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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크된 세트의 I.D 설정

-I.D설정은 메인 전원이 꺼진상태에서 설정 해주십시오. 만약 메인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설정시 정상적인 동작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4. I.D 1번(마스터)의 파워스위치를 "ON"하면 ID1번 세트의 선택된 체널
   로부터 설정된 시간대로 순차적으로 전원이 출력됩니다.("OFF"는 역순) 

-연결된 세트의 동작은 ID 1(마스터)세트 동작시 전체 동작됨. 하위 ID세트는 
  개별 동작가능.

-ID 1번(마스터) 세트의 BY-PASS동작 및 비상접점 입력시 모든 세트가 
  동작 합니다.

MASTER  I.D-1

TIME 0.5 S

(MASTER)

(MASTER)

(0.5 초 간격)

(Interval of 0.5 sec.)

(Interval of 1 sec.)

(Interval of 0.5 sec.)

(Interval of 2 sec.)

(1 초 간격)

(0.5 초 간격)

(2 초 간격)

-마스터 셋트 의 POWER S/W "ON"시 

-POWER SWITCH FOR MASTER UNIT IS "ON",

I.D 1

I.D 2

I.D 3

I.D 4

I.D 1

I.D 2

I.D 3

I.D 4

※ "OFF" 시에는 역순으로, I.D2, 3, 4세트는 개별로 ON/OFF 동작이 가능함.

※ "OFF" is wrong way, ID 2,3,4 units are can be control separately. 

※ "동작순서 및 주의사항.※ Operating procedure and Important notice.

TIME 1 S

TIME 0.5 S

TIME 2 S

I.D-2 I.D-3 I.D-4

OPERATING PROCEDURE (운영방법)

2. I.D 설정후 전원을 ID 4 -> ID 3 -> ID 2 -> ID 1 순으로 공급 하여 주십시오. 

5. 마스터 세트의 BY-PASS 동작시 하위 ID세트의 채널선택 및 POWER
    키는 잠김. 

6. 비상접점 입력시 전면의 모든 키 잠김.

3. 각 세트의 전원 출력시간 및 출력 채널을 설정 하십시오.
   (각 세트 별로 시간설정 가능)

1. I.D set for link unit.

-Set an I.D after dis-connect AC cord. Setting an I.D when AC power
  is supplying. It can be make a problem.

4. Power switch for I.D 1(MASTER) is "ON", linked units are operated
    from ID 1 to ID 4 sequentially with set a time per each unit.
    ("OFF" order is wrong way.)

-Linked units are operated, when I.D1(MASTER) unit is operated.
  Slave units can be operated separately
  -Operating BY-PASS or E/M TRIGGER function for I.D1(MASTER) unit,
  all of linked units are operated.

2. AC power supplying order is as following ;
    ID4 -> ID3 -> ID2 -> ID1. 

5. Operating BY-PASS function for master unit, Channel selector and
    POWER switch for other linked unit is locked. 

6. Operating E/M TRIGGER, all of keys are locked on front side.

3. Set a power supplying time and channel per each unit.
    (It can be set a time per each unit)

중요사항 :

링크 운용시 세트 동작은 가급적 I.D1번 세트로 동작 실행해 주십시요.

(I.D1번과 하위 I.D 동시 작동시 통신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IMPORTANT NOTICE :

Link operating, you must be control the units by I.D 1 unit.

(if I.D 1 unit and other unit is controlled at same time,

 it make a communication error.) 

LINK
RS-485

1 2  
Termination LINK

RS-485

1 2  
Termination LINK

RS-485

1 2  
Termination LINK

RS-485

1 2  
Termination

Time 
Selector 1 2 3 4 5 6 7 8

0 2
0.5 1.51

OUTPUTS

Time 
Selector 1 2 3 4 5 6 7 8

0 2
0.5 1.51

OUTPUTS

Time 
Selector 1 2 3 4 5 6 7 8

0 2
0.5 1.51

OUTPUTS

Time 
Selector 1 2 3 4 5 6 7 8

0 2
0.5 1.51

OUTPUTS

① ⑧

① ⑧

① ⑧

① ⑧



SPECIFICATIONS (규격 및 성능)

TECHNICAL

DC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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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OUTPUTS SWITCHED 1~8 : 230VAC / 7000VA(30A)
PER EACH CHANNEL 230V AC 10A 2300VA

Power Consumption 60W ( DC 24V OUT : 1.5A) 

Extension Max. 4 Units (Set an I.D)

Communication Distance Max. 1.2km (RS-485)

Cable CAT-5 (RJ-45 JACK)

24V/1.5A MAX 

CONSTANT : 230V AC/ 700VA Max

Specifications and design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improvements.
(내용상의 규격 및 특징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OTE

Power(option) AC 220V/230V/240V 50~60Hz

Dimensions

Weight 8.6Kg

483(W) x 133(H) x  200(D)mm

중요사항 : 종말단 세트의 TERMINATION SWITCH 를 반드시 ON 시키십시요.
TERMINATION SWITCH 의 ON/OFF를 정상적으로 SETTING하지 않으면 통신불량의 원인이됩니다.

