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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전달용, MY

Sequence Relay

•3,	5A

•2	&	4	Pole

•	Plug-in/PCB	Terminals

•	Switching	AC220V	&	DC110V	max.

파워용, LY 
Power Relay

•10A

•2	&	4	Pole

•Plug-in/PCB	Terminals

•Switching	AC220V	&	DC110V	max.

소형파워용, MP
Miniature Power Relay

•5,	7.	5A

•2	&	3	Pole

•Plug-in	Terminals

•Switching	AC220V	&	DC100V	max.

강력파워용
Large Power Relay

•30A

•2	&	3	Pole

•Panel	Mount

•Switching	AC380V	&	DC100V	max.

제어용  릴레이 Industrial Relays Type SHR

• 소켓취부용 

Mount to Socket

• 소켓취부용 

Mount to Socket

• 소켓취부용 

Mount to Socket

형식 Type of relay SHR-MY-2		 SHR-MY-4

2pole 4pole

최대개폐전압 Rated voltage AC220V,	DC125V

정격통전전류 Rated continuous current 5A 3A	

정격전류 Rated opearting current AC220V DC24V AC220V DC24V

저항부하	Resist 
(cos	f	=		1) 5A 5A 3A	 3A	

유도부하	Induct 
(cos	f	=		0.4,	L/R	=		7ms)	 2A 2A 0.8A 1.5A

극수

Poles 
contacts

단자구조

Terminal

동작표시

Indicator
형식

Type

2극

2 pole
2 changeover
DPDT

소켓형

Plug-in

없음

Without
SHR-MY-2S

있음

With LED
SHR-MY-2SN

4극

4 pole
4 changeover

소켓형

Plug-in
4PDT

없음

Without
SHR-MY-4S

있음

With LED
SHR-MY-4SN

접속소켓

Socket for plug-in
2극

2pole
SH-RS-MY2

4극

4pole
SH-RS-MY4

신호전달용, MY  Sequence relay

정격
Ratings

주문형식 Catalog No. structure
(Ordering information)

SungHo

S 4 2M XH S 4Y IR N A

Code Voltage

6A AC6V

12A AC12V

24A AC24V

48A AC48V

110A AC110V

220A AC220V

6D DC6V

12D DC12V

24D DC24V

48D DC48V

110D DC110V

서지방지형
Surge check

조작코일전압
Control voltage code

릴레이
My Relay

극수
Poles contacts

동작표시
Indicator

2S : 2극
4S : 4극

 Type  서지방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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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도
Circuit diagrams

MY-2S

MY-2SN

MY-2SN-X1

MY-2S MY-2SN MY-2SN-X1

2극

2pole
2극(LED부착)

2pole with LED
서지방지형

소켓설치시 치수

진동에	의한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릴레이	고정쇠로	

확실하게	고정,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전달용, MY-2  Sequence relay, MY-2

외형치수
Dimensions

특징

Features

•동작표시등	내장으로	제품신뢰성이	높습니다.

•소비전력이	적으며	응답속도가	예민합니다.

•2극형은	5A,	4극형은	3A의	부하를	개폐할	수	있는	소형	릴레이	입니다.

•아크를	차단하는	아크베리어를	부착하였습니다.

•CUL승인품으로	제품의	안전도를	해외에서도	인정	받았습니다.

•서지방지용도	생산됩니다.

•The reliability of product is high with indicating pilot lamp. 
•Power consumption is little, respond speed is rapid.
•As even with mini type relay can switching of 5A(2 pole) load, 3A(3 pole) load.
•It is installed arc-barrier for arc prevention.
•Approved the quality around the world by passing the UL test. 

용도

Application
•	일반	제어회로,	전원장치,	성형기,	산업기계	및	업무용기기

•	자판기,	의료기,	로봇	등.

• General control circuit, Power supply device, Molding machine, Industrial machine, Instrument for business use
• Vending machine, Medical instrument, Robot, etc.   

조작코일정격

Operating 
coil ratings

AC코일	
AC supply

전압		Rated voltage 6V 12V 24V 50V 110V 220V

전류 50Hz 229mA 114mA 57.8mA 27.7mA 14.4mA 7.2mA

Current 60Hz 190mA 95mA 48mA 23mA 12mA 6mA

저항		Resistiance 12.2Ω 46Ω 180Ω 788Ω 3,750Ω 12,950Ω

주)	설정기준 DC	코일	
DC supply

전압		Rated voltage 6V 12V 24V 48V 110V		

주위온도	23℃ 전류		Current 150mA 75mA 36.9mA 18.5mA 10mA

전류오차	±15℃ 저항		Resistiance 40Ω 160Ω 650Ω 2,600Ω 11,000Ω

저항오차	±10℃ 사용전압	
Operating(Pick-up)voltage

코일정격전압의	80~110%	

80~110% of the coil rated voltage

복귀전압	
Release voltage AC

코일정격전압의	30%	이하	

Less than 30% of the coil rated voltage

DC
코일정격전압의	10%	이하	

Less than 10% of the coil rated voltag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AC 약	0.9~1.3W	(60Hz)			About 0.9~1.3W at 60Hz
DC 약	0.9VA	 	About 0.9VA

기타특성 

Other characteristics
허용동작빈도	
Max. operating  
cycles

기계적	
Mechanical

18,000회/시	
18,000 cycles/hr.

전기적	
Electricall 

1,800회/시	
1,800 cycles/hr.

