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동법  작동 이미지

● 전원 콘트롤러 메인 보드 점퍼 설정

● 최대 12 or 18 or 24 시간 설정 가능

● 24시간 가동을 위한 점퍼 모습

● 주 스위치 켜짐 또는 꺼짐 모드로 전환

● "시계" 아이콘을 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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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아이콘을 5초 이상 누르면 설정 변경이 가능

                    합니다.



작동법  작동 이미지

● "ON" 아이콘을 누름

● 요일 선택

● 예를들어 “월요일”

● "망치" 아이콘을 눌러 설정을 편집하세요.

● 화살표를 눌러 시간을 “올림” or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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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분을 조절 할땐 시간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하세요.



작동법  작동 이미지

● 사우나 온도 설정 편집 아이콘을 누르세요.

● 온도를 "올림" or "내림"

● "OK" 아이콘을 눌러 설정 확인

● 스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아이콘을 눌러 스팀양을

   조절(콤비 모델에만 해당)

● 사우나와 스팀을 편집하려면 아이콘을 누르세요.

● 사우나 온도와 스팀을 양을 조절 할 수 있음

● 사우나 온도를 "올림" or "내림"

● "OK" 아이콘을 눌러 설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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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의 양을 "올림" or "내림"

● "OK" 아이콘을 눌러 설정 확인

● "OK" 아이콘을 눌러 설정 확인

● "체크" 아이콘을 눌러 설정 시간을 조정 할수 있음

●  숫자 아이콘을 눌러 다른 시간 설정을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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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이콘을 누르면 설정된 시간으로 작동합니다

● 사전 설정 모드를 활성화 하려면 원하는 시간을 확인하세요.

●  하루 4~6시간 가동할 경우 한번 가동이 가능합니다.

●  하루 12시간 가동을 할때(설정)하루에 두번으로 나누어

  가동이 가능합니다.

● 18시간 24시간 가동을 원할 경우 하루에 3번으로 나누어

   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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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아이콘을 눌러 설정 확인

● 같은 과정을 다른 요일에 적용

●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사전 설정을 활성화 할것

● 요일별 설정에서 원하는 요일을 비활성화 하려면 원하는 요일

날짜의 경고음이 울릴때까지 길게 누르면 설정이 비활성화 됩니

다.

● "OK" 아이콘을 눌러 설정을 확인

●  "시계" 아이콘이 중앙에 나타나면 프리셋이 활성화 되었음

               을 의미 합니다.

* 파워 콘트롤러(전원장치)와 히터에 전원이 연결 되어 있어

  야 사전설정(주간 타이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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