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소켓 사용자 매뉴얼 
모델 : EPS41.161R (라디오 무선 방식) 
 

● 특징 및 용도: 
 
본 무선 수신 소켓은 전기 설비의 단일 또는 여러 회로의 중간에 
넣어 전원공급 회로를 차단/복귀 시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전원 소켓은 전기 기구로서 가전기기와의 연결계통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가정
이나 일반 주택의 전기 설비에 부속되는 각종 기기들을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농공
업지역에서 야외 조명등 또는 가로등에도 사용하기 편리하며 펌프, 에어 컴프레서, 환풍기 등은 
3/4HP 이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가. 냉난방 설비 (선풍기, 전기 온돌, 전기 장판, 전기 담요 등) 

또 각종 집안의 냉 난방 기기 와 조명 설비 또는 전등 용 무선 스위치 와 동일한  무선 
코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1개의 리모컨으로 또는 다수의 벽면 설치형 리모컨으로 멀티-웨
이 스위칭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함은 물론 적절한 시기에 전력을 차단함으
로 대기 전력을 최소로 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 
 

나. 조명 기기 
거실 등 및 주방기기와 연계된 소형 가전은 물론  계단 등 같은 경우에 유용하다. 즉 계
단의 위 와 아래에 스위치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복수의 2-WAY  스위치 배선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본 기기를 설치하면 배선을 생략할 수 있다. 

 
● 기술 사양; 

작동   전압:  80~250VAC 
무선 주파수:  433.92MHz(315MHz 옵션)  
통달   거리:  100m( 확장 가능하며, 리모컨 교체하면 3km 까지 가능함) 
최대   부하:  2KW (전열기 경우) 16A 
 
* 주의: 에어 콤프레서/워터펌프,양수기 (1/4마력 :200W 이하만 가능) 
작동   모드:  자체 잠금(토글) 또는 인터락( 2개의 버튼사용 A=ON/B=OFF) 
 

● 리모컨 매칭 방법: 
 
◆토글 방식:  
 
소켓에 있는 매칭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램프가 들어오는데 바로 리모컨의 버튼을 
1회 누르면  소켓의 매칭 신호등이 3회 깜박이다가 멈추는데 이는 매칭이 완료된 상태이다. 
 
◆인터락 방식: 
 
위 방식과 같이 버튼을 3초간 눌러 램프가 들어오면 바로 리모컨 버튼 중 [ON= A] 으로 할 것
을 눌렀다 놓고 다음 [OFF=B]할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매칭 신호 등이 3회 깜박이다가 멈추는
데 이는 매칭이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 메모리 삭제 방법: 
 
리모컨을 새로 매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메모리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소
켓에 있는  매칭 버튼을 약 1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신호등이 깜박이다가 꺼지는데 이는 메모
리가 삭제되었음을 의미한다.  확인하고자 하면 리모컨으로 동작을 시도해보면 된다. 

참고: 1 버튼으로 인터락 방식으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인터락 방식과 동일하게 코딩 
 하되 (A)버튼 (B)버튼 대신에 동일한 버튼으로 매칭하면 된다. 

● 사용 예도 

1 . 1 개의 리모컨으로 다수(100개)의 소켓 제어 가능 또 복수 버튼 리모컨으로 개별 소켓 제어 
가능함 
100m (500m 확장가능)                         3000m  장거리 용 리모컨 사용  

 

 

 

 

 

2.   다수의  디럭스 한 벽스위치형 리모컨을 사용할 경우 개별 또는 집중 제어 가능함 

     50m 이내 제어 용( 100m확장 가능) 

 

                                

 

 
                                         SCU91.RM PRO+i 

                                                      Wifi 게이트웨이 유니트 
                                                         IR / RF 315/433 
 
 
 

 SCU91 RM PR+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면 스마트 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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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전자제어방식(마이컴)

으로 된 가전기기는 

전원만 가동/정지 가

능하며 온도 설정이

나 방향,속도 변환 등

의 기능은 재설정이 

필요함. 

 

단 기계식 또는 전기

식 가전기기는 전원

을 제어해도 설정이 

변하지 않는 기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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