동작시간		Operating(Pick-up) time 20ms	이하	Max. 20ms
복귀시간		Release time 20ms	이하	Max. 20ms
접촉저항		Contact resistance 50MΩ	이하	Max. 50 MΩ
절연저항		 Insulation resistance 100MΩ 이상(DC500V	MΩ	절연저항계)			min.100 MΩ	at DC500V
내전압	
Dielectric strength

충전부간	
Between contacts  
in the same pole

AC	1,000V	50/60Hz	1min

비충전부간	
Between other parts AC	2,000V	50/60Hz	1min

내진동 10~55Hz	복진폭	1.0mm	

Vibration protection
내충격	
Mechanical shock 
protection

내		구 1000m/s²(약	100G)

오동작 200m/s²(약	20G)	이상

수명	
Lifetimes

전기적 20만회	이상

Electricall 0.2 mil .operations
기계적 500만회	이상

Mechanical 5 mil .operations

정격 및 성능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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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4S

MY-4SN

MY-4SN-X1

접속도
Circuit diagrams

MY-4S MY-4SN MY-4SN-X1

2극

2pole
2극(LED부착)

4pole with LED
서지방지형

소켓설치시 치수

진동에	의한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릴레이	고정쇠로	

확실하게	고정,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전달용, MY-4  Sequence relay, MY-4

외형치수
Dimensions

형식 Type of relay SHR-LY-2,	4

2,	4pole

최대개폐전압 Rated coltage AC220V,	DC125V

정격통전전류 Rated continuous current 10A				

정격전류 Rated opearting current AC220V DC24V

저항부하		 	Resist
(cos	f	=1)

10A 10A

유도부하		 	 Induct
(cos	f	=	0.4,	L/R		=	7ms)

7.5A 5A

극수

Poles
contacts

단자구조

Terminal

동작표시

Indicator

형식

Type

Code Voltage

6A AC6V

12A AC12V

2극

2 pole
2 changeover

소켓형

Plug-in
없음

Without
SHR-LY-2S

24A AC24V

48A AC48V

있음

With LED
SHR-LY-2SN

110A AC110V

220A AC220V

4극

4 pole
4 changeover

소켓형

Plug-in
없음

Without
SHR-LY-4S

6D DC6V

12D DC12V

있음

With	LED
SHR-LY-4SN

24D DC24V

110D DC110V

접속소켓 1극
SH-RS-LY2

Socket for plug-in 1pole
2극

SH-RS-LY2
2pole
4극

SH-RS-LY4
4pole

파워용, LY  Power relay

정격
Ratings

Coil	정격전압	
Coil rating voltage

주문형식 Catalog No. structure
(Ordering information)

			Type

SungHo

S 2 2L XH S 4Y IR N A

서지방지형
Surge check

Coil 정격전압
Coil rating voltage

릴레이
My Relay

극수
Poles contacts

동작표시
Indicator

2S : 2극
4S : 4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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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도
Circuit diagrams

LY-2S

LY-2SN

LY-2SN-X1

LY-2S LY-2SN LY-2SN-X1

2극

2pole
2극(LED부착)

2pole with LED
서지방지형

소켓설치시 치수

진동에	의한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릴레이	고정쇠로	

확실하게	고정,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용, LY-2  Power relay, LY-2

외형치수
Dimensions

특징

Features
•동작표시등	내장으로	제품신뢰성이	높습니다.

•소비전력이	적으며	응답속도가	예민합니다.

•2극형은	10A의	부하를	개폐할	수	있는	소형	릴레이	입니다.

•아크를	차단하는	아크베리어를	부착하였습니다.

•CUL승인품으로	제품의	안전도를	해외에서도	인정	받았습니다.

•서지방지용도	생산됩니다.

•The reliability of product is high with indicating pilot lamp. 
•Power consumption is little, respond speed is rapid.
•As even with mini type relay can switching of 15A(1 pole) load, 10A(2 pole) load.
•It is installed arc-barrier for arc prevention.
•Approved the quality around the world by passing the UL test. 

용도

Application

•	일반	제어회로,	전원장치,	성형기,	산업기계	및	업무용기기

•	자판기,	의료기,	로봇등.

• General control circuit, Power supply device, Molding machine, Industrial machine, Instrument for business use
• Vending machine, Medical instrument, Robot, etc.   

조작코일정격 AC코일	
AC supply

전압		Rated voltage 6V 12V 24V 50V 110V 220V

Operating 전류 50Hz 229mA 114mA 57.8mA 27.7mA 14.4mA 7.2mA

coil ratings Current 60Hz 190mA 95mA 48mA 23mA 12mA 6mA

저항		Resistiance 12.2Ω 46Ω 180Ω 788Ω 3,750Ω 12,950Ω

주)	설정기준 DC	코일	
DC supply

전압		Rated voltage 6V 12V 24V 48V 110V		

주위온도	23℃ 전류		Current 150mA 75mA 36.9mA 18.5mA 10mA

전류오차	±15℃ 저항		Resistiance 40Ω 160Ω 650Ω 2,600Ω 11,000Ω

저항오차	±10℃ 사용전압	
Operating(Pick-up)voltage

코일정격전압의	80~110%	
80~110% of the coil rated voltage

복귀전압	
Release voltage AC

코일정격전압의	30%	이하	
Less than 30% of the coil rated voltage

DC
코일정격전압의	10%	이하	
Less than 10% of the coil rated voltag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AC 약	0.9~1.3W	(60Hz)			About 0.9~1.3W at 60Hz
DC 약	0.9VA	 	About 0.9VA

기타특성 

Other characteristics
허용동작빈도	
Max. operating  
cycles

기계적	
Mechanical

18,000회/시	
18,000 cycles/hr.

전기적	
Electricall 

1,800회/시	
1,800 cycles/hr.

동작시간		Operating(Pick-up) time 25ms	이하	Max. 25ms
복귀시간		Release time 25ms	이하	Max. 25ms
접촉저항		Contact resistance 100MΩ	이하	Max. 100 ㏁

절연저항		 Insulation resistance 100MΩ 이상(DC500V	MΩ	절연저항계)			min.100 ㏁	at DC500V
내전압	
Dielectric strength

충전부간	

Between contacts  
in the same pole

AC	1,000V	50/60Hz	1min

비충전부간	

Between other parts
AC	2,000V	50/60Hz	1min

내진동 10~55Hz	복진폭	1.0mm	

Vibration protection
내충격	
Mechanical shock 
protection

내		구 1000m/s²(약	100G)

오동작 200m/s²(약	20G)	이상	

수명	

Lifetimes
전기적 20만회	이상

Electricall 0.2 mil .operations
기계적 500만회	이상

Mechanical 5 mil .operations

정격 및 성능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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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Dimensions

접속도
Circuit diagrams

LY-4S

LY-4SN

LY-4SN-X1

LY-4S LY-4SN LY-4SN-X1

4극

4pole
4극(LED부착)

4pole with LED
서지방지형

소켓설치시 치수

진동에	의한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릴레이	고정쇠로	

확실하게	고정,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징

Features

•소형이면서도	2,	3극	2종으로	되어	있으며,	10A의	부하를	개폐할	수	있는	고용량	파워	릴레이입니다.

