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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설명 

1-1. 개요 

(1) Control Actuator는 감속기, 모터, 리미트 스위치, 과부하 토오크 스위치, 전류 발신기, 

수동 핸들 기구와 리모트 컨트롤 박스 등 모든 구성품을 Compact하게 일체화한 제품

으로,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본 제품은 고층이나 고온, 분진이 많은 곳 등의 악조건에서도 Damper나 Valve에 설치

하여 원격조정으로 간단하게 개폐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최근 복잡화된 공장 설비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3) Control Actuator는 전기적 신호 교신에 의하여 작동되므로 메인 컴퓨터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Servo제어가 가능하며 온도, 압력, 유량의 자동제어에 있어 효과적으로 에너

지 절약 및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식 조작기 이므로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신뢰성이 높아 제철, 시멘트, 화학공장 

및 발전소의 팬, 보일러 등의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일반사항 

(1) Control Actuator는 원격 조작에 의한 Damper, Valve 제어용 제품입니다. 

또한 Potentiometer와 조합하여 수신 신호에 따라 비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2) 특수 기어 구조로 설계되어 소형이며 설치가 간단합니다. 

(3) 전 기종에 토크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연속 정격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제품의 보호등급은 IP65 구조입니다. 

1-3. 제품특성 

(1) Control Actuator는 유성기어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원을 공급하여 Motor가 작

동중인 경우에도 수동핸들의 정, 역조작이 가능합니다. 

전동 구동 중이라도 수동핸들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무리가 전혀 없으며, Worm과 

Wheel의 특수설계로 역전방지(Self-Locking)가 되도록 하였으며, 비상시 수동조작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내부구조는 전기부와 기계부가 분리되어 있어 기계부 동작 시에도 전기부에는 전혀 영

향을 주지 않습니다. 

(3) Local Control Box 부착형의 경우 자동-수동 전환 Control Box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자동 및 수동 전환이 용이합니다. 

(4) 기계적 과부하 보호장치인 토오크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어 정격출력보다 무리한 하중이 

작용되면 전원이 차단되어 제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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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준사양 

 

1-5. 형식기호 

C A - 0 1 H □ □     
                    

Model 형식 : Control Actuator 
                   

              출력 토크(Rated Torque)구분 

예: 01 = 15kgf-m , 10 : 100kgf-m (표준사양 

참고)                 

             수동핸들 부착여부 

(CA 는 전 기종 수동핸들 부착형이 기본임.)                

             

제어방식 

S : On-Off Control 

R : Feed Back Signal 0~1kΩ  

F : Feed Back Signal 4~20mA DC 

A : Auto Type (Balancing Relay) 

    (Command Signal 4~20mA) 

    (Feedback Signal 4~20mA) 
               

               Local Box 취부시 : B (정역 회로 자체 구성 

                      “A”Type 필수 옵션)                         

 

 

구      조 : 전폐 옥외형 습      도 : 85% 이하 

운 전 각 도 : 90˚ 표준도장색 : Munsell 7.5BG 6/1.5 

주 의 온 도 : -20˚C~60˚C 입 력 신 호 : 접점신호 

동 작 속 도 : 60sec/90˚  : 전류신호(4~20mA D.C) 

MODEL 
Rated 

Torque 
(kgf-m) 

Timing 
50/60Hz 
(sec/90˚) 

Motor 
Power(W) 
(Phase) 

Rating 
(min) 

Voltage 
(V) 

Frequency 
(Hz) 

Weight 
(kg) 

Rev. of 
Manual 
Handle 

(turn/90˚) 

Handle 
oper. 
force 
(kg) 

CA-01H 15 

36/30 

25(Φ1/Φ3) 

30 

Φ1 220 
/ 

Φ3 440 

50/60 

23 22 9 

CA-02H 25 25(Φ1/Φ3) 28 22 13 

CA-05H 50 60(Φ1/Φ3) 71 24 16 

CA-10H 100 90(Φ1/Φ3) 87 72 13 

CA-20H 200 200(Φ3) 

440 

110 236.2 8 

CA-40H 400 

42/35 

400(Φ3) 230 260 15 

CA-80H 800 750(Φ3) 230 236 17 

CA-120H 1200 1500(Φ3) 230 303 19 

<HAB Typ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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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설치 

2-1. 구조 
Control Actuator의 보수 점검 시 아래의 내부 구조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Control Actuator 구조도 

2-2. 이동 및 설치 

(1) 이동 

이동시에는 낙하 및 충격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다루어 

주십시오. 

