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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5-03012 (12V 2.5A) EQ5-05012 (12V 4.2A)
EQ5-03024 (24V 1.2A) EQ5-05024 (24V 2.1A)

EQ5-07512 (12V 6.2A) EQ5-10012 (12V 8.4A)
EQ5-07524 (24V 3.1A) EQ5-10024 (24V 4.2A)

EQ5-17512 (12V 14.6A) EQ5-24012 (12V 20A)
EQ5-17524 (24V 7.3A) EQ5-24024 (24V 10A)

※ 상기 표기된 제품외의 전압 및 사양은 주문 생산이므로 납기 및 가격은 각 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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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단락편 선택방식 110~240VAC (85~264VAC)

주파수 50/60Hz

구분 30W 50W 75W 100W 175W 240W

전류 110VAC 0.4A 0.6A 1.0A 1.2A 2.2A 2.8A

220VAC 0.2A 0.3A 0.5A 0.6A 1.1A 1.4A

최소전류
110VAC 0.5mA이하

220VAC 1mA이하

돌입전류
110VAC 25A 이하

220VAC 50A 이하

노이즈 휠터 있음

입력조건

과전류보호 정격출력전류 105~160%, 자동복귀

부족전압표시등 적색

부족전압검출출력 없음 접점출력 : 0.1A 24VDC

부속기능

※ 제품의 사양 및 재질은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출하시 220VAC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전압가변범위 ±10% 이내

리플노이즈 2%(P-P)이하

입력변동 0.5%이하(입력 85∼264VAC, 100% 부하시)

부하변동 1.5%이하(10∼100%이하)

온도변동 0.05%이하/℃ 이하

기동시간 100ms이하 200ms이하 300ms이하

출력유지시간 20ms이하

출력표시등 녹색

출력특성

사용주위온도 (-)10℃~50℃ 온도특성 그래프참조(결로, 결빙 없을 것)

보존온도 (-)25℃~65℃(결로, 결빙 없을 것)

사용주위습도 25%~85% RH(보존 습도 25~90% RH)

입력단자와출력단자간 3,000VAC 1분간

내전압 입력단자와 GND간 2,000VAC 1분간

출력단자와 GND간 1,000VAC 1분간

검출전류 20mA 25mA

절연저항 100MΩ이상 (500VDC)

내진동 10~55Hz 진동폭 0.3mm

내충격 300m/s2 6방향 각 3회 이상 30G

단자나사 체결 Torque 0.8N·m (8.16kgf·cm)

일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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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사항 (EQ5 시리즈)

·EQ5-030 , EQ5-05024는
85V ~ 264VAC(Free Voltage)

·EQ5-07524, EQ5-10024,
EQ5-17524, EQ5-24024는
단락편(Short Bar)에 의한
선택방식 입니다.
110VAC : 85V ~ 132VAC
220VAC : 170V ~ 264VAC  

·출하시의 설정은 개방 (220VAC)으로 되어 있습니다.

·EQ5-24024의 경우 220V 입력시의 전압은 170V ~ 253VAC 입니다.

·2대의 전원으로 (±) 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Q5-030 , EQ5-05024 에
있어서는 다이오드(   )를 접속
하여 주십시오. 
또 다이오드의 접속에 관한 상
세한 사항은 당사 앞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Q5-07524, EQ5-10024,
EQ5-17524, EQ5-24024는
다이오드 접속을 하지않고 사
용가능 합니다.)

·EQ5-10024, EQ5-17524,
EQ5-24024에 한해서만 직렬
운전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출력용량하에서 직
렬운전도 가능은 하나 부하로
흐르는 전류는 용량이 적은 쪽
의 정격출력 이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시에는 정격전압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면의 V. ADJ에 의한 정격전압의 10%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10%이하로 세팅하면 부족전압 표시기능이 작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절연저항 시험을 하실 때에는 DC 절연저항계를 500VDC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의파손을방지하기위해모든출력단자를단락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전원은 입력단자와 출력단자간 3,000VAC
·1분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실 경우 내전압시험기의 전류는 다음 값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Q5-030 , EQ5-05024, EQ5-07524, EQ5-10024 : 20mA
EQ5-17524, EQ5-24024 : 25mA

·인가전압은 0 ~ 3,000V를 천천히 상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후에
도 전압을 서서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3,000V를 갑자기 인가하거나 차단하면 임펄스(Implus)가 발생하여
전원부의 전기적 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출력단자, 부족전압검출 출력단자는 파손방지 목적상 반드시 모든
단자를 단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전류보호회로(정격전류의 105%이상에서 작동)에 의해 단락, 과전류
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출력전압을 저하시켜 기기를 보호합니다. 
과전류 상태가 해제되면 전원은 자동적으로 정상운전으로 복귀합니다.

