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llation Manual
LED Converter

PRODUCT
UPF-CM / UPF-CF / UP-J / UP-F / UP-WH / UP-TH / UP-W1 / UP-W2(V1) / UP-W2(V1)M
UP-W2S / UPF-CQH[D] / UPF-CQ2[D] / UPF-C7[D] / UPF-WQ / UP-WQ / UPF-WQ2 SERIES

제품을 보다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사용 하시기 위해서는 본 취급 설명서 를 읽으시고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용방법은 감전,손상,발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신체상의 중대한 상해를 입을수도 있으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사용 하십시오.
1. 본 제품의 탈부착은 전원을 오프한 후 행해야 하며, 감전방지를 위하여 배선이 끝난 후 전원을 투입 하십시오.
2. 사용시 감전 방지를 위하여F.G(FRAME GROUND) 단자를 반드시 접지 하십시오.
3. 가연성,폭발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전원을 차단한 직후에 감전의 우려가 있으니 본 제품의 단자에 신체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5. 이상을 감지했을 경우, 바로 전원을 차단해 주십시오.

주의
신체상의 경미한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있으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사용 하십시오.
1. 본 제품은 당사A/S 엔지니어외의 사람이 분해 수리하지 마십시오.
2. 본 제품의 사용에 앞서 사용하고자하는 용도에 적합한 용량의 제품임을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3. 본 제품에 표기된 정격입력전압만 사용 하십시오.
4. 다음의 장소 에서는 제품의 수명 과 신뢰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설치 하지 마십시오.
(1) 통풍이 잘 되지않으며 주위 온도가 높은장소
(2) 휘발성 및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
(3) 부식성, 가연성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장소
(4) 유도장애,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5) 제품이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6) 진동, 충격이 심한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7) 강한 고주파 노이즈나 서지를 발생하는 기기로부터 멀리 설치해 주십시오.
5. 본 제품이 통전중에는 고온이 발생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 케이스 및 방열판 류에 신체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6. 본 제품을 폐기 할 때에는 산업폐기물로 처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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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치방법
1. SMPS 로 부터의 열 방출을 용이하게, 금속판 설치를 권장 합니다.
2. SMPS 로 부터의 AC입력 및 DC출력선을 견고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견고하지 않을경우 접촉저항으로 인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AC입력 과 DC출력선을 반대로 연결하지않도록 라벨의 결선도를 확인 후 결선 하시기 바랍니다.
4. AC입력 전원이 SMPS에서 허용되는 전압 범위 안에 포함되는 전압인지 확인후 전원을 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자연냉각방식
ㄱ. 전원 주위에 열이 가득 차지않게 자연대류를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ㄴ. 제품을 단으로 쌓거나 하는 설치는 방열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해 주십시오.
ㄷ. 밀폐 구조나, 자연대류를 발생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에는 SMPS 주위 온도 상승으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ㄹ. SMPS 설치시 간격과 자연대류를 이용한 올바른 설치 방향에 대해 그림 1,2,3를 참조 하십시오.

50~150mm

50~150mm

50~150mm

50~150mm

제품설치간격[그림1]

설치방법[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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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류

자연대류

자연대류

설치방법[그림3]

6. 전원설치 SCREW의 권장 조임토크 M3.5 : 1.27N.m (13kgf.cm)
7. 제품의 꼬임, 굴곡, 충격 등의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평평한 면에 고정해 주십시오.
8. 설치측에 방열 효과가 높고 온도적으로 유리한 금속판에 설치 할 것을 권장 합니다.
9. Ta/Tc 값 범위를 넘지 않는 온도 범위안에서 사용 하십시오.
Ta/Tc 값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OTP 기능 작동하여 CONVERTER 출력이 OFF 또는 ON/OFF 반복합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Ta/Tc 값 범위 이내로 되면 CONVERTER 출력은 다시정상 복귀 합니다.
OTP 기능이 작동하면 Ta/Tc가 정격 이내인지 확인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Ta : converter 주위온도/ Tc : converter 표면 중 제일 뜨거운 부위의 온도)
10. 결선방법
ㄱ. 입력선(L,N)
갈색 및 하늘색 또는 백색 선으로AC_L상과AC_N상을 바꿔 연결해도 무방 합니다.
ㄴ. 출력선(+,- )
DC+ :적색 또는 흰색, DC- : 흑색 또는 흰색/흑색선으로 극성이 바뀌지않도록 주의하여 연결 합니다.
ㄷ. FRAME GROUND (F.G)
녹색선 으로 감전사고의 예방과 EMI 개선을 위함이니 반드시 접지 하시기 바랍니다.
ㄹ. 출력선이 2개 일 경우 동일한 색을 묶어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ㅁ. 실외에 설치할 경우 배선 접속후 반드시 방수 처리 하십시오.
(방수처리를 하지않거나 방수처리가 미비할시 제품안으로 물이 스며들수 있습니다.)

LED

LED 컨버터
와이어 외피포함
방수처리할것

와이어 외피포함
방수처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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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발생시 점검사항
1. 정격 입력 전압이 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입.출력 배선이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3. 배선의 선재가 너무 가늘지 않은지 확인 한다.
4. 출력전류 및 전력이 규격보다 높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한다.
5. LED 부하에 따른 정전압,정전류 선정이 올바른지 확인 한다.
6. LED 부하의 VF값이 SMPS 출력 전압보다 높지 않은지 확인 한다.
7. LED 부하의 VF값이 SMPS 출력 전압의 75%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한다.

품질보증
1. 제품의 보증기간은 series별 제조일로부터 2~5년 입니다.(제조Lot No. 기준)
2. 품질보증 기간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3. 무상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품질보중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고장
(2)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3) 당사의 품질 보증부나 지정된 A/S장소 이외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고장
(4) 규정된 설치방법과 다르게 설치하여 발생한 고장
(5) 화재, 침수그 외 자연 재해에 기원하는고장
4. 본제품의 외관 및 규격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유니온전자통신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36 춘의테크노파크1차102동 1207호
Tel : 032-668-9560 (대표)
Fax : 032-668-9565
http://www.unionele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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