(2) 설치 장소 

가. Control Actuator의 설치 장소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장기간 악조건의 환경에 노

출될 경우 적절한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하여 Actuator 주위에 적당한 빈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

다. 

(3) 설치 

가. 설치를 위하여 미리 선정해 놓은 장소(Mounting Place)에 4개의 볼트로 Actuator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나. 레버암과 상대 레버를 연결합니다. 

다. 동작 각도는 90˚로 세팅 되어 있습니다. 만일 동작 각도변경 시에는, 

 수동핸들을 사용하여 Actuator가 0% 또는 100%가 되도록 합니다. 

 Actuator 뒷면의 커버를 본체에서 분리합니다. 이 때 오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주십시오. 

 Position Limit Switch를 위치(0%또는 100%)에 맞도록 재조정합니다. (“2-3. 리미

트 스위치의 조정” 참고) 

 이 때 Indicator의 바늘도 0%또는 100%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작업 완료 후 커버는 방수, 방진을 위하여 확실히 닫아주십시오. 

라. 설치 시 출력축의 회전방향 변경 시에는 필히 제조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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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시 주의사항 

가. 제품의 출력 축에 절대 큰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동작시간이 30~60초의 느린 장비로, 순간적인 토크는 큰 진동을 일으켜 

기어나 모터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제품의 출력축과 부하축의 축선이 모두 50%지점에서 최대한 평행하고 동일선상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축선이 평행하지 않거나 동일선상에 오지 않는 경우, 출력축에 부하가 걸려 수명이 

단축되거나 연결링크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다. 아래 설명하는 취급설명은 “Standard”기준으로, 옵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5) Control Actuator의 설치방법 

   
그림-2. Control Actuator의 설치방법 

(6) 작동 전 점검사항 

가. Control Actuator가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나. Damper 또는 Valve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제어 대상이 완전히 열렸거나 닫혀 있는지, 과도한 압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

여 주십시오. 

2-3. 리미트 스위치 (Limit Switch)의 조정 (CA01H ~ CA10H FB, AB 옵션 시) 

(1) 포지션 리미트 스위치(Position Limit Switch) 조정방법(출력축에서 보아 시계방향 열림 

기준) 

가. “그림-1. CA 구조도”를 참고하여 포지션 리미트 

스위치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나. “그림-3. 리미트 스위치와 캠의 배치”에서 위에 

있는 말굽센서 LS2P는 닫힘, 아래에 있는 말굽

센서 LS1P는 열림 말굽센서입니다. 

다. 말굽센서 LS1P와 LS2P는 개별적으로 위치제어 

및 신호제어가 가능합니다. 

라. 눈금판이 정확히 0%에 맞도록 ○a 지침 고정 볼

트를 느슨하게 한 후 ○b 지침을 조정합니다. (그

림-4 참고)  

부하축 

출력축 

그림-3. 리미트 스위치와 캠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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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계방향 위치 제어용 리미트 스위치의(LS1) 조정. 

눈금판이 0%에 위치해 있을 때 일자드라이버로 

“그림-5. 리미트 캠 조정(닫힘)”을 참고하여 

LS2 램프에 점등 될 때까지 LS2P CAM을 화살

표 방향으로 조금씩 회전시켜 맞춥니다. 

바. LS2P를 세팅하면 자동적으로 신호제어가 맞춰집

니다. 

사. 반시계방향 위치 제어용 리미트 스위치 (LS1) 조

정. 

눈금판이 100%에 위치해 있을 때 “그림-6. 리

미트 캠 조정(열림)”과 같이 LS1P 램프에 점등 

될 때까지 LS1P CAM을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

켜 맞춰줍니다. 

아. LS1P를 세팅하면 자동적으로 신호제어가 맞춰집니다. 

자. 리미트 스위치 캠 조정 후 상부 볼트를 조여서 캠을 캠 축에 고정합니다. 

Actuator를 전동으로 움직여가며 정지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가 부정확할 경우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2) 토오크 리미트 스위치 (Torque Limit Switch) 

가. 당사 출고 시 정격 토오크에 맞춰 조정하였으므로 절

대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나. 정상모드에서는 정격 토오크 스위치 LSF램프와 LSR램

프가 소등되어 있어야 정상 상태입니다. 