•소비전력이	적으며	응답속도가	예민합니다.

•정격전압선택의	폭이	넓어	회로구성이	용이합니다.

•기계적	수명이	500만회	이상의	장수명	제품입니다.

•교환	및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As even with mini relay have 2 type of 2 pole and 3 pole. And a relay with large capacity for possible switching of 10A 
load.
•Power consumption is little, respond speed is rapid. 
•Consist of circuit is easy, because range of rating voltage selection is wide.
•With above 5 million times of mechanical lifetime, it can be long used.
•Consist of structure that replacement and maintenance, repair.

용도

Application

•일반제어회로,	전원장치,	공작기계

•의료기,	로봇	및	기타	범용	기계

•General control circuit, Power supply device, Machine tool
•Medical instrument, Robot, and the like general-purpose machine.  

조작코일정격

Operating 
coil ratings

주)		설정기준	
주위온도	23℃	
전류오차	±15℃	
저항오차	±10℃

AC코일

AC supply

전압		Rated voltage 6V 12V 24V 50V 110V 220V

전류 50Hz 404mA 202mA	 98mA 43.6mA 24.7mA 12.9mA

Current 60Hz 360mA 180mA 88mA 39mA 21mA 11mA

저항		Resistiance 5.3Ω 21.5Ω 91Ω 420Ω 1,620Ω 7.100Ω

DC코일

DC supply
전압		Rated voltage 6V 12V 24V 48V 110V

전류		Current 255mA 126mA 56mA 29.5mA 14.7mA

저항		Resistiance 23.5Ω 95Ω 430Ω 1,630Ω 6,800Ω

사용전압

Operating(pick-up)voltage
코일정격전압의	80~110%

80~110% of the coil rated voltage

복귀전압

Release voltage
AC

코일정격전압의	30%	이하

Less than 30% of the coil rated voltage

DC
코일정격전압의	10%	이하

Less than 10% of the coil rated voltag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AC 약	1.9~2.8W	(60Hz)		 About 1.9~2.8W at 60Hz

DC 약	1.5VA		About 1.5VA

기타특성

Other characteristics

허용동작빈도

Max. operating 
cycles

기계적	
Mechanical

18,000회/시

18,000 cycles/hr.

전기적

Electrical 
1,800회/시

1,800 cycles/hr.

동작시간

Operating(Pick-up) time
AC	조작시	:	20ms	이하,			DC	조작시	:	30ms	이하

AC supply : Max. 20ms,   DC supply : Max. 25ms

복귀시간		 	Release time 20ms	이하	Max. 20ms

접촉저항		 	Contact resistance 100mΩ 이하	Max. 100  MΩ

절연저항		 	 Insulation resistance 100mΩ	이상(DC500V	MΩ	절연저항계)		 min.100 MΩ	at DC500V

내전압

Dielectric strength

충전부간

Between contacts 
in the same pole

AC	1,000V	50/60Hz	1min

비충전부간

Between other parts
2	pole	:	AC	2,000V	50/60Hz	1min
3	pole	:	AC	1,500V	50/60Hz	1min

내진동

Vibration protection
10~55Hz		복진폭	1.0mm	

내충격

Mechanical shock protection
내구 1000m/s²(약	100G)

오동작 200m/s²(약	20G)	이상

수명

Lifetimes
전기적

Electricall

20만회	이상

0.2 mil. operations

기계적 500만회	이상

Mechanical 5 mil. operations

정격 및 성능  Characteristics파워용, LY-4  Power relay, L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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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Ratings

형식 Type of relay SHR-MP-2 SHR-MP-3

2pole 3pole

최대개폐전압 Rated coltage AC220V,	DC125V

정격통전전류 Rated continuous current 7.5A 5A

정격전류 Ratedopearting current AC220V DC24V AC220V DC24V

저항부하    Resist

(cos	f	=1)
7.5A 5A	 5A 3A

유도부하   Induct

(cos	f	= 0.4, L/R = 7ms)
3A 4A 2A 2.5A

접속소켓 2극

2pole
SH-RS-8

Socket for plug-in

3극

3pole
SH-RS-11

극수

Poles
contacts

단자구조

Terminal

동작표시

Indicator

형식

Type

2극

2 pole
2 changeover
DPDT

소켓형

Plug-in
없음

Without
SHR-MP-2

있음

With LED

PCB형

PCB terminal
없음

Without

있음

With LED

3극

3 pole
3 changeover
3PDT

소켓형

Plug-in
없음	
Without SHR-MP-3

있음	
With LED

PCB형

PCB terminal
없음

Without

있음

With LED

외형치수 및 접속도
Dimensions & circuit diagrams

소켓설치시 치수

리레이를	확실하게	고정하여	진동충격에	의하여	탈락등을	막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요.

Dimensions Circuit diagrams

SHR-MP2

    

		
2극

2 pole

SHR-MP3

    

3극

3 pole

소형파워용, MP  Miniature power relay 소형파워용, MP  Miniature power relay

Coil	정격전압	
Coil rating voltage

주문형식 Catalog No. structure
(Ordering information)

	Type

SungHo Relay

S 2MH 2 S 4PR A

Coil 정격전압
Coil rating voltage

소형파워릴레이
Miniature power relay

극수
Poles contacts

2 : 2P 2Pole
4 : 4P 3Pole

Code Voltage
6A AC6V

12A AC12V

24A AC24V

48A AC48V

110A AC110V

220A AC220V

6D DC6V

12D DC12V

24D DC24V

48D DC48V

110D DC1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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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및 성능
Characteristics

특징 

Features

•25A까지	전류를	개폐할	수	있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음이	적고	절연성이	우수하며	대용량	전력회로의	개폐가	가능한	인지형	계전기입니다.

