운 타격, 긁힘 또는 거친 취급을 피하십시오

[제조자 보증]
- 제조자는 사용자의 준수에 따라 소매 판매일 이후 24개월 동안 제품을 정상적으로 작동
시킬 것을 보증합니다.
- 운송, 보관, 장착 및 운영 규정
- 보증 기간 동안 제조업체 고장을 통해 장치 작동 중에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장에서 보증 수리를 통해 제조업체에 의한 고장을 무료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수리에는 사용자가 의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장치 작동에서 고장 제거와
관련된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치 구성 요소 또는 해당 장치 구성 요소의 특정 부분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 고장을
제거합니다.

- 보증 수리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기적인 기술 유지보수
• 장치 설치/해체,분해
• 단위 설정.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는 장치, 사용 설명서 및 구매 날짜 스탬프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입을 인증하는 문서.
장치 모델은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모델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증 서비스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체 배송 패키지와 함께 장치를 제출하지
못함(누락된 제출 포함)
이전에 사용자가 마운트 해제한 구성 요소 부품.
• 기기 모델과 브랜드 이름이 기기 포장 및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적시에 장치를 기술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 사용자별 유닛 케이스의 외부 손상(설치에 필요한 외부 개조 제외) 및 내부 구성 요소
• 장치의 변경사항 재설계
• 제조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조립품, 부품 및 구성품의 교체 및 사용
• 장치 오용
• 사용자의 장치 설치 규정 위반
• 사용자의 장치 제어 규정 위반
•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전압과 다른 전원 메인에 대한 장치 연결
• 전원 주기의 전압 서지로 인한 장치 고장
• 사용자에 의한 장치의 사전 수리
• 제조자의 허가 없이 모든 사람이 장치 수리를 한다.
• 장치 보증 기간의 만료.
• 사용자의 장치 운송 규정 위반
• 사용자가 장치 스토리지 규정을 위반함
• 제3자가 저지른 장치에 대한 잘못된 조치
• 극복할 수 없는 힘의 상황으로 인한 장치 고장
(화재, 홍수, 지진, 전쟁, 모든 종류의 적대, 블록레이드)
• 사용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경우 씰이 누락됩니다.
• 사용 설명서를 기기 구매 날짜 스탬프와 함께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단위 구매를 인증하는 지불 서류 누락

※ 제품 문의 및 A/S 전화:070-8824-2018(LS엔터프라이즈 고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