 

 

 

 
그림-7. 토오크 리미트 스위치 램프 

그림-4. 눈금판의 조정 순서 

<HAB Type용 내부 인디게이터> 

조정 방법 

LS1P CAM 

LS2P CAM 

그림-5. 리미트 캠 조정(닫힘) 

조정 방법 

LS1P CAM 

LS2P CAM 

그림-6. 리미트 캠 조정(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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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리미트 스위치 (Limit Switch)의 조정 (RB, SB 옵션 시) 

(1) 포지션 리미트 스위치(Position Limit Switch) 조정방법(출력축에서 보아 시계방향 열림 

기준) 

가. 그림-8에서 상부의 2개 리미트 스위치 LS2, LS4는 닫힘(시계)방향, 아래 2개의 리

미트 스위치 LS1, LS3는 열림(반시계)방향 

쪽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나. 리미트 스위치 LS1, LS2는 위치제어용 리미

트 스위치이고 LS3, LS4는 신호용 리미트 스

위치입니다. 

다. 눈금판과 담파의 동작 방향을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담파의 동작이 닫힘 쪽이면 눈금

판은 0%이어야 합니다. 

라. 수동이나 자동으로 액츄에이터를 완전 닫힘

으로 동작시킵니다. 

마. 눈금판을 정확히 0%에 맞춥니다. 

지침을 고정하는 세트 스크류를 풀어 0%로 

조정합니다. 

바. 빌트 캠 조정 전 캠축 끝단부의 볼트(그림-8에

서 캠축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 캠을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 닫힘(시계방향) 위치제어용 리미트 스위치(LS2) 조정은 눈금판이 0%일 때 일자드라

이버를 이용하여 리미트 스위치가 딸각 소리가 나도록 화살표(시계) 방향으로 

LS2CAM을 조금씩 회전하여 맞춰줍니다. (그림-10,11 참고) 

(전동으로 액츄에이터를 움직여 정지 위치가 정확한지 재 확인합니다.) 

아. 액츄에이터 정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위 과정을 1~2회 반복하여 맞춥니다. 

 

 

 

 

 

 

 

 

 

 

 

 

 

 

그림-9. 눈금판의 조정 순서 

그림-8. 리미트 스위치의 배치 

그림-10. 리미트 스위치 캠 조정 방법 그림-11. 리미트 스위치2 캠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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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열림(반시계)방향 신호용 리미트 스위치(LS4) 

조정은 LS2CAM 조정 방법과 동일하게 

LS4CAM을 그림-12와 같이 움직여 제어용 리

미트 스위치(LS2)보다 먼저 동작 되도록 합니

다. 

(LS4CAM은 LS2CAM보다 약 3˚~ 5˚먼저 동작 

되도록 합니다.) 

 

 

차. 열림(반시계)방향 위치제어 리미트 스위치(LS1)

는 눈금판이 100%일 때 리미트 스위치가 딸각 소리가 나도록 화살표(반시계)방향으

로 돌려 맞춥니다. 

(조정 방법은 LS2와 동일 합니다.) 

 

 

 

 

카. 열림(반시계)방향 신호용 리미트 스위치(LS3)조

정은 LS1CAM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움직여 제

어용 리미트 스위치(LS1)보다 먼저 동작 되도

록 조정합니다. 

(LS1CAM 보다 조금 먼저 (약3˚~ 5˚) 동작 되

도록 합니다.) 

 

 

 

 

 

(2) 토크 리미트 스위치 (Torque Limit Switch) 

가. 당사 출고 시 정격 토크에 맞춰 조정되었으므로 현장에서는 절대로 임의적으로 조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12. 리미트 스위치4 캠 조정 방법 

그림-13. 리미트 스위치1 캠 조정 방법 
 

그림-14. 리미트 스위치3 캠 조정 방법 
 

그림-15. 토크 리미트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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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항 (Potentiometer : JP-30)의 조정 

(1) 그림-16과 같이 위치확인 지침이 눈금판의 50%를 

향하도록 수동이나 전동으로 Actuator를 동작합니

다.  

(2) Potentiometer를 손으로 잡아 위로 올려주고 Red 

Point가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하도록 조정판을 잡

고 회전시켜줍니다. (Red Point는 조정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이후 Potentiometer를 원상태로 살며시 놓습니다. 

이 때 Pinion의 맞물림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4) 아래 위치와 같이 위치 시 500Ω이 출력됩니다.  

본 제품은 0 ~ 1000Ω입니다.  

