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보아 500DZ-시리즈 작동 가이드
초기시 운전
스파를 켜면 프라이밍 모드가 됩니다. 프라이밍 모드 일 때 “
제트”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반드시 펌프에 공기가 없도록
하십시요. 프라이밍 모드는 5분 미만으로 지속됩니다. 종료
하시려면 “웜” 혹은 “쿨” 버튼을 누르세요. 프라이밍 모드
후에 스파는 스탠다드 모드로 작동 됩니다. ( 모드/프로그램
섹션을 참조하세요).

Warm

Cool

Mode/Prog

난방과 여과 기능이 있는 펌프는 (비순환 시스템에 있는 저속 스피드
펌프 1, 혹은 순환 시스템에 있는
순환 펌프) 단순히 펌프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연속 작동 멀티 버튼에서 버튼을 너무 빨리 누르면 연속 작동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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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shapes and labels may vary.

온도 조절 (80°F - 104°F / 26.0°C - 40.0°C)
마지막 측정된 물의 온도가 액정에 표시됩니다.
펌프가 최소 2분 이상 작동시 현재 물의 온도가 표시 됩니다.
온도를 설정 하려면, " 웜버튼" 혹은 "쿨버튼"을 누르세요.
온도 설정 변경을 하려면, 액정이 반짝이는 것을 중지하기 전에
온도 버튼을 누르세요.
3초 후에, 액정이 반짝이는 것을 중지하고 스파의 현재 온도를
액정에 표시 될 것입니다.

제트 1
스파를 켜기 혹은 끄기 위하여 제트1 버튼을 누르세요. 스피드 옵션이
장착된 스파에서 저속과 고속
작동을 원하면 제트 1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속 작동은 4시간 후에 꺼집니다. 고속작동은 15분후에 꺼집니다.
저속 작동 되는 동안에는 페널에서 중지 할수 없지만 고속에서는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제트 2/제트 3/블로어 (장착되어 있을 경우)
디바이스를 켜고 끄기 위하여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디바이스는 15
분후에 꺼집니다.
펌프 2 는 어떠한 시스템에서는 두 종류의 스피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패널에 펌프2 와 펌프 3 같은 2 종류의 작동 버튼이 있으면 두장치를
켜고 끄기 위하여 각각 버튼을
켜고 꺼서 원하는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스파 라이트를 작동 하기 위하여 “라이트” 버튼을 누르세요. 4
시간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설정
스파를 처음 켜면 세트 타임이 액정에 반짝일 것입니다.
"타임"을 누르고 "모드/프로그램" 누르고 "웜" 혹은 "쿨" 버튼을 누르면
시간은 1분 단위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변경을 멈추려면 "웜" 혹은 "쿨"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모드/프로그램 (Mode/Prog)
모드를 변경하려면 “웜” 혹은 “쿨” 버튼을 누르고 “모드/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스탠다드 모드는 온도세팅과 기본 아이콘이 액정에 표시
됩니다.

이코노미 모드는 시스템이 여과 사이클일 경우에만 세팅된
온도로 물을 데워 줍니다.
또 이코노미 모드는 물이 현재 온도가 아닐 경우와 펌프가 작동시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낼때 표시 됩니다. 이코노미 아이콘도 이때 표시
됩니다.
슬립모드는 여과 사이클 일 경우에 스파의 온도를 20°F/10°C 이내로
유지하여 줍니다.
또 슬립모드는 물이 현재 온도가 아닐 경우와 펌프가 작동시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낼 때 표시 됩니다.

사전 설정된 여과 사이클
처음 사전 설정된 여과 사이클은 오전 8:00에 시작하여 오전 10:00에
끝납니다.
두번째 사전 설정된 여과 사이클은 오후 8:00 에 시작하여 오후 10:00
에 끝납니다.
비순환 시스템 에서는, 저속 펌프 1 과 오죤 발생기 (장착되어 있으면)
가 여과 사이클 중 작동 됩니다.
24시간 순환 시스템 에서는, 순환 펌프와 오죤 발생기(장착되어있으면)
가 24시간 작동 됩니다.
물의 온도가 고온이면 순환 펌프는 사전 설정된 여과 사이클을 제외
하고는 30분 주기로 꺼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비순환 시스템 에서는,
순환 펌프와 오죤 발생기(장착되어 있으면)가 여과 사이클 중 작동
됩니다.