·장시간 단락 및 과전류 상태는 내부소자의 열화 및 전기적 소손을 초래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Q5-24024형에 한함)
·정격출력의 120%이상의 전압이 출력될 경우 출력전압을 차단, 
과전압에 의한 부하의 소손을 방지합니다. 복귀는 입력전원을
Off해서 1분이상 방치한 다음 입력전원을 재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전원의 재투입은 반드시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전압의 저하가 검출되면 LED (DC LOW 적색)가 켜져서
출력이상을 알립니다.

·검출전압은 정격출력전압의 약 80%(75%~ 9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5W이상급 타입에 있어서는 부족전압 검출출력을 가지고 있어 부족
전압 검출시에는 LED점등과 동시적으로 DC LOW단자 사이가 단락상
태로 변합니다.

·접점용랑 : 24VDC 0.1A
·부족전압 표시기능은 전원의 출력단자부의 전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전압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는 부하단의 전압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Q5-10024에서“Class2”요구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UL Listed,
CSA가 인정하는 외에 최대 4.2A의 Fuse 또는 동등한 Circuit Bracker
를 부하와 직렬되게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출력부는 이것에 의
해“Class2”에 적합해집니다.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단락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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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방법 및 효율

장착에 있어 기기의 장기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대류식이므로 전원주위의 대기가

대류 가능토록 세팅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기의 대류

② 10mm이상 (2개 이상 장착시 제품간의 최소거리)

■ 특성그래프 ■ 장착방법

ⓐ표준장착 ⓑ상향장착

출력단의 전압저하를 검출하여 정격전압이 저하될 경우는 적색LED가 점등됩니다.

또한 릴레이의 외부출력이 이루어 집니다.

표시등의상태 전압상태 릴레이동작

녹색점등 DC ON 출력단 전압이

적색소등 DC LOW 정격전압의 90% 이상일때

녹색 LED가 점등합니다.

녹색점등 DC ON 출력단 전압이

적색점등 DC LOW 정격전압의 75%~90%일때

적색 LED가 점등합니다.

녹색소등 DC ON 출력단 전압이 0V일때

적색소등 DC LOW LED는 소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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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1-15S12 (12V 1.2A) EQ1-30S12 (12V 2.5A)
EQ1-15S24 (24V 0.6A) EQ1-30S24 (24V 1.2A)

EQ1-50S12 (12V 4.1A) EQ1-75S12 (12V 6.2A)
EQ1-50S24 (24V 2.2A) EQ1-75S24 (24V 3.1A)

EQ1-150S12 EQ1-220S12 EQ1-300S12
EQ1-150S24(24V 6.0A) EQ1-220S24(24V 9.5A) EQ1-300S24(24V 13.0A)



성능 및 사양 (EQ1 시리즈)

2004 ●●Catalog15-11

15

전압 110~240VAC (85~264VAC)

전압절환 15S 30S 50S 75S 150S 220S 300S

(110/220VAC) FREE VOLTAGE 내부절환 단락편 선택

주파수 50/60Hz

효율 70% 이상

돌입전류 20A 이하

입력조건

전압 12/24VDC

전압변동률 ±5% 이하

라인변동률 ±1% 이하

리플(Vp-p) 290mV 이하

리플 & 노이즈 290mV 이하

상승시간 100ms 이하

복귀시간 15ms 이상

출력특성

사용주위온도 (-)10℃~50℃(무결빙)

보존온도 (-)25℃~65℃

사용주위습도 25%~85% RH

입력단자와출력단자간

내전압 입력단자와 GND간 2,000VAC 1분간

출력단자와 GND간

검출전류 25mA

절연저항 100MΩ이상 (500VDC)

내진동 10~55Hz 진동폭 0.3mm

단자나사 체결 Torque 0.5N·m (5.10kgf·cm)

일반특성

과전류보호 정격출력전류 105~160%

부족전압표시등 적색

부족전압검출출력 접점출력 : 0.1A 24VDC

부속기능

※ 본제품의 사양 및 제질은 품질향상등의 목적으로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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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1-15S EQ1-30S

EQ1-50S EQ1-7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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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1-150S

EQ1-220S

EQ1-300S



Bracket (EQ1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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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1-15S Series
EQ1-30S Series
EQ1-50S Series
EQ1-75S Series

EQ1-150S Series

EQ1-220S Series
EQ1-300S Se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