 

 

2-6. 전류 발신기(Current Transmitter)의 조정 

(1) “1-5. 형식기호”항에서 제어방식 “F” Type의 경우 부착되어 있습니다. (Feedback 

Signal: DC 4~20mA) 

(2) 본 전류 발신기는 입력 저항 신호를 출력 전류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3)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원 ON시에 SET LED가 0.5초 간격으로 

점멸하는 것이 정상 상태입니다. 

(4) Actuator를 자동으로 0% 위치로 조작합니다. 

(5) “2-5. 저항의 조정”을 행하고 조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ET LED가 0.5초보다 빠르게 점멸하는 것은 저항 값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6) 단자대의 P와 N 사이의 전류를 측정하여 DC 4mA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7) DC 4mA가 출력되지 않는다면 R/I Converter ZERO조정 누름 스위치를 3~4초 PUSH하

여 DC 4mA로 맞추십시오. 

(8) 다음 Actuator를 자동으로 완전 열림 상태로 위치시킵니다. 

(9) 다시 P1 과 N1 단자사이의 전류를 측정하여 DC20mA가 출력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10) DC 20mA가 출력되지 않으면 R/I Converter의 SPAN 조정 누름 스위치를 3~4초 눌러 

DC 20mA로 맞추십시오. 

 

 

그림-17. 저항의 조정 

그림-16. 눈금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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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시 Actuator를 완전 닫힘 위치로 위치시킨 후 P1, N1의 전류를 측정해서 DC 4mA가 

나오지 않으면 위의 단계를 반복하고 근사적으로 DC 4mA가 나오면 조정이 완료된 상

태입니다. 

(12) 위의 (4)~(10)항목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출력값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조정하십시오. 

(13) 일반적으로 위의 방법으로 Zero, Span 값을 세팅 하지만 설치 장소 기기들과 편차가 

있을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미세조정을 실시합니다. 

(14) ZERO, SPAN의 값 조정은 MODE SWITCH를 눌러서 조정하며 이때의 KEY 변환은 아

래와 같습니다. 

(15) Actuator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Mode 스위치를 1회 누르고 Zero/Span 스위치로 

Up, Down 조정을 하여 0%위치(4mA) 미세 조정을 합니다. 

(16) 위(15)과정 후 Actuator가 완전히 열린 상태로 하여 Mode 스위치를 한번 더 누르고 

Zero/Span 스위치로 100%위치

(20mA) 미세 조정을 합니다. 

(17) 미세조정이 완료되면 Mode 스위치를 

한번 더 누르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3회 누르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림-10. 전류발신기 키 조정 

그림-18. 전류 발신기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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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BR-10(Balancing relay)의 조정 

(1) 눈금판, 리미트 스위치, 저항의 셋팅 완료 후 SBR-10 조정을 실시합니다. 

(2) Local Box의 Selector Switch를 Remote 위치에 놓습니다. 

(3) SW3 (Auto Scan) 버튼 스위치를 3~4초간 눌러줍니다. 

(4) 이때 Auto 램프는 점멸하며 출력 값(4~20mA DC)을 맞추기 위하여 동작합니다. 

이 때의 소요시간은 약 120~180초입니다. (동작 중 별도 조작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5) Auto 램프의 점멸 시간이 빨라지면서 

Actuator의 동작이 멈출 경우 저항 신호

나 저항 사용각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눈금판이 50%일 때 저항의 위치는 Red 

Point가 보입니다.) 

(6) 문제점 확인 후 SW3 (Auto Scan) 버튼 

스위치를 3~4초간 누릅니다. 

(7) Fault 램프의 점멸은 입력신호 차단 시, 

입력신호 극성(+,-)이 바뀐 경우, 저항 

출력(100~900Ω)을 벗어났을 경우 발생

됩니다. 

 

 

(8)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지만 설치장소 기기와 편차가 있을 경우 아래

의 방법으로 미세조정을 실시합니다. 

 

그림-19. Balancing Relay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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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액츄에이터의 동작 방향을 전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정을 실시합니다. 

가. 그림과 같이 2번, 3번 스위치를 현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면 Open과 Close 

방향이 전환됩니다. 

 

 

 

 

나. 이후 표시된 스위치 “SW1”의 두 지점을 그림과 같이 3~5초간 쇼트 시킵니다. 

 

다. 동작 방향이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바뀌는 경우 LS1과 LS2램프가 동시에 3~5회 

깜빡이고 이후 LSF와LSR 램프가 동시에 3~5회 깜빡인 다음 LS2 램프가 켜졌다 꺼

지면 전환이 완료된 것입니다. 

