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Power Supply

이지디지털(주)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지디지털(주)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으로 최상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기위해 사전에 매뉴얼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다음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제품과 장비의 파손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심볼]

!

주의 및 조심 표시

장비보호 GROUND 단자
!

주의 :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장비가 사용되면 장비가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및 경고]
주의 : 본 매뉴얼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접촉이 불량되어 제품이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주의표시된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여 충족되기 전에는 더 이상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 본 매뉴얼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접촉이 불량되어 사람을 해칠수 있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경고표시된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여 충족되기 전에는 더 이상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1. 제품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하여 다음 조건에서 관리,사용하십시요.
작동온도
작동습도
저장온도
저장습도

:
:
:
:

5℃ ~ +40℃
50% ~ 80%
0℃ ~ +70℃
85% 이하

2. 품질향상을 위해 외부 디자인과 제품사양은 별도 통보없이 변경될수있습니다.

제품이동시 좌.우 이동용 손잡이를 이용하여 장비를 이동토록 하십시요.
!

바젤의 상단부위를 잡고 이동할 경우 바젤에 무리가 가해져 파손될 수 있습니다.

[보 증]
암시적인 보증이나 매매와 특수한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나다.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내 기술적인 문제발생시 , 저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1년 보증기간이 만료된후,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장비결함이 사용자의 부주의,자연재해,사고시에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전문적인 수리 또는 서비스를원할 경우 저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요.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28
Tel : 032-681-8380 Fax : 032-681-8404
영업직통: 032-681-8388
SVC직통 : 032-677-9974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역삼동 708-33 파라다이스 벤쳐타워5층
Tel : 02-587-9977
Fax : 02-587-7384
부산영업소 : 부산.부산진구.전포동 681-2 테크노프라자 A동 221호
Tel : 051-819-4203
Fax : 051-81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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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GP-Single 시리즈 는 단일채널의 직류전원공급장치 입니다.
낮은 리플과 높은 안정도를 지니고 있으며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직류 출력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전압 및 정전류기능은 안정된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게 함으로서 출력값을 임의의 값으로
조정할수 있는 전압 ,전류 조정기능을 갖고 있다.

보호기능으로서 전류제한기능의 회로를 추가하여 과부하시 부하원과 장비를 보호할수 있다.

또한 과전압보호회로(O.V.P) 기능을 내장하여 과전압이 출력될시 출력이 완전 차단
되므로 장비로 부터 부하원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으며 O.V.P 동작시 전면에 시각적으로
LED 램프(노란색)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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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OUTPUT ON/OFF 스위치 기능이 있어 전원을 끄지 않고 출력을 제어할수 있어서 장비와
피측정장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전류 및 전압을 출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원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어 사용상의 편리함을 더하였다.
DC OUTPUT ON/OFF 스위치가 ON상태에서만 출력전압이 공급되어진다.

본 장비의 동작상태를 한눈에 파악할수 있도록 디지털 전압 및 전류메타를 부착하여
전압과 전류를 표시하게 하였고 정전류 모드 (C.C)와 정전압 모드(C.V)를 표시하는
각각의 램프를 배치하여 작동상태를 볼수있게 하였다.

!

본 제품출고시 입력전압 선택스위치는 230V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입력선택 스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4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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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2-1. 휴즈 교체 방법
만약 휴즈(F1)를 교환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바깥으로 끌어 당기신 후
F1을 제거하고 교체용 휴즈를 빼서 휴즈 (F1)의 위치에 끼운다.

Power Cord를 전원에서
분리하고 전원스위치를
OFF후 휴즈를 교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즈 (F1)

교체용 휴즈

3

입력전압 선택 및 휴즈용량

입력전압허용범위

선택스위치

휴즈
번호

1305

휴즈용량(250V)
1310
1503

1505

AC 90~132

115

F1

T2.5L

T7.0L

T2.5L

T5.0L

AC198~250

230

F1

T1.6L

T4.0L

T1.6L

T2.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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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을 위해 상기에 언급된 형태 및 용량의 휴즈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요!

