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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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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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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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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적용 범위적용 범위적용 범위1.1.1.1.

엔진이나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검출하기 위하여 에서 교류 신호를 받아MPU(Magnetic pickup)

직류전압으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 기능주요 기능주요 기능주요 기능2.2.2.2.

설정 조정과 회전 속도계 출력 조정 저항을 갖춤1) RUN(14X) .

사용이 가능2) RPM METER .

회전 속도 검출 신호로 발전기 전압 기본 이나 옵션 신호를 받을 수 있다4) ( ) MPU( ) .

과속도 출력 단자 를 갖춤5) (open collector) 1A(24Vdc) .

에 대한 보호회로가 구성 되어있다6) SURGE .

바니시 코팅으로 습기와 진동에 강함7) .

기본 사양기본 사양기본 사양기본 사양3.3.3.3.

입력 전원1) : 8Vdc~ 30Vdc

속도 감지 발전 전압 검출 방식 기본2) : ( ) 0~ 75Hz, 20~ 300Vac

검출 방식 주문MPU ( ) 0~ 6,000Hz, 4~ 30Vac

출력 주문3) RPM METER : 5V, 500uA( )

출력4) RUN : Open Collector 1Adc

크 기5) : W43.5 * H75 * D71 (mm)

색 상 흑색6) :

무 게 약7) : 270g

표시 및 보호회로표시 및 보호회로표시 및 보호회로표시 및 보호회로4. LED4. LED4. LED4. LED

이상에서 점등 고정 가변 시 옵션1) RUN : IDLE SPEED (14X) ( , )

전원 단자에 전압 이상시 점등2) : B+,B- 8Vdc

조정기 커버를 분해 후 내부 사진 참조조정기 커버를 분해 후 내부 사진 참조조정기 커버를 분해 후 내부 사진 참조조정기 커버를 분해 후 내부 사진 참조5. ( , )5. ( , )5. ( , )5. ( , )

동작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로 필요 시 정밀 측정하면서1) VR2 (SPEED) : RUN(14X)

설정하기 위하여 납땜 단자를 연결하고 설정이 가능 까지 설정 기본 설정 동작 값은(0- 2500 RPM ).

에서 에 되어있다60Hz(1800rpm) 600rpm .

조정 저항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시 값이2) VR1 (TM) : RPM(Hz) METER , METER

증가한다 조정 됨.(1000- 2500 RPM )

입 출력 단자 구성입 출력 단자 구성입 출력 단자 구성입 출력 단자 구성6. ·6. ·6. ·6. ·

엔진 운전 신호 입력 단자 발전전압 신호1) S+, S- : ( 220Vac or MPU )

배터리 입력 단자2) B+, B- : DC+ DC-

연결 단자 기본 출력3) TM+ : RPM METER 5Vdc

에서 동작 출력 단자4) RUN : IDLE SPEED , Open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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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도외형도외형도외형도7.7.7.7.

결선도결선도결선도결선도8.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