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L 정류기 (R2)
1. 초기기동 절차

기동 순서
1. NFB 확인 및 전원

동

태

있는지 확인한다.
·정류기 PDPU의 교류입력 NFB를

교류입력 NFB ON
3. RECU

상

·정류기 전면의 모든 NFB가 OFF되어

확인
2. PDPU

작

ON하고 LED 상태를 확인한다.
·정류기 RECU 1개씩 순서적으로

전원 NFB ON

전원 NFB를 ON하고 LED 상태를
확인한다.

확

인

사

항

·입력되는 전원이 단상 220V인지
확인한다.
·PDPU 전원 LED 녹색 ON,
이상 LED 적색 ON
·RECU 전원 LED 녹색 ON
- RECU 1개 또는 2개 ON시
: 해당 UNIT 전원 LED ON
다른 UNIT 이상 LED ON
- RECU 3개 ON시:전원 LED ON(3개)
·PDPU의 전압계가 48V를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4. PDPU

·정류기 PDPU 직류출력 NFB 3개

직류출력 NFB ON

·PDPU의 이상 LED(적색)가 소등된다.

(S1,S2,H-FAN)를 ON하고 LED

(3개 ON)

상태를 확인한다.

- S1:SYSTEM1에 -48V 전원공급
FAN0에 -48V 전원공급
- S2:SYSTEM2에 -48V 전원공급
FAN1에 -48V 전원공급
- H-FAN:HEAT EXCHANGE -48V
전원공급

※ 참고 사항
·입력전압 범위 : AC184V~AC254V
·출력전압 : -48VDC
·최대 출력전류 : 36Amax
·RECU 용량 : -48V 12Amax

2. 점검 및 응급조치

상태표시 LED/METER

PDPU

동작 조건

조치 사항

전원(소등) 교류입력 NFB OFF

·교류입력 NFB 상태확인

·교류입력 NFB ON및 정전확인

이상(점등) RECU 이상시

·RECU NFB 상태확인

·RECU NFB ON

·PDPU NFB 상태확인

·PDPU NFB ON

·RECU전원 NFB 상태확인

·RECU전원 NFB ON

·교류입력전압 확인

·교류입력 NFB ON및 정전확인

·RECU전원 NFB 상태확인

·RECU전원 NFB ON

·교류입력전압 확인

·교류입력전압 220V±15%이내

전원(소등) 전원 NFB OFF

RECU

확인 사항

이상(점등) 전원 NFB OFF

인가 확인
출력전압계

정류기 출력전압표시

·RECU가 1개 이상

PDPU

정상시 출력전압 DISPLAY

출력전류계

정류기 출력전류표시

RECU

RECU

(전원:점등,이상:소등)

·정류기 출력전압 확인

·정전 및 교류입력전압 확인

·RECU LED 상태확인

·RECU LED 상태확인

·SYSTEM 동작상태확인

·RECU 12A이상일때 SYSTEM

(RECU:12A max)
—

·RECU LED 상태확인

RECU 부하분담 상태 ·RECU 3개 정상상태확인
가 10% 이상 편차

동작상태확인
·RECU 출력전류가 10% 이상
편차시 부하분담조정 VR을 가변
하여 RECU간의 출력전류가 10%
이하로 조정

※ 상기와 같이 점검 및 응급조치후 정류기가 이상 상태일 경우 제조 업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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