•가동부에는	보호카바가	있어	동작이	안전합니다.

•용량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우수제품입니다.

•A relay with large capacity for possible switching of 25A load, it can be wide use.
•Widely used for mass device with action sound is quiet, insulation is excellent.
•A moving part with protection cover is act safely.
•As even with mass capacity, low priced and excellent product.

용도 

Application

•	냉동차,	전기온수기,	단상모타기동용,	항온장치의	히타개폐	

•	펌프,	환풍기모터제어용,	기타	산업용기계.

• Freezer car, Electric water heater, Starter motor, Heater switchgear of pyrostat.
• Pump, Control device of ventilating fan motor, and the like industrial machines.

조작코일정격 

Operating coil ratings

주)		설정기준	
주위온도	23℃	
전류오차	±15℃	
저항오차	±10℃

AC코일 전압		 	Rated voltage 24V 110V 220V

AC supply 전류	
Current

50Hz 500mA 116mA 58mA

60Hz 410mA 96mA 48mA

저항		 	Resistiance 48Ω 948Ω 3800Ω

DC코일 전압		 	Rated voltage 12V 24V	 100V

DC supply 전류		 	Current 218mA 104mA		 25mA

저항		 	Resistiance 55Ω 230Ω 4,000Ω

사용전압	

Operating(Pick-up)voltage
코일정격전압의	80~110%

80~110% of the coil rated voltage

복귀전압	

Release voltage
AC 코일정격전압의	30%	이하

Less than 30% of the coil rated voltage

DC 코일정격전압의	10%	이하

Less than 10% of the coil rated voltage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AC 약	9~10.6W	(60Hz)			About 9~10.6W at 60Hz

DC 약	1.5VA		About 1.5VA

기타특성 

Other characteristics

허용동작빈도

Max. operating   
cycles

기계적	

Mechanical
18,000회/시

18,000 cycles/hr.

전기적	

Electricall

1,800회/시

1,800 cycles/hr.

동작시간	

Operating(Pick-up) time
AC	조작시:	30ms	이하,			DC	조작시:	40ms	이하

AC supply : Max. 30ms,   DC supply : Max. 40ms

복귀시간	
Release time

AC	조작시	:	30ms	이하,			DC	조작시:	50ms	이하

AC supply : Max. 30ms,   DC supply : Max. 50ms

접촉저항		 	Contact resistance 50mΩ 이하		 	Max. 50mΩ

절연저항		 	 Insulation resistance 100㏁	이상(DC500V	MΩ	절연저항계)	min.	 	 	100㏁ at DC500V

내전압

Dielectric strength

충전부간
AC	1,000V	50/60Hz	1min

Between contactsin the same pole

비충전부간

Between other parts
AC	2,000V	50/60Hz	1min

내진동		 	Vibration protection 10~55Hz	복진폭	1.0mm	

내충격	

Mechanical shock protection
내구 1000m/s²(약	100G)

오동작 50m/s²(약	5G)	이상

수명	

Lifetimes
전기적		 	Electricall 20만회	이상		 	0.2 mil .operations

기계적		 	Mechanical 500만회	이상		 	5 mil .operations

사용시 주의사항

•		접속:			각	단자는	나사식	접속방식이므로	적당한	압착단자(M4)를	사용하시며	나사조임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부착방법:			가능한	수평부착을	하되	수직부착의	경우는	접점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부착
하시고	부착장소는	습기,	먼지,	기름등이	없는	장소에	부착하여	주십시요.

•	보수:			사용중	떨림현상이	있을시는	고정	철심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므로	깨끗한	공기로	품어내거나	
깨끗한	종이나	헝겊으로	닦아주십시요.

정격
Ratings

최대개폐전압 Rated voltage AC220V,	DC125V

정격통전전류 Rated continuous current 25A

정격전류 Rated opearting current AC110V	 AC220V DC24V DC110V

저항부하 Resist 
(cos f  =1)

30A 25A	 15A 1.2A

유도부하 Induct

(cos f =0.4, L/R=7ms)
20A 15A 7.5A 0.6A

극수

Poles
contacts

접점구성

Contacts
(main)

보조접점

Aux. Contact

형식

Type

2극

2 pole

2a

2NO
DPST

없음

Without
SHR-201

2c

2 changeover
DPDT

없음

Without
SHR-202

3극

3	pole

3a

3NO
3PST

없음

Without
SHR-203

외형치수
Dimensions

SHR-201, 202, 203    

판넬가공치수

Drilling

강력파워용  Large Power Relay

접점블록종류	
Bsae/Contact block

주문형식 Catalog No. structure
(Ordering information)

전면구조	
Type	of	head

SungHo

power relay

S 22H 40 1R A

접점블록종류
Bsae/Contact block

접점정격
Contact rating

1   :  A접점 (2A contact)
2  :  AB접점 (2A2B contact)
3  :  A접점 (3A contact)

Code Voltage
12A AC12V

24A AC24V

110A AC110V

220A AC220V

12D DC12V

24D DC24V

110D DC1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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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일반용어

 General Terms

•힌지형	전자계전기

Hinge type electromagnetic relay

	 	 	힌지형 전자계전기란 조작코일에 조작입력을 인가하거나 또는 

제거함에 따라서 전자석의 접촉자가 지지점을 중심으로 회전운

동을 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점의 개폐를 

하는 기구의 계전기로 일반적으로 릴레이라고 부릅니다.

The device which opens or closes contact directly or in 
directly according to the movement, which the contact pole 
of electromagnet does rotational movement with centering 
the supporting point, as actuation input is given to coil or 
removed.