2-2. 설치 및 취급주의
본 장비설치를 가장 안전하고 오랜사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요.

!

1. 매우 차갑고 더운곳에 장비설치를 피하십시요.
특히 자동차 근처,심한 햇빛과 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십시요.
2. 찬곳에서 가져온후 바로 사용하지 마십시요.
수분(액화현상)으로 인하여 작동에 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20분~30분정도 기다리신후 장비를 사용하십시요.
3. 습기,먼지에 노출하지 마십시요.
4. 장비위에 액체용기를 놓지 마십시요.
액체가 장비에 떨어지면 장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5. 진동이나 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요.
6. 방열구 주위나 장비위에 무거운 물체를 놓지 마십시요.
7. 모터와 같은 강한 자기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5

8. 방열구에 철사나 기구를 넣지 마십시요.
9. 장비근처에 뜨거운 인두를 놓지 마십시요.
10. 장비의 전면부분을 바닥에 놓지 마십시요. 전압,전류 노브에 파손을 초래합니다.
11. 본장비의 출력단에 다른 종류의 전원공급장치를 연결하지 마십시요.
12. 장비의 전원을 인가하기전 전압,전류노브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최소점에 두십시요.
13. 장비의 전원을 인가시 출력단자에 부하원을 연결하지 마십시요.(동작순서 참조 P13)

2-3. 세척
1. 더러워진 장비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천에 중성세제를 묻혀서
오염된곳을 가볍게 닦습니다.
2. 판넬이 더러우면 똑같은 방법으로 세척하십시요.
판넬이 심하게 더러우면 연한 중성세제 혹은 알코올에 충분히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더러워진 곳을 가볍게 닦습니다.
3. 벤젠 과 페인트 희석제 같은 휘발성 물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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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기적 특성
모델

항목

출력 전압 및 전류
전압변동율
정전압 모드 부하변동율
리플/노이즈
전압변동율
정전류 모드 부하변동율
리플/노이즈
메타 정확도

DC Output SW on
DC Output SW off

과전압 보호회로(O.V.P)

GP-1305

GP-1503

GP-1505

0 ~ 30V/ 0 ~ 5A

0 ~ 50V/ 0 ~ 3A
0 ~ 50V/ 0 ~ 5A
≤ 0.01% + 2mV
≤ 0.01% + 3mV
≤ 1mVrms
≤ 0.1% + 3mA
≤ 0.2% + 3mA
≤ 5mArms
±(1% of Reading + 1-Digit)
±(3-Digit of Reading)
최대출력전압의 110% 초과시 과전압보호회로 동작됨.

출력 On/Off 기능

주전원과 Output스위치가 동시에 On될 경우 출력가능

무부하시 전류Limit 설정기능
샤시 ~ 출력단자
절연
샤시 ~ 전원코드
주위온도
입력전원
크 기(W x H x D)
무 게(Approx.)
액세서리

Output 스위치 Off 시 설정가능
20MΩ 또는 이상(DC500V)
50MΩ 또는 이상(DC500V)
5˚C ~ 40˚C
AC115V/ 230V
60Hz (50HZ)
235mm x 136mm x 370mm
7.8Kg
7.8Kg
10Kg
매뉴얼, 전원입력코드, 출력테스트 리드,쇼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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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항목

출력 전압 및 전류
전압변동율
정전압 모드 부하변동율
리플/노이즈
전압변동율
정전류 모드 부하변동율
리플/노이즈
메타 정확도

DC Output SW on
DC Output SW off

과전압 보호회로(O.V.P)

8

GP-1310 /1510
0 ~30V/ 0 ~ 10A
0 ~ 50V/ 0 ~ 10A
≤ 0.01% + 2mV
≤ 0.01% + 3mV
≤ 1mVrms
≤ 0.1% + 5mA
≤ 0.2% + 5mA
≤ 8mArms
±(1% of Reading + 1-Digit)
±(3-Digit of Reading)
최대출력전압의 110% 초과시 과전압보호회로 동작됨.