I.D 설정은 꼬리물기로 해야함.
I.D number setting is samed connect unit's turn.

I D NUMBER SETTING (I.D 설정방법)

SWITCH NO
UNIT ID NUMBER

1

1 2 SWITCH

2

3

4

OFF OFF

ON OFF

OFF ON

ON ON

1

ON

2

1 2

1 2

1 2

IMPORTANT : Termination switch for connected last unit place position is "ON"  
be sure to place position of Termination switch "ON". if not ,incorrect setting 
makes communication fault.



1. 교류 전압 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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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 VOLT METER
It is indicated supplying AC voltage. (allowableerror ±1V) 입력되는 AC전원의 전압을 프로세서에서 측정하여 표시하는 메터 

입니다.(허용오차 ±1V)

2. AC VOLT DISPLAY 오차 조정 단자.

측정 오차에의해 실제전압이 틀리게 표시되는 경우 조정하는 
조정자 입니다.

각채널에 퓨즈가 단락 되면 해당체널 에러 표시가 순차적으로 되며 
부져가 울립니다.

채널 번호(1‾8)

3. LED 조명.

야간에 조작이 편리하기 위한 SLIDE 방식 조명 장착.
(조명은 상.하로 각도조절이 가능함)

4. DIMMER

LAMP의 동작 스위치와 밝기를 조절하는 볼륨입니다.

5. FAULT 

퓨즈 단락시 부져가 울리게 되고 버튼을 누르면 
부져음은 울리지 않습니다.

6. TIME SELECTOR
전원 공급 및 차단되는 시간을 선택 할수있는 스위치입니다.
(설정시간 : 0.5초‾2초로 0.5초 간격으로 설정할수 있습니다.)

8. BY-PASS 스위치
세트의 전원스위치 ON/OFF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을 ON 시키는 
기능입니다. BY-PASS OFF시에는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 BY-PASS동작시 체널선택 및 POWER 스위치는 동작않함.        

9. POWER 스위치
각채널의 AC전원 공급을 ON/OFF하는 스위치입니다.

10. CONSTANT OUTLET

AC전원이 항상 출력되는 OUTLET이며 전원이 항상 공급되어야할 
제품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하십시오.

7. 전원 출력 설정 스위치
스위치 : AC OUTLET의 순차 전원을 설정합니다.
LED  
- OFF : 채널선택이 않되어 있는 상태, 이때 POWER ON을 하여도
            AC OUTLET으로는 전원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 적색LED : 채널선택이 된상태를 표시하며 POWER ON시 해당하는
                 채널에 전원이 출력됩니다.
- 녹색 LED : 해당 채널에 AC전원이 출력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 AC VOLT DISPLAY ADJUSTING VOLUME
It can be adjust voltage, when AC voltage meter is indicated
wrong voltage value.

Dis-connecting fuse per each channel, it is indicated "ERROR"
sequential per each channel and make buzzor.

3. LED LIGHTING.
It is LED lighting to easy-to-use at night.
(It can be control angle to top and bottom)

4. DIMMER
It can be control brightness for lamp.

5. FAULT
Dis-connecting fuse, make a buzzor. And pealing a buzzor, 
push the button, buzzor is not sound.

6. TIME SELECTOR
It can be control time for supplying power or cut-off power.
(It can be set an interval of 0.5sec within limit range(0.5‾2 sec))

8. BY-PASS SWITCH
It can be supply AC power all of channel without reference to 
power switch. BY-PASS is "OFF", Cut-off AC power for all of
channel.
※ Operating BY-PASS function , channel selector and POWER
switch is locked.

9. POWER SWITCH
It can be control that supply AC power per each channel.

10. CONSTANT OUTLET

This is for unswitchd AC outlet, it is for like program power to
be supplied AC power constantly.