•신호전달

Signal transmission

   조작코일의 소비전력이 자기와 거의 같은 값의 다른 리레이를 

제어해서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This is that the consuming power of coil controls other relay 
with almost same value as itself and transmits electric signal. 

⑵	조작코일관계

Relation of operation coil

•	조작코일

Operating coil

   리레이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전압 또는 전류를 가하는 회로로

서, 주로 권선으로 구성되는 부분입니다.

Operation coil is current, voltage supplying part for operating 
state of relay, it is composed of mainly winding.

•조작입력

Operating inputt

  조작코일에 가하여지는 전압 또는 전류.

Current or voltage for operation coil.

•조작코일정격전압

Rated voltage of operating coil

   릴레이를 통상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조작코일에 가하는 기준

이 되는 전압을 말합니다.

Reference voltage given to operation coil for general use of 
relay.

•조작코일의	정격전류(교류정격전압사양)

Rated current of operating coil

   특정조건 23℃중에서 정격전압을 인가한 때의 수치로, 일반적

으로 +15~-20%입니다.

The numerical value of supply a rating voltage in special 
condition 23°C. Generally +15 ~ -20%.

•동작상태

Operating state

   조작코일에 전압 또는 전류가 가해지고, 접점의 개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This is that condition of finished the opened or closed of 
contacts as supply current or voltage for operation coil. 

•복귀상태

Return state

   조작코일의 전압 또는 전류가 제거되고, 접점의 개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This is that condition of finished the opened or closed of 
contacts as isolate current or voltage for operation coil.

•동작

Operating

  리레이가 복귀상태에서 동작상태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This is that a relay is carried out from return state to operating 
one.

•복귀

Return

  리레이가 동작상태에서 복귀상태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This is that a relay is carried out from operating state to return 
one.

•코일저항(직류정격전압사양에	한함)

Coil resistance(limited direct rated voltage)

  측정조건 23℃중에서의 값이고, 공차는 ±10%입니다.

This value is that condition of measurement is 23˚C, and 
common difference is ±10%.

•정격소비전력

Rating consumption electric power

   power코일에 정격전압을 가할 때 코일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수치로 표시합니다. 교류의 경우는, 주파수 60Hz에 있어서의 수

치입니다.

This is defined that using electric power in coil, as rating 
voltage given to coil.

•동작전압

Operating voltage

   복귀상태의 릴레이 코일에 입력을 차차 증가시켜 릴레이가 동

작하는 전압치로 주위 온도가 23℃인 조건입니다.

The voltage when relay becomes operating state with 
increasing actuation input of relay in return state, and the 
condition is 23˚C in surrounding temperature.

•복귀전압

Return voltage

   리레이 코일 정격전압 입력을 점증시켜 리레이가 복귀하는 전

압치로 주위 온도가 23℃인 것의 조건입니다.

The voltage when relay becomes return state with increasing 
actuation input of relay in operating state, and the condition 
is 23˚C in surrounding temperature.

•최대허용전압

Maximum permissible voltage

  리레이 코일의 조작전원 전압 허용 변동범위의 최대치입니다.

This is defined that maximum value of range of operating 
voltage change in the relay coil.

⑶	접점회로	관계

Relation of contact circuit

•개폐부

Switching part

   리레이에 의하여 개폐되는 외부회로에 접속되는 도전부분 전
체를 리레이의 개폐부라 하고, 개폐부는 접점, 접촉스프링, 내부
도선, 단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Relay's switching part includes the entire conductive parts 
of relay which is connected to outer circuit switched by relay, 
and is composed of contact, contact spring, inside leading 
wire, terminal etc.

•접점구성	

Contact structure

   접점구성이란, 접점 접촉 기구를 말합니다.

The part of interface in the contact.

•접점극수

Contact pole

   접점극수란, 접점 회로수를 말합니다.

The number of contact circuit.

•상시	개로접점

Normally open contact

   복귀상태에서 개로되고, 동작상태에서 폐로되는 접점, a 접점, 메
이크 접점이라고도 합니다.

The contact which opening in return state while closed in 
operating and keeping state. It is also called as 'make contact' 
or 'a contact'.

•상시	폐로접점

Normally closed contact 

   복귀상태에서 폐로되고, 동작상태에서 개로되는 접점, b접점, 
브레이크 접점이라고도 합니다.

The contact which opening in return state while opened in 
operating and keeping state. It is also called as 'brake contact' 
or 'a contact'.

•절환접점

Transfer contact

   a접점, b접점을 모두 갖춘 접점구조로서,  가동접점축 또는 고
정접점축의 도전부가 공통인 것. c접점 트랜스퍼접점이라고도 합
니다.

As all equipped contact structure of a, b contact, the 
conductive part of movable contact side or fixed contact side 
is in common. Also called as C contact, transfer contact.

•무개로	절환접점

No opened circuit transfer contact

   상시 폐로접점과 상시개로 접점이 각 각 속하는 개폐부의 일부
를 공유하는 구조로서,  리레이가 동작 및 복귀될 때 개로하는 접
점의 개로보다 먼저 폐로되는 접점이 폐로하고, 일시적으로 쌍방
의 접점이 폐로상태를 유지할 때의 절환접점 CI접점, 콘티뉴어스
접점, 메이크 비포어 브레이크 접점이라고도 합니다. 

As a structure sharing some switching part to which normally 
closed and open contacts are belonged resp., this is the 
switching contacts when the closing contact, closed before 
the opening of opening contact when relay operates and 
returns, and both contact keep the closed state temporary. 
Also, called as CI contact, continuous contact, make before 
break contact.

•정격부하

Rted load 
   개폐부(접점)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로 접점전압
과 접점전류의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Reference value to decide switching function in switchgear 
part. It is expressed by check up contact voltage and contact 
current.

•정격통전전류

Rated continuous current
   접점을 개폐하는 일 없고 동시에 온도 상승한도를 넘는 일 없이 
연속해서 접점에 통전할 수 있는 전류입니다.

