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기동 절차
절

( MICRO 정류기 )

차

확

인

사

항

동

· 입력 종류에 따른 결선상태

상

태

- 각종 UNIT S/W 전단까지 교류전원

- 3ψ4W 380V:R,S,T,N 연결

MAIN NFB ON

작

공급.

- 1ψ2W 220V:RST 단자 SHORT

BATTERY 수동조작
스위치 ON

· BATTERY 결선상태

- BATTERY 전원 투입

<외부단자에 증설 BATTERY가 연결
된 경우>

<정상 BATTERY의 경우 스위치를
ON하는 순간 릴레이 접촉음이
감지됨>

i

·우측 상단 FUSE 판넬을 열고 조작

- 환경관리기 전원 출력

·AC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시는 스위치를 OFF하여야 함

LCPS-C(제어반)
스위치 ON

i

- 초기에 세그먼트 순환 동작후 상태

BATTERY 과방전시에는 LCPS-S와

표시

LCPS-BCG를 ON하면 정상
동작함

LCPS-S(정류모듈)
스위치 ON

· 2개의 모듈 스위치를 모두 ON함

- 이상 표시등(적색)이 소등되고 정상
표시등(녹색)이 점등
- 정류모듈 기동
- 이상 표시등(적색)이 소등되고 정상

LCPS-BCG

표시등(녹색)이 점등

(승압및 충전전류제한 모듈)

스위치 ON

- BATTERY 충전및 승압장치 동작

DC1(출력 스위치)
NFB ON

· 각 모듈 동작상태

- 시스템으로 직류 출력이 공급됨

<녹색 표시등 점등 확인>
· 출력 배선 극성 확인

AC1~3(교류출력)
NFB ON

i

- 후면의 교류 출력용 콘센트로 교류

입력 종류에 따른 결선에 의하여

전원이 출력됨

1ψ220VAC가 출력됨

결선절차
1. 교류입력 배선
입

력

종

류

3ψ4W 380V(3상 380V)

결

선

방

법

· R,S,T,N선을 결선전에 확인후 입력단자(후면
우측)에 각각 연결한다.

주

의

· 상 선과 NEUT선이 바뀌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R-N,S-N,T-N간이 각각 220V가 나오는지 확인
1ψ2W 220V(단상 220V)

· R,S,T상을 단자대 하단에 준비된 SHORT바를
이용하여 SHORT 시킨다.

· RST 단자를 반드시
SHORT 시켜야함

· SHORT BAR에 의하여 COMMON된 단자중
하나(편의상 S단자 사용)와 N 단자에 HOT과
NEUT(N)선을 연결한다.
주 의

· 공사중에는 전면의 모든 스위치를 OFF할 것.
· 결선전에 입력 종류와 선간 전압을 필히 확인할 것.
· 3상 3선식은 반드시 별도 문의할 것. (설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임)
· F.G 단자에는 접지선을 연결하며 삼성전자(주)의 설치공사 지침에 의한다.

2. 축전지 관련 배선
1) 기본 축전지 교체시(신설시에는 조작할 필요 없음)
A. 전면의 축전지 판넬을 열고 쉘프를 앞으로 당긴다.
B. 12V 축전지 2개를 직렬 결선한다.
C. 직렬 결선된 축전지의

+ 단자에 콘넥터의

+ 배선(적색),

- 단자에 콘넥터의

- 배선(청색)을

연결한다.
· 축전지 교체시에는 SHORT 방지와 장비의 순단없는 동작을 위하여 콘넥터를 분리하고

주 의

작업할 것.
· 교체시기 : 약 3~5년 주기 <삼성전자(주) 지침에 따름>
2) 증설 축전지 사용시(후면의 축전지 단자대 사용)
+

-

-

+

／

／

／

／

12V

12V

12V

12V

정류기 BATT. 단자대

외부 구성
<필요에 따라 사용>

3. 출력 배선
1) 부하(직류출력 27.6V) 결선
A. OUTPUT 단자 + (후면 좌측 하부)와 - (후면 좌측 상부) 단자에서 시스템으로 각각 연결한다.
B. 단단히 조여서 접촉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주 의
DC1 NFB를 ON하여야 시스템으로 직류 출력이 공급됨
2) 환경관리기 전원
27V 2A 단자에서 + 와 - 전원을 인출하며 + 단자는 2개가 준비되어 있으나 1개만 사용하여도 가능함.
3) 경보및 통신출력
경보와 RS-422 출력선을 해당 콘넥터에 연결한다.
4) 교류 출력
우측 상부의 220V용 콘센트에서 인출한다.
각 콘센트 전원은 전면 스위치에 의하여 ON/OFF된다. (220V 15A 최대)

참고 사항
1. 정류모듈 : 27.6V DC30A (2개 모듈 사용시 60A)
2. 축전지 충전전류 : 6A
3. 승압장치 : 24.5V 60A
4. 축전지 방전시간 : 30분 이상

제조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2-15
보만전자 주식회사
TEL. (032)655-6661(代)
FAX. (032)655-6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