( 여과 기간 중이 아니어도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각 여과 사이클 초기에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장비들이 배관 설비를
정화하기 위하여 간단히 작동 됩니다

선택 여과 사이클 프로그래밍
여과 사이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타임", "모드/프로그램," “
모드/프로그램”버튼을 3초 내에 누릅니다.
스타트 필터 1 세트(오전) 가 표시되면, 시작 시간을 초기화 하기
위하여 "웜" 혹은 "쿨" 버튼을 누릅니다.
"모드/프로그램" 을 누르면 스탑 필터 1 세트 가 액정에 표시됩니다.
이때 "웜" 혹은 "쿨" 버튼을 눌러위에서와 같이 조정합니다.
"모드/프로그램" 을 눌러서 스탑 필터 2 세트 (오후) 가 액정에 나타나면
"모드/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위에서와같이 조정합니다.
"모드/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최종 확인 합니다

이 안내서는 발보아 패널 VL801D 혹은 VL802D 를 장착한 VS 와 GS 시스템 모델 500DZ 부터 520DZ 까지 지원합니다.
http://www.balboawatergroup.com/

패널 잠그기

온도 고정하기

“타임” 버튼 과 “블로어” 버튼과 “웜”
버튼을 3초 내로 누르면 패널은 잠김니다.
패널 잠김을 해제 하려면, “타임” 과 “블로어”
와 “쿨” 버튼을 2초 내에 눌러 해제 합니다

“웜” 과 “타임” 과 “블로어” 와 “웜” 버튼을 3초
내로 누르면 “웜” 과 “쿨” 버튼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잠김을 해제하려면, “타임”과 “블로어”와 “쿨”
버튼을 2초 내로 누르면 됩니다.

노트: 어떤 시스템에서는 “블로어” 대신에 제트 1 버튼이 잠김/해제에 사용됩니다.

진단메세지 알림
메세지

의미
메세지가 표시 안됨스파 전원이 차단되었음.

필요한 조치
제어 페널은 전원이 복구 될때까지 비활성화 됩니다.
스파 설정은 전원 복구시 까지 보존 됩니다

온도 비설정.

펌프 가 2분 동안 작동후 현재 온도가표시 됩니다.

“과열” - 스파 작동중단

스파에 들어기지 마십시요. 커버를 벗겨 물을 냉각 시키십시요.

*센서중 하나가 히터에서 118°F/47.8°C

히터가 냉각되면 어떤 버튼이라도 눌러 초기화 시키십시요.

를 감지하면 스파 작동이 중단 됩니다

만일 스파가 초기화 되지않으면 전원을 끄고 딜러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요

“과열” - 스파 작동중단

스파에 들어기지 마십시요. 커버를 벗겨 물을 냉각 시키십시요.

*센서중 하나가 히터에서 118°F/47.8°C

107°F/41.7°C 에서 스파는 자동으로 초기화 됩니다. 만일 스파가 초기화 되지
않으면 전원을 끄고딜러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요

를 감지하면 스파 작동이 중단 됩니다.
스파 작동 중단
*센서 “A” 잭에 연결된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때
스파 작동 중단
스파 작동 중단
*센서 “B” 잭에 연결된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때
스파 작동 중단
센서 균형이 깨어져 있음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딜러나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십시요.
(일시적으로 과열상태가 나타날수도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딜러나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십시요.
(일시적으로 과열상태가 나타날수도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딜러나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요.

스파 온도 때문이라면 일시적 일수있다.
만일 센서가 반짝이면 스파는 작동을 멈춘다.*
온도 센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감지되면

물의 레벨이 정상이면 모든 펌프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물의 흐름의 문제를 표시한다.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요

낯은 물의 흐름 지속

메세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 24시간 내에 5번이상 표시)

스파의 난방 능력은 자동으로 초기화 되지 않는다.

히터는 작동중지되고 다른 스파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초기화 하기 위하여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된다.

부적절한 물의 흐름 혹은 히터에 공기
방울이 감지되면 스파는 15분동안 작동
중지 된다.

물의 레벨이 정상이면 모든 펌프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초기화하기위하여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된다.이 메세지는 15분 내에 초기화 된다.

히터에 부적절한 물의흐름 감지
( 메세지에 3번이상 표시)
스파는 작동중지된다.

메세지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Ice” - 결빙상태 감지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스파 상태와 관계 없이 모든 장비들은가동된다.센서가
스파 온도 45°F/7.2°C 이상 감지한 후 모든 장비는 4분 동안 작동 된다. 비정상
적인 결빙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보조 결빙센서를 추가 설치 할 수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요.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요.

스파의 난방능력은 자동으로 초기화 되지 않는다.
초기화 하기 위하여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된다.

경고! 전기 쇼크 ! 부품 교환 주의!
컨트롤 시스템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요.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 하십시요.
소유자 메뉴얼상 전기 연결 지시를 따르십시요.
모든 설치는 면허 전기 기사가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지상 연결은 적절히 설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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