출력 On/Off 기능

주전원과 Output스위치가 동시에 On될 경우 출력가능

무부하시 전류한계치 설정기능
샤시 ~ 출력단자
절연
샤시 ~ 전원코드
주위온도
입력전원
크 기(W x H x D)
무 게(Approx.)
액세서리

Output 스위치 Off 시 설정가능
20MΩ 또는 이상(DC500V)
50MΩ 또는 이상(DC500V)
5˚C ~ 40˚C
AC115V/230V
60Hz (50HZ)
235mm x 136mm x 370mm
12Kg / 13.5Kg
매뉴얼, 전원입력코드, 출력테스트 리드, 쇼트바

4. 판넬 설명
4-1. 전면 판넬
11

10

12

REGULATED DC POWER SUPPLY GP-1303

5

8

6

9
7

16

1

13

3

2

4

9

230

4-2. 후면 판넬

14

15

!
10

제품출고시 입력전압 선택스위치는 230V로 고정되어있습니다.

4-3. PANEL 기능설명
1. 전원스위치

: 기기의 전원을 단속하는 스위치.

2. GND 단자

: 샤시 GROUND단자.

3. - 출력단자

: 출력의 (-)단자.

4. + 출력단자

: 출력의 (+)단자.

5. 전류노브

: 전류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보륨

6. 전압노브(Coarse)

: 넓은 폭의 전압가변 보륨

7. 전압노브 (Fine)

: 미세 전압가변 보륨

8. 전류메타

: 전류값 표시( 3-Digit )

9. 전압 메타

: 전압값 표시( 3-Digit )

10. C.C 표시(Red )

: 장비의 전류가 정전류로 동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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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V 표시(Green)

12. O.V.P 표시(Yellow)

: 장비의 전압이 정전압으로 동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LED

: 출력전압이 설정된값 이상의 전압이 흘렀음을 알리는 LED
(동시에 출력전압 차단됨.)

13. DC Output On/Off 스위치 : 전원을 끄지 않고 출력을 제어하는 스위치로
ON시(
): 설정한 출력값이 출력됨.
OFF시(
): 출력이 차단됨.
14. 입력전압 선택스위치 : 입력전압(115V/230V)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
15. 입력 전원 소켓

: 입력전원코드를 삽입하는 단자이며 휴즈내장형임

16. 이동용 손잡이

: 장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손잡이
( 장비 이동시 좌.우의 손잡이를 반드시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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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 작
5-1 동작전 점검
외관의 기구적인 결함 여부(출력단자, 전류 및 전압메타, 스위치, 볼륨 등)를
확인하고 위의 사항에 이상이 없을 시 AC입력 전원을 연결한다.
!

파워코드를 입력라인에 연결하기 전 전압선택 스위치가 115V,230V 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동작 순서
1)
2)
3)
4)

DC OUTPUT 스위치를 OFF로 둔다.
전원 스위치를 켠다.
출력단에 부하원을 연결한다.
전압 및 전류메타를 보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값으로 전압,전류노브를 가변한다.

5) DC OUTPUT 스위치를 ON을 하면 OFF시 설정한 값으로 출력된다.(단 전류는
설정값이므로 부하를 가변하더라도 설정된 값 이상의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6) 설정된 전류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정전류 상태로 C.C 램프가 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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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및 전류 표시기)
예시1)
설정전류 값

설정전압 값

(DC OUTPUT 스위치 OFF시)
사용 전압 및 전류
전압을 30.0V 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전류를 3.00A 로 사용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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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OUTPUT 스위치 ON시)

⇒

실제 출력 값
30.0V
3.00A

6. 사용상 주위환경
6-1 본장비는 직사광선이나 40˚C 이상의 주위온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대출력전류의 한계치까지 사용할 경우 방열효과가 떨어지며
타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2 입력전원전압은 사용 전압에서 10%범위이내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출고시 입력전압 선택스위치는 230V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3. 주위환경 조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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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사용
고도 : 2,000m 이하
상대습도 : 45% ~ 85%
절 연 : Category (Overvoltage category) Ⅱ
환 경 : Degre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