7. AC POWER SETTING SWITCH
Switch : Set a AC OUTLET of sequance power.
LED  
- OFF : Not selected a channel, if power is "ON", 
           AC OUTLET don't supplied AC power.
- RED LED : Selected a channel, if power is "ON", 
                  AC OUTLET is supplied AC power.
- GREEN LED : AC power is supplied to applicable chann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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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3108 Sequence Power Distributor
Constant 

(MAX 700VA)

ADJ

Time 
Selector By-Pass1 2 3 4 5 6 7 8

0 2
0.5 1.51

VOLT

DIMMER Fault OUTPUTS Power

2 3

5 6 7 8 9 10

Channel NO(1‾8)

F RONT PANEL CONTROLS (전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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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STRUCTIONS

FEATURES

Read all safety instruction before operating the SPD-3108
1. Install equipment as follow conditions.

The apparatus shall not be exposed to dripping or splashing and 
no object filled with liquids, such as vases, shall be place on the 
apparatus.       

Install at the place, not bending curved.
Do not install this apparatus in a confined space such as a book 
case or similar unit.

Locate this apparatus away from heat source, such as radiators
or other device that produce heat. 
Do not drop objects or spill liquids into the inside of the apparatus.

2. Keep in mind the following when connecting the apparatus.
Connect the apparatus after reading of O/P manuals.
Connect each connection of amplifier perfectly, if not, it maybe
Caused hum, damage, electric shock in case of mis-connecting. 
To prevent electric shock, do not open top cover.
Connect the power cord with safety after check of AC power.

This apparatus should be serviced by qualified service person.

안 전 사 항

특징

주의

제품을 운용하기전에 모든 안전사항을 읽어 보십시오. 

1. 이런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진동이나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장소.

통풍이 잘되고 물기나 습기가 많지 않은 장소.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 또는 난방기구(발열체)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 
인화성 물질(화학약품)이 없는 장소.

2. 설치시 이런점을 주의하십시오.

사용설명서 시스템 연결방법을 완전히 읽으신 후에 연결해 주십시오.

각종 연결선을 완전하게 연결해 주십시오.

(주전원 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연결.)

불완전한 연결은 잡음, 제품의 손상 또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적 충격 또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뚜껑을 열지 말아주십
시오. 
주 교류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기 전에 사용전압을 확인하신 후 안전
하게 연결하십시오. 

제품을 수리시는 규정된 부품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리를 하여야 함.

AC OUTLET의 출력은 230Vac 2300W(10A)로 설계 되었으니 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내장된 FUSE가 단락 되오니 정격 이내에서 사용  

하십시오.

IMPORTANT NOTICE
It is designed that AC outlet output power is 230Vac 2300W(10A), so if you use
more than rated power , inserted fuse is blown-out. Kindly use rated power.

1

1. 8 channel sequance power distributor.
2. Timer selector for supply sequance power. (0.5 ~ 2 sec)

4. Easy-to-use operating unit at night through LED light on front 
   panel. (Control LED light on up-and-down)
5. BY-PASS switch for supply AC power at same time.

7. Power remote terminal for external AC power switch.
8. Can be expand max. 4pcs
9. 8 channel output monitoring circuit. (Blown-out fuse, make a buzzor sound)

6. Constant socket for constant power supply. (Front and Rear)

3. DC output (24V/1.5A) for power supply external units. 

1. 8채널 AC 전원 순차 전원 공급.

2. 전원 공급 시간 가변 가능 ( 0.5 ‾ 2초).

4. 야간에 조작이 편리하기 위한 조명을 전면에 장착.
   (조명은 상, 하로 각도 조절이 가능)

5. 순차 전원이 필요없을시를 위해 동시 전원공급을 위한 BY-PASS 
   기능 채택.

7. 비상 리모트 전원 공급을 위한 POWER REMOTE 단자 적용.

8. 4세트 링크 동작 가능.

9. 8채널 출력 전원 모니터 기능 채택. (단락시 경고음이 울림)

6. 상시 전원 공급을 위한 전,후면 CONSTANT 소켓 채택.

3. 외부제품에 공급하기 위한 24V/1.5A 출력 채택. 



LOCK DIAGRAM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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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 OUTPUT
DC 24V로 동작하는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직류전원출력 단자입니다.
전원 용량은 정격 DC 24V/1.5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AC OUTLET(1‾8)

AC전원을 출력하는 단자로서 스위치를 켰을때나 BY-PASS 스위치 ON
또는 POWER REMOTE 접점의 입력에 의해 AC전원이 출력 됩니다.  

1. DC OUTPUT
DC outputs are only for the equipment which is operated by DC 24V power.
Capacity : DC 24V /1.5A.

REAR PANEL CONTROLS (후면기능)

중요사항 : AC OUTLET 1‾8의 전체 허용 용량은 
230VAC/7000VA(30A), 120VAC/3600VA(30A)이며, 1개의 최대 
허용 용량은 230VAC/2300VA(10A), 120VAC/1200VA(10A)이므로 
규정 용량을 초과 사용하지 마십시오.