Continuously conductible current to switching part without 
switching contact and without exceeding temperature rise 
limit.

•정격사용	전류

Rated operating current
   개폐부의 성능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전전류 이하의 전류입
니다.

Reference current to decide switching function in switchgear 
part, it is decided below conductive current.

•정격사용전압

Rated operating voltage

   개폐부의 성능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압입니다.

Reference voltage to decide switching function in switchgear 
part.

•개폐빈도

Switching frequency
   리레이의 단위시간에 대한 동작회수입니다.

Relay's operation frequency per unit time.

•정격부하	개폐빈도

Rated load switching frequency
   개폐부에 정격 부하를 인가하고, 연속하여 동작 및 복귀를 하여 
전기적 수명을 만족할 수 있는 최대의 개폐빈도를 말합니다.

Maximum switchgear frequency that satisfy the electric 
life-time with supply a rating load in switchgear part, and 
operating and returning continuously. 

•무부하	개폐빈도

Non-load switching frequency 
   개폐부에 부하를 가하지 않고, 연속으로 동작 및 복귀를 하여 기
계적 수명을 만족할 수 있는 최대의 개폐빈도를 말합니다.

Maximum switchgear frequency that satisfy the mechanical 
life-time without supply a rating load in switchgear part, and 
operating and returning continuously. 

•접점전압

Contact voltage

   개폐부(접점)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류입니다. 이 
수치는 정격 통전전류를 넘는 일은 없습니다. 사용시에는 접점전
류의 최대치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Reference current to decide switching function. This value is 
not exceed of rating conductive current. Please attention that 
don' texceed of maximum value in contact current in use.

•개폐용량의	최대치

Maximum value of switchgear capacity

   실제사용상, 지장없이 개폐할 수 있는 부하용량의 최대치입니다.

Maximum value of load capacity could open and close 
without difficulty in actual use.

용어설명  Terms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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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전기적	성능Electric	capacity

•동작	시간

Operating time

   주위온도 23℃일 때 릴레이의 코일에 코일정격전압을 가한 시

점에서 a접점이 폐로상태로 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As surround temperature is 23?C, operating time means that 
the time from supply coil rating voltage in coil of relay to 
closed condition of 'a' contact.

•복귀시간

Release time

   주위온도 23℃중 릴레이코일의 코일 정격전압을 제거한 시점

에서 b접점이 폐로상태로 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As surround temperature is 23?C, release time means that the 
time from remove coil rating voltage in coil of relay to closed 
condition of 'a' contact.

•절연저항

Insulation resistance

   접점 코일간이나 전기회로, 철심테, 철심과 같은 접지 비도전 

금속부 사이 혹은 접점상호간의 저항을 말합니다.

Between the contact coil, or between the connected non-
conduction metal like electric circuit, metal supporting frame, 
or resistance by mutually contact.  

•내전압

Dielectric strength

   절연저항의 측정과 동일장소에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전압으

로 시험을 하였을 때 절선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한계치를 나타내

며 처음에는 규정전압치의 1/3이하의 전압을 인가하고 이후 규정치

에 이를때까지 전압을 읽으면서 급속하게 상승시킵니다. 가압시간

은 전압이규정치에 도달한 후 1분간으로합니다. 

   - 도전부단자와 노출된 비충전 금속부 사이

   - 독립한 도전부 단자 사이 

   - 동극접점 단자 사이

It present limited value that line isn't cutting off when test 
in current near to Sine Curve of 60Hz in the same place with 
measurement of insulation resistance. Supply to voltage 
below the 1/3 of regulation voltage value in the first, and 
then makeincreasing rapidly with recognize the voltage until 
reach theregulation value.
-  Between contact of electric conduction part and other 
exposed  metal parts

- Between independent contact of electric conduction part
- Between same pole contact)

•진동

Vibration

   운반시, 취부시에 발생하는 비교적 큰 진동에 의한 특성변화와 

파손에 대해 규제된 내구진동과 사용상태에서의 진동에 의한 오

동작을 규제하는 오동작 진동으로 구분됩니다.

Vibr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ignificantly. It is 
change of character by comparatively large vibration from 
transport and combine, and restricted vibration protection 
for damage, and vibration for error in action in use state.

•접점기호

Symbol of contact

a접점

a contact
b접점

b contact
c	접점

c contact

2중차단

a접점

Double
breaking 
A contact

2중차단

b접점

Double
breaking 
B contact

	

•접점보호회로	

Contact protective circuit

회로예

Circuit example

적용

Application
특징·기타

Special feature, 
and the othersAC DC

*△ ○

*    AC 전압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하의 인피더스가 

CR의 인피던스보다 훨씬 

작은점  

 When using AC voltage, 
induction load impedance 
smaller than CR's

○ ○
   AC, DC 모두 적용 

Both AC, DC applied.

× ○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를 병

렬 디이오드에 따라 전류의 형

태로 코일에 흐르게 하고 유

도부하의 저항분으로 주울

열로서 소비시킵니다.

Make stored energy flowas 
AC diagram, and flowas 
Joule's law heatmethod in 
resistance of inductive load.

○ ○

바리스터 정전압 특성을 이

용해 접점간에 그다지 높은 

전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

는 방식입니다.

The method is to prevent supply 
to high voltage between contacts
by use the feature of varistor 
regulator.

× ×

차단시의 아크소호에는 굉장

히 효과가 있지만 접점투입

시에는 C로의 충전전류가 흐

르므로 접점이 용착되기 쉽

습니다.

When projecting contact, 
contact is melted / 
attached due to the charged 
current flow of condenser.

   유도부하를 개폐할 경우 앞 도표의 회로를 참고하면 접점의 수

명을 연장하고, 잡음방지 및 아크에 의한 접촉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꽃제거 회로로 보완하십시요. 또 불꽃제거 회로를 사용

한 경우에 복귀시간(차단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When switching the inductive load, Please refer to the circuit 
in the diagram below. The reliability of contact is increased 
and lifetime longer. In case of using relay in inductive load 
(relay, solenoid, buzzer, etc.)switching, please compensate by 
framere moving circuit in order to prevent contact obstacle 
due to Arc. In this case please note return time can be 
delayed.

