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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용 설명서와 도면을 숙지한

후 사용 하십시오.

주의 사항은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2.

지켜주십시오.

주의 사항에는 경고 와 주의 가 있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3. ‘ ’ ‘ ’ .

경고

지시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지시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상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그림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4. .

제품 손상이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사용설명서는 제품 가까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5. .

1. 전원이 입력된 상태이거나 운전 중 또는 모선이 활선 상태일 경우에

는 감전 및 화재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선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2. 전원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품 내부의 충전전류에 의해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3. 젖은 상태에서는 감전의 원인이 되므로 손대지 마십시오.

4. 전선의 피복이 손상된 경우 감전될 수 있으므로 손대지 마십시오.

5. 반드시 접지를 하여 감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의 정격에 맞는 전원을 인가하여 제품의 손상과 화재를 미연에 방

지 하십시오.

2.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누전과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3. 입 출력 단자의 용량에 맞는 부하를 연결하여 제품의 손상과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하십시.

오.

4. 전선 연결을 임의로 하면 제품손상과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5. 본 제품의 불합리한 사용은 인명의 손상이나 본 제품과 본 제품에 연결된 제품들의 파손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기술자나 교육을 받은 운용자만이 사용하십시오.

6. 본 제품은 전자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전압 시험이나 절연저항 시험 등 높은 전압

이 인가되는 시험은 부품을 파손 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을 분리하고 하십시오.

7. 정격 용량의 퓨즈와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여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8. 진동이 많은 엔진 발전기에 취부 되는 제품이므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주십시오.

9. 이동 중에 풀린 부분은 없는지 설치하기 전에 점검하고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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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제품 개요제품 개요제품 개요제품 개요

은 고속 스위칭 모드 방식으로 부하 변동에 빠르게 동작하여 과전류나 단락으로 인한 사ACB- LV1

고를 미연에 차단 할 수 있으며 가볍고 고효율의 부등 균등 충전을 할 수 있는 축전지 용 자동 충, /

전기입니다.

2.2.2.2. 제품특징제품특징제품특징제품특징

2.1. 정전압 정전류 스위칭 충전방식

2.2. 타이머에 의한 균등충전시간 설정

2.3. 배터리 방전시 강제충전 가능

2.4. 출력선 오결선에 대한 보호

2.5. 출력 전압 리플 이하1%

2.6. 실리콘 코팅으로 습기와 진동에 강함

3.3.3.3. 사양 및 기능사양 및 기능사양 및 기능사양 및 기능

항 목

제품 사양

1210 2410

입력 전압 단상 220Vac ± 15%

주 파 수 50 Hz ~ 60 Hz

정 격 연속

전압 변환 회로 고주파 스위칭 방식

출력 전압 12Vdc 24Vdc

출력 전류 10A

충전 방식 자동 정전압 정전류 방식,

부동 충전 설정 전압 13.4Vdc 26.6Vdc

균등 충전 설정 전압 15.4Vdc 28.8Vdc

부동 충전 전압 가변 범위

이하13.4 Vdc ± 5%
(12Vdc - 14Vdc)

이하26.6 Vdc ± 5%
(24Vdc - 28Vdc)

균등 충전 전압 가변 범위

이하15.4 Vdc ± 5%
(14Vdc - 18Vdc)

이하28.8 Vdc ± 5%
(26Vdc - 30Vdc)

과충전 검출 이상18V 이상30V

과방전 검출 이하12V 이하24V

4.4.4.4. 구 조구 조구 조구 조

4.1. 크 기 : W170 * D250 * H240(mm)

4.2. 색 상 청록 진청색: BOTTOM - , COVER - .

4.3. 무 게 약: 2.7Kg

4.4. 형 태 자립형:

5.5.5.5. 사용 조건사용 조건사용 조건사용 조건

5.1. 작동 온도: - 10° ~ 40°C

5.2. 보관 온도: - 24° ~ 45°C

5.3. 상대 습도 미응결: 0% ~ 90%

5.4. 최대 작동 고도: 3,000m

5.5. 진동 진폭 주파수: - 0.35mm, - 0~ 30Hz

5.6. 사용 장소 냉각 통풍이 원활한 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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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설정 메뉴설정 메뉴설정 메뉴설정 메뉴

항목 설명 기본 설정 선택 범위

Sdc 표준 전압Vdc 세팅 24 12, 24Vdc

Hch 배터리 과충전 기준 표준 전압에 몇 인지( % ) 120 100~ 150%

Lch 배터리 과방전 기준 표준 전압에 몇 인지( % ) 80 10~ 100%

SAC 표준 전압Vac 세팅 220 110, 220Vac

LAC 저전압 기준 표준 전압에 몇 인지Vac ( Vac % ) 80 50~ 100%

EQt 배터리 EQ충전 시간 설정 1 분1~ 360

Cur 전류 10 1~ 10A

Vdc 전압 조정 표준 전압에 몇 인지DC ( % ) 100 1~ 200%

Adc 전류 조정 표준 전압에 몇 인지DC ( % ) 100 1~ 200%

VAC 전압 조정 표준 전압에 몇 인지AC ( % ) 100 1~ 200%

bEL 고장 부저 설정 (고장 발생 시 부저를 울릴 건지 설정) YES YES, NO

6.1. 균등 설정 키를 잠깐 눌르면 설정모드 전환한다“ / ” < > .

6.2. 균등 설정 키를 누르면 다음 설정메뉴로 순차적으로 표시된다“ / “ .

6.3. 해당 메뉴에서 선택 키 및 선택 키를 눌러 설정값을 조정하고 저장한다” / “ ” / “ .△ ▽

6.4. 설정중에 균등 설정 키를 길게 누르거나 키입력이 없으면 초후 값은 자동저장되고” / “ , 5

설정모드가 종류된다.

