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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선(PSTN)용 8채널 원격 스위치. 
* 일반 전화선(PSTN망)을 이용하여 원거리 스위치 등을 휴대폰 및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ON/OFF 할 수 있는 전화선 활용 제어장치입니다.  

* 일반 전화기/휴대 전화기의 숫자버튼(0~9,*,#)을 눌러 멀리 떨어진 곳의 기계장치 및 

 제어기기의 스위치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릴레이 장착) 

* 자동착신 기능과 암호확인기능, 자동 단절기능 등을 내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의 불법적인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암호확인기능은 설정 되어진 암호변경이 가능하여 필요 시 에는 언제든지 암호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8개의 스위치를 On/Off 할 수 있으며, 스위치 동작을 연속제어(Continuous) 

 및 반전제어(Latch)기능이 가능합니다.(릴레이 장착) 

 

-특징- 

☞  일반전화/휴대폰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기기 스위치를 On/Off 가능합니다 

☞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무선 및 유선 케이블이 없어도 됩니다. 

☞  최대 8개의 스위치 On/Off 또는 제어가 가능 합니다 

☞  암호기능이 내장되어있어 다른 사람의 불법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동작표시용 LED가 내장되어있어 동작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 

1. 일반전화/핸드폰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제어가능.  

2. 장거리 원격제어(타 지역 및 전국 어디에서나 제어 가능)  

3. 릴레이 또는 반도체 스위치의 사용방법에 다양한 제어가 가능 합니다.. 

 

. 전화선(PSTN)용 8채널 원격 스위치의 사양 및 크기. 
입력 전원 DC 5V 

소비 전류 약 100mA 이하 

출력 단자 릴레이 접점 출력 8 개 

표시 장치 Power-LED / Signal-LED 

동작 온도 0℃ - +70℃ 

전화 방식 일반전화 (PSTN) 

사용 MCU 8-Bit MCU 

외부 제어 가정용전화, 핸드폰, 유선신호 

톤 방식 듀얼 톤 방식 

PCB 재질 에폭시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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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선(PSTN)용 8채널 원격 스위치의 구성. 
 

 Power LED     Signal LED  Tel-Ring LED   8-Channel  Relay 

               (Option:6ea) 

 

 

Power Jack 

 

 

 

 

 

 

Telephone Jack 

  

 

 

 

 

   Latch/Continuous Jumper  

 

 

* Power LED  : 전원표시  LED. 

* Tel-Ring LED  : 전화벨 표시용 LED. 

* Signal LED  : DTMF Tone 신호에 따른 4-Bit LED 표시. 

 ( 0-9까지의 Tone신호음을 2진법(Binary)으로 표시 ). 

* Power Jack  : DC 5V의 전원을 연결합니다.  

* Telephone Jack  : 전화선(전화국선:PSTN)을 연결합니다.(전화선용 잭) 

* 8-Channel Relay : 8개의 릴레이 접점 출력(터미널 단자). 

      (기본 2개의 릴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6개 옵션) 

* Latch / Continuous  : 출력동작 (래치/연속)설정단자의 선택. 

   일반전화/휴대전화기의 숫자버튼을 눌러 제어할 때 키 버튼의 

   누름 상태에 따라 한번에 한번씩 ON/OFF를 반전 할 것인가, 아니면 

   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ON 또는 OFF를 유지 할 것인가를 선택. 

  . Latch : 숫자 키를 누를 때 마다 출력이 “H”, “L” 전환 

  . Continuous: 숫자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H”또는“L”를 유지. 

( Continuous의 경우 송신 측 전화기(핸드폰, 일반전화 등)의 숫자버튼을 

  눌렀을 때 음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음의 길이만큼 동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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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선(PSTN)용 8채널 원격 스위치의 기본제어 명령. 
 

일반전화기 / 휴대전화기로  조작 할 경우에는 전화기의 “0” 부터 “9”까지의 숫자버튼과 

“*”, “#”버튼을 사용하여 제어합니다. 

 

 본 회로는 암호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 최초 전원 연결 시(공장 출하 시) 암호는 “000” 입니다. )  

 

**** 기본명령 ****  (암호가 풀린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  

. 암호풀기  : 99*000#  

. 암호변경  : 77*000#123#          암호 “000”을 “123”으로 바꾸었음.  

. 각 출력 ON  : 번호+“*”                       예) 01번 릴레이 ON   : 01*  

. 각 출력 OFF : 번호+“#”                       예) 03번 릴레이 OFF  : 03#  

. 출력 동작확인 : 66*번호+“#”               예) 01번 릴레이   : 66*01#  

. 출력 ON 일 때 ... “삐" 하는 신호음 송신함.  

. 출력 OFF일 때 ... “삐" ”삐“ 하는 신호음 송신함.  

                               ( 연속동작(Continue)으로 설정된 릴레이는 신호음이 없습니다. )  

. 암호 걸기  : 88*000#  

. 전화 끊기  : 55*  

. 전화선(PSTN)용 8 채널 원격 스위치의 운영방법. 

1.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본 8채널 원격 스위치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2. 전화벨 소리를 감지하며, 전화벨이 “3”회 울리면 본 회로가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 전화를 자동으로 받으면 “삐,삐,삐,삐” 4회 소리가 들립니다 

3. 암호풀기 명령을 하십시오. 

. 암호가 풀리지 않으면 그 뒤 명령은 무시됩니다. 

 . 암호가 풀리면 “삐-” 1회 소리가 길게 들립니다. 

4. 회로가 동작되면 기본동작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숫자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 출력 ON이  되면 ... “삐" 하는 신호음이 들립니다.  

. 출력 OFF가 되면 ... “삐" ”삐“ 하는 신호음이 들립니다.  

5. 조작이 끝나면 전화 끊기 명령(“55*”)을 입력한 후 사용 중이던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 전화를 끊거나 조작신호가 “30”초간 입력되지 않으면 전화를 자동으로 끊어줍니다.  

 

        ☆ 주의 사항 ☆  

. 각 조작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면 확인 신호음으로 확인송신 하여 줍니다. 

. 만약 키 입력 후 신호음이 들리지 않으면 정상동작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어신호(키 신호 무시되었음)  

. 본 회로가 동작확인 신호음을 보내는 중에 제어신호를 보내면 조작 명령은 무시됩니다.  

. 필히 동작확인 신호가 끝나면 다음 제어신호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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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사  항 ***** 
1. 본 회로는 엄격한 시험 테스트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본 회로를 다른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기의 특성을 필히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본 회로 사용시 연결 기기의 오 동작 및 파손 기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개발회사 및 제조회사, 

또는 판매점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회로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할 경우 제작된 제품은 사용할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제품 승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제품 승인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또는 기타 자료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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