•접점회로의 전압(AC, DC)

Voltage of contact circuit

   접점회로의 전압은 회로에 유도를 포함할 때에는 굉장히 높은 

역기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커져 접점을 파

손시키며 이로 인해 접점의 소모량,  이전량이 증대되므로 리레

이의 제어용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DC의 경우 AC

전류와 같이 제로점이 없고 한번 아크를 발생시키면 잘꺼지지 않

아 아크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Voltage of contact circuit with inducement is created 
exclusive high opposite voltage, the more voltage, the 
more energy is large. In this case, because of consumption, 
transference is increased, please note for control capacity of 
relay. In case of DC, the chief cause is that there is not zero-
point differently with AC, maintain-time of arc is long.

•접점회로의 전류

Current of contact circuit

   접점의 폐로 및 개로시의 전류는 접점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

다. 예를 들면 부하가 모터나 램프일때는 폐로시의 돌입 전류가 

클수록 접점의 소모량이 전량이 증대되고 또한 접점의 용착, 이

전에 의한 접점개리 불능이라는 지장을 일으킵니다.

Current of opening and closing of contact is important affect 
to contact. For example, according to rush current of closing 
is getting larger, consumption and transference of contact is 
getting larger, and lead to trouble of incapacity in contact if 
load is motor or lamp.

•직류부하개폐

DC load switching 

   -  직류 부하 개폐에서는 접점을 직렬로 접속하면 등가적으로 

접점 간격을 넓히게 되고 아크의 차단이 보다 확실하게 됩

니다.

 -  If connect DC with contact in DC load switching, can 
intercept arc effectively.

-  직류 부하 개폐에서는 접점의 전이가 발생하며  의 연루

로 접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접점 의접촉

부에 발생하는 열 때문에 국부적으로 접점용적, 증발과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접점의 일부가 현저하게 소모되고 부가되며, 

다른 쪽은 가 나오게 되는 것에 기인합니다. 릴레이 접점의 
정격 전류이하의 부하전류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기

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In DC load switching, come into transition of contact, and contact 
can be not returned caused by implication of ,   .  

       It means that one side contact is melted or evaporated to 
transfer to other contacts and the uneven phenomenon is 
appeared as shown in the fig. So, please checking at any time.

•전위차 회로

Potential difference circuit 

   다극 리레이의 부하접속은 전위차 회로로 되지 않도록 아래 그

림 ①의 방법으로 접속해 주십시오.

Load connection of multipolar relay is that please connect a 
smethod of picture ①	to prevent potential difference circuit.

   또한, 부하회로 전압이 20V 이하인 경우 및 개폐에 의해 아크

발생이 없는 경우는 그림 ②의 접속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 

모터가 정역전인 경우도 똑같이 전위차 회로가 되므로 주의해 주

십시요.

More over, if load circuit voltage is the below 20V, or if the 
occurrence of arc by switching is not exist, can use as method 
of picture ②. And, if the motor is reversed (backlashing), 
please note for potential difference circuit.

리레이의 동작을 확실히 행하기 위해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전원의 종류, 전압변동, 온도상승에 의한 

코일저항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코일에는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최대연속 인가전압 이상의 전압을 가하면 

화재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점에 관한 사항  The Matter Affecting Contact

코일입력에 관한 사항

① 좋은 접속               ② 나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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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온도상승

Coil temperature rise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열동선, 교류전원에는 철심등 자기

재료의 철손이 부가되고 열이 발생하여 온도상승이 일어납니다. 

또한 접점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접점부에 열이 발생하여 코일의 

온도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If flowing current to coil, coil copper loss(heat) and the 
iron loss of magnetic materials like iron core in AC power 
source are added and temperature is gone up due to heat 
occurrence. Moreover, if flowing current to contact, heating 
is occurred on contact part and gives very much influence on 
coil temperature rise. 

•맥동전압에	의한	온도상승

Temperature rise by ripple voltagee

   ON시간 2분 이하의 맥동전압으로 사용한 경우, 코일온도 상승

치는 ON 시간에 관계없이 ON, OFF 비율에 따라 다르고, 연속통

전시와 비교해 상당히 작아집니다. 

In case of using to ripple voltage below 2 min of on time, 
coil temperature rise value is related to ON time and there is 
difference depending on ON, OFF ratio. Also in continuous 
conducting there are some difference depending on ratio.

통전시간 %

연속통전의경우
온도상승치

100%로한다

ON:OFF	=	3:1 약	80%

ON:OFF	=	1:1 약	50%

ON:OFF	=	1:3 약	35%

	

•코일온도상승에	의한	동작전압의	변화

Operation voltage change by coil temperature increasing

  -   직류 조작 리레이에서는 코일에 연속통전한 후 한번 OFF하

고 즉시 다시 ON하는 경우에는 코일의 온도상승에 따라 코

일 저항이 증가하고 동작전압이 약간 높아지게 됩니다.

  -   동선의 저항계수는 1℃ 부근 약 0.4%이고 이 비율로 코일저

항이 증가합니다. 즉 리레이를 동작시키는데는 동작 전류 이

상의 전류가 필요하고 저항치의 증가에 관계없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If immediately OFF and ON after continuously conducting to 
direct type current relay, operation voltage becomes a little 
higher due to coil resistance increased by coil temperaturerise. 
Furthermore, when using in higher ambient temperature, 
operation voltage also goes up.

     -         resistance temperature coefficient of copper wire is approx 
0.4% at 1?C and with this ratio coil resistance increase.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relay, the current over operating 
current is required and it gets higher depending on the rise of 
resistance value.

•	직류입력용	전원

Power source for DC input 

- DC 코일 방법은 코일극성(+, -)를 확인하십시오.