7.7.7.7. 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

7.1. 입력 전원을 단자에 배터리를 단자에 각각 연결한다P1, P2 , BAT+, BAT- .

7.2. 입력 전원을 공급하고 스위치를 투입한다AC .

7.3. 차단기를 투입하면 배터리에 충전이 되고 화면에 전압 과 전류 를 표시한다DC (Vdc) (Adc)

7.4. 선택 키로 을 확인가능하고 선택 키로 을 확인가능하다“ / ” Vac, Vdc “ / ” Adc, EQ/ Time .△ ▽

7.5. 전원 입력 후 키입력이 없으면 초후 표시로 전환된다5 Vdc, Adc .

7.6. 균등 설정 키를 잠깐 누르면 충전으로 넘어가고 다시 누르면 부동충전으로 복귀된다“ / ” EQ .

7.7. 충전중에는 가 깜빡이고 화면에 남은 시간이 나온다EQ EQ LED EQ .

7.8. 충전이 되면 전압이 올라간다EQ Vdc .

7.9. 입력 전압이 설정치 이하 되면 램프가 깜빡이며 부져가 울린다Vac .

7.10. 출력 전압이 설정치 이상 이거나 이하인 경우 램프가 깜빡이며 부져가 울린다.

경고경고경고경고
충전 시에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하고충전 시에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하고충전 시에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하고충전 시에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하고※※※※

균등 충전은 시간 이상 지속하지 마시오균등 충전은 시간 이상 지속하지 마시오균등 충전은 시간 이상 지속하지 마시오균등 충전은 시간 이상 지속하지 마시오12 .12 .12 .12 .

균등 충전은 부동충전 전압 보다 높은 전압으로 충전하여 충전이 부족한 셀을 강제로 충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충전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 이상의 지속하지 마십시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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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입 출력 단자입 출력 단자입 출력 단자입 출력 단자,,,,

8.1. 를 연결BAT+, BAT- : BATTERY "+", "- "

8.2. 접지FG :

8.3. 전원 공급P1, P2 : Vac .

8.4. 충전기 이상 신호 출력FT1, FT2 :

8.5. 표시한다Adv .

9.9.9.9.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9.1. 충전 전압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조정 출하 됨. ( )

공장 기본 출고 설정은 용인 경우 용이 경우 입니다12V 13.2V , 24V 26.4V .

충전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 부서로 제품을 입고시켜야 합니다A/ S .

9.2. 충전 전압을 측정 하는 방법

(1) 입력 전원만 공급하고 축전지는 연결하지 않는다.

(2) 급 이상의 전압계를 사용하여 와 단자의 전압을 측정한다0.1 BAT+ BAT- .

9.3. 온도에 따른 부동 충전 전압(Floating Charging)

동일 충전 전압일지라도 주위 온도에 따라 축전지 내부 저항 및 충전 효율의 차이로 인해 과충전

및 부족 충전의 영향 발생 온도에 따른 충전 전압 조정 필요( )

� 주위 표면 온도에 따른 충전전압 기준식 의 기준전압( ) : 25 3mV (t - 25 )℃ – ℃ ℃

당 온도가 상승 할 때 전압은 씩 감소한다1 cell 1 3mV .℃

온도와 부동 충전 전압과의 관계 예시 축전지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 한국전지 아트라스 산업용 축전지( )

구 분 10℃ 15℃ 20℃ 25℃ 30℃ 35℃ 40℃

12v 13.545 13.53 13.515 13.5 13.485 13.47 13.455

24v 27.09 27.06 27.03 27 26.97 26.94 26.91

전압( Cell 2.25V/ 25 )℃

2) 세방전지 로케트 산업용 축전지( )

구분

0℃ 10℃ 15℃ 20℃ 25℃ 30℃ 35℃

12v 13.92 13.62 13.5 13.38 13.32 13.26 13.2

24v 27.84 27.24 27 26.76 26.64 26.52 26.4

전압( Cell 2.22V/ 25 )℃

3) 델코 델코 산업용 축전지( )

구분
0℃ 5℃ 15℃ 25℃ 35℃ 45℃

12v

14.08 13.68 13.5 13.32 13.14 12.95

24v 28.16 27.36 27 26.64 26.28 25.9

전압( Cell 2.22V/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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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10. 고장 원인 및 조치 사항고장 원인 및 조치 사항고장 원인 및 조치 사항고장 원인 및 조치 사항....

현상 원인 조치 사항

충전이 되지 않는다.

전원이 입력되지 않음AC 전원을 항상 입력 하도록 한다AC .

퓨즈가 끊어짐 퓨즈를 같은 용량의 새것으로 교체한다.

용 축전지에 용24V 12V

충전기를 연결함

축전지의 전압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한다.

충전 전압이 낮음

당사 부서에 입고하여 충전 전압을A/S

조정한다.

축전지가 연결 안 되어 있거나

극성이 잘못연결 되어 있음

축전지와 극성이 맞도록 연결한다.

과충전 된다.

용 축전지에 용12V 24V

충전기를 연결함

축전지의 전압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한다.

충전 전압이 높게 나옴

당사 부서에 입고하여 충전 전압을A/S

조정한다.

균등 충전을 너무 자주 하였음

균등 충전은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 최소간격 개월.( 3 )

결선도결선도결선도결선도11.11.11.11.



사용설명서사용설명서사용설명서사용설명서ABC- LV1ABC- LV1ABC- LV1ABC- LV1 이지콘 주이지콘 주이지콘 주이지콘 주( )( )( )( )

ABC- LV1 7777 PPPPaaaaggggeeee 년 월 일2018 12 14

외형도외형도외형도외형도12.1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