라. 동작 방향이 역방향에서 정방향으로 바뀌는 경우 LSF와 LSR램프가 동시에 3~5회 

깜빡이고 이후 LS1과 LS2 램프가 동시에 3~5회 깜빡인 다음 LS1 램프가 켜졌다 

꺼지면 전환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림-20. Balancing Relay의 미세 조정 
 

현위치 

반대 

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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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TP-07 (Indicator) 조정법 

(1) 입력신호가 4mA일 때 출력 신호가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Indicator를 설정합니다. 

가. 입력신호를 4mA로 조정하고 아래 그림의 Switch-1을 2~3초간 눌러줍니다. 

나. LED판에 CL2 라는 표시가 점멸한 후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설정 완료된 것입니다. 

(2) 입력신호가 20mA일 때 출력 값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Indicator를 설정합니다. 

가. 입력신호를 20mA로 조정하고 아래 그림의 Switch-2를 2~3초간 눌러줍니다. 

나. LED판에 OP2 라는 표시가 점멸한 후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설정 완료된 것입니다. 

(3) Switch-1 또는 Switch-2를 짧게 1회 누르면 Zero와 Span출력신호 설정 Mode에 진

입합니다.  

CL1 (OP1)의 기능은 Actuator가 Zero/Span에 정위치 함을 알리는 신호 설정 Mode입

니다. 

(4) 리미트 동작 알림 신호 Switch-1 또는 Switch-2를 짧게 한번 누르면 Zero/Span 출력

신호 위치 설정으로 CL1 / OP1으로 점멸 표시 후 %표시가 될 때 Up / Down Switch를 

눌러 원하는 위치(%)로 설정을 완료하고 잠시 기다리면 자동으로 설정 됩니다. 

(출력설정모드에서는 Switch-1 = Down , Switch-2 = Up 기능으로 변환됨) 

 

 

 

 

 

 

 

 

 

 

 

 

 

 

 

 

 

 

 

 

 

 

 

그림-21. STP-07 조정법 

Switch-1 Swit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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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및 보수 

3-1. 고장 및 수리방법 

 

 

 

 

 

 

증  상 예 상 원 인 수 리 방 법 비 고 

모터가 

동작되지 않음 

전원이 공급되지 않음 전원의 공급 3 상인 경우 R,S,T 확인 

위치제어 스위치 작동 눈금판에 맞춰 재 설정   

토오크 스위치의 작동 과부하 원인 제거 
스위치 재셋팅 

(임의적인 설정 절대금지) 

휴즈가 끊어짐 휴즈 교체 3 상인 경우   

콘덴서의 손상 콘덴서 교체 단상인 경우 

브레이크가 동작되지 

않음 
브레이크 교환   

위치 

제어스위치로 

모터가 

정지하지 않음 

모터의 역회전 
3 선중 2 선 바꾸어 

결선 

3 상인 경우이며 

표준품에는 해당 없음 

위치제어 센서 불량 PCB 의 교환 Local Box Type 만 적용 

스위치 셋팅 불량 재셋팅 
Local Box 미취부 

Type 만 적용 

스위치 불량 스위치 교체  

토오크 스위치  

작동에도 

모터가 

정지하지 않음 

모터의 역회전 
3 선중 2 선 바꾸어 

결선 

3 상인 경우이며 

표준품에는 해당 없음 

토오크 센서 불량 제조사 문의  

스위치 불량 스위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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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회로도 

4-1. 비례제어용 (Balancing Relay & Potentiometer) 기본 회로도 

회로도-1. CA01H~10H 단상 비례제어 회로도-2. CA01H~10H 삼상 비례제어 

회로도-3. CA020H이상 삼상 비례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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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도제어용 (Current Transmitter & Potentiometer) 기본 회로도 

 

 

 

 

 

 

 

 

 

 

 

 

 

 

 

 

 

 

 

회로도-4. CA01H~10H 단상 개도제어 회로도-5. CA01H~10H 삼상 개도제어 

회로도-6. CA020H이상 삼상 비례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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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도제어용 (Potentiometer) 기본 회로도 

 

 

회로도-7. CA01H~10H 단상 개도제어 회로도-8. CA01H~10H 삼상 개도제어 
 

회로도-9. CA020H이상 삼상 개도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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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단순개폐용 기본 회로도 

 회로도-10. CA01H~10H 단상 On-Off 회로도-11. CA01H~20H 삼상 On-Off 
 

회로도-12. CA20H이상 단상 On-O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