-  직류 리레이의 조작전류는 밧데리 전원 또는 리플율 50%이

하의 직류전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류회로를 통해 조작하는 

경우 리플율의 대소에 따라 동작 복귀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 확인하십시오. 또 맥류가 극단적으로 커지면 맥놀

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평활콘덴

서의 삽입을 권합니다.

-  Please note coil polarity in DC coil methods. 
-  Operation current of DC input relay is battery power supply 

or DC power supply below the 50% of reply rate as a rule, but 
in case of operation through commutation circuit, please note 
before use, because operating, return voltage is different as 
degree of reply rate. 

•	교류코일의	인가전압

AC Coil's Applied Voltage

1.  리레이가 안정된 동작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정격전압의 

+10%, -20%의 범위 내에서 정현파 전압을 인가하여 주십

시오.

2.  리레이 조작회로의 전원과 같은 라인에모터, 솔레노이드, 

트랜스 등이 접속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동작되었을 때 전원

전압이 저하되고 이 때문에 리레이가 바이브레이션을 일으켜 

접점을 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형트랜스를 끼

웠을때나 트랜스 용량에 여유가 없을 때 배선이 긴 경우 혹

은 배선이 가는 경우등도 이러한 사용방법이 되므로 통상의 

전압변동과 맞추어 주십시오.

1.  Please apply Sine Curve voltage within +10%, -15% of 
rating voltage in order for relay to do stable operation.

2.  Motor, Solenoid, Transformer is connected in same position 
with switching of relay operation circuit, in case of its 
operation, switching voltage getting lowering, and it cause 
vibration of relay, can be damaged contact.  

•코일선의	전식(電食)

Coil's electrolytic corrosion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리레이코일에 직류전압을 장시간 인가

할 경우 회로에 따라서는 코일이 전기적으로 부식되어 전선이 되

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전식(電食)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When relay's coil voltage circuit is high (especially above 
DC 48V), if DC relay conducts long or continuously in the 
place with higher temperature and humidity, wire can 
be disconnected by occurred electrolytic corrosion, the 
phenomenon which coil is corroded electrically. In order to 
protect this, please note the following points.

1. 전원은 +측을 접지합니다.

Please power source ground on + side.

2.  +측의 접지가 불가능할 경우 스위치를 +측에 연결하여 코일과 

철심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If impossible ground on +side, please connect the switch to 
+side for prevent to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coil and 
iron core. 

3.  전원의 - 측을 접지하고, - 측에 접점을 넣는 것을 피해 주십

시오.

Please avoid grounding -side of power source and switching in.

•돌입전류(부하특성)

Rush current(feature of load)

   부하의 종류 및 전류 특성은 개폐에 관련하여 접점에 상당한 영

향을 줍니다. 솔레노이드 부하, 모터부하, 경광등부하 등은 투입

시에 정상 전류의 수배~수십배까지의 돌입 전류가 흘러 접점 용

착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유있는 

리레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ith reference to switching, load types and current features 
give big influence on contact. Please note and checking as 
input with solenoid load, motor load, several times~several 
ten times of rush current can be flowed.

1. 저항부하 : 돌입전류/ 정격전류 = i/io = 1배

2. 백렬등 : i/io = 10~15배(약1/3초)

3. 수은등 : i/io = 3배(3~5분)

4. 모-터부하 : i/io = 5~10배(0.2~0.5초)

5. 솔레노이드부하 : i/io = 10~20배(0.07~1초)

6. 전자접촉기부하 : i/io = 3~10배(1/60~1/30초)

7. 콘덴사부하: i/io = 20~40배(1/120~1/30초)

1. Resistance load : rush current/rated current=i/io=1time
2.  Incandescent electric lamp : i/io=10~15times (approximate 

1/3sec.)
3. Mercury lamp : i/io=3times (3~5 min.)
4. Motor load : i/io=5~10times (0.2~0.5 sec.)
5. Solenoid load : i/io=10~20times (0.07~1sec.)
6.  Electronic contactor load : i/io=3~10times (1/60~1/30 sec.)
7. Condenser load : i/io=20~40times (1/120~1/30 sec.)

• 리드선접속방법
How to connect lead wire

1.  접속 시에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 아래 표에 지시한 단면적 이상

의 리드선을 사용하십시오.

When connecting lead wire, depending on the size of load 
current, please use above size of the section area in table. 

허용전류(A)
Allowable current(A)

단면적(m, m2)
Cross-sectional Area

2 0.2

3 0.3

5 0.5

7.5 0.75

12.5 1.25

15 2

20 2

30 3.5

2.  리드선의 리레이 단자의 걷어올림을 충분히 행하여 주십시오.

Please take up relay contact of lead wire sufficiently.

•프린트 기판에의 납땜
Soldering of print substrate

⑴ 납땜 작업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Please note for following points in soldering

1.   단자의 납땜시에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작업하여 주십시

오. 30W 정도의 인두끝의 온도는 약300~350℃ 정도로 

2~3초간이 적당합니다.

2.  납의 양은 단자의 2/3이내가 적당합니다.

1.  Please operate quickly as possible in contact soldering. 
Temperature of tip of 30W soldering iron is approximate 
300~350℃, and 2~3 sec. is proper time.

2.  The amount of solder is proper in below the 2/3 of 
contact.

⑵ Dip Soldering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오.

Please note for following points in Dip Soldering.

1.   Flox는 필요한 이상이 되지 않도록 액면관리를 통하여 

균일하면서도 얇게 도포해 주십시오.

2.  Flox는 송진계의 부식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3. Flox 도포후는 반드시 예비가열을 하여 주십시오.

4.  Dip Soldering 공정에서는 온도관리에 충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1.  Please equalize supply the Flox through manage the 
surface.

2. Please use the Flox without corrosiveness of pine resin.
3. Should be preparatory heated after supply Flox.
4.  Please note the management of temperature sufficiently 

in Dip Soldering work. 

<콘데서를 이용한 전압변동흡수회로>

코일입력에 관한 사항

<좋은	예> <나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