2. AC POWER INPUT SOCKET

AC OUTLET 및 본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입력 소켓입니다. 
중요사항 : 소켓의 허용 최대 용량은 32A이니 전류 용량을 초과 

운용하지 마십시오.AC전원선은 UL1015 AWG10(8㎟)정도 사용

하십시오.(KS규격품을 사용하십시오.)

중요사항 :

연결시 +,-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IMPORTANT NOTICE :

Be sure not to change "+,-" polarity.

4. CONSTANT OUTLET

AC전원이 항상 출력되는 OUTLET이며 전원이 항상 공급되어야할 
제품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하십시오.

6. E/M TRIGGER

비상시 AC출력전원(OUTPUT1‾8) 출력을 콘트롤하기위한 AC POWER 
CONTROL 단자입니다. 
(E/M TRIGGER 접점 "ON"시 AC OUTPUT 1‾8번이 동시에 출력됩니다 
Off시 이전 상태로 돌아감니다.) ※ E/M TRIGGER동작시 전면의 체널
선택 및 BY-PASS, POWER 스위치의 기능은 잠김.

7. FAULT RELAY 접점.

퓨즈 단락시 릴레이 접점이 N.C접점에서 N.O 접점으로 전환됩니다.

8. RS-485단자(LINK IN/OUT)

여러 세트의 순차전원 공급장치가 연결되어 있을경우, 다른 세트와
연동하여 전원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단자입니다.

9. I.D SELECTOR 및 TERMINATION 스위치

여러 세트의 순차전원 공급장치가 연결된 수량을 선택합니다.
(최대 4대)
※마지막 장비의 TERMINATION 스위치를 반드시 ON하여주십시요
TERMINATION 스위치의 ON/OFF를 정상적으로 셋팅하지 않으면 
통신불량의 원인이 됩니다.(I.D 설정법 참조)

5. FUSE
휴즈는 연동출력1‾8과 비연동출력 보호용 휴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주의 : AC OUTLET무부하시 약30V 정도의 전압이 발생될수있습니다.이전압은 아주
미약한 전류로서 부하를 연결하면 사라집니다. 인체에 위험을 줄정도는 아니지만 가급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 해주십시오.

※ IMPORTANT NOTICE : Not using AC OUTLET , it is corrected about 30V. It is 
    disappeared after connect to AC CORD and AC OUTLET. And it is not dangerous
    to pysical , however please do not contact it.

중요사항 : 휴즈가 용단시 규격품을 사용하십시오.

SEQUENCE AC OUTLET→T10AH, CONSTANT→T3.15AH

3. AC OUTLET(1‾8)

It is supplied AC power by AC power switch or BY-PASS switch or
Power remote contact terminal.  

IMPORTANT NOTICE : Total permitted capacity for AC 
OUTLET 1‾8 is 230VAC/7000VA(30A), 120VAC/3600VA(30A).
Permitted capacity per each AC OUTLET is 
230VAC/2300VA(10A), 120VAC/1200VA(15A)

2. AC POWER INPUT SOCKET

This is AC power input socket to supply AC power.
IMPORTANT NOTICE :

Be sure not to exceed max current 32A.

Capacity of AC power cable should be UL1015 AWG10(8㎟).

4. CONSTANT OUTLET

This is for unswitchd AC outlet, it is for like program power to
be supplied AC power constantly.

6. E/M TRIGGER

E/M situation, AC POWER CONTROL terminal can be control 
that is supplied AC OUTPUT (1‾8).
(AC POWER CONTROL is "ON", AC OUTPUT (1‾8) are supplied
AC power at same time) ※Operating E/M TRIGGER function,
Channel selector, BY-PASS selector and POWER switch is
locked. 

7. FAULT RELAY CONTACT.

Dis-connecting fuse, relay position is changed from N.C to N.O.

8. RS-485(LINK IN/OUT)

It can be expand SPD-3108.

9. I.D SELECTOR & TERMINATION

It can be select quantity of SPD-3108 to expand.(MAX 4pcs)
※TERMINATION switch for last unit must be "ON".
TERMINATION switch setting is wrong, it can be make fault for
communication.(Ref. ID NUMBER SETTING)

5. FUSE
There are three of fuse. No. 1‾8 fuse are switched power out,
unswitched power output fuse, fuse for power distributor.

IMPORTANT NOTICE : Blown-out fuse, it should be 
replaced with the same type.
AC FUSE→T10AH, CONSTANT→T3.15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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