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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손쉬운 DCN 연결

u 최대 255W 전력 공급

u 내장형 DCN 네트워크 분배기로 자유로운 설치 및 시스템
케이블 연결

u 루프 스루 케이블 연결

u CCU를 켤 때 자동으로 켜짐

확장 전원 공급 장치는 CCU와 함께 사용되어 DCN 네트워
크에 추가 전력을 공급합니다.

기능

제어기 및 표시등
• "전원 On" LED 표시등
• DCN 콘센트 과부하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등 3개(적색

LED)

상호 연결
• 내장형 퓨즈 홀더가 포함된 유럽형 전원 소켓
• 금형처리된 6극 회로 커넥터가 있는 2m(78.7in) DCN 케
이블

• DCN 네트워크와의 루프 스루 연결을 위한 6극 회로 소켓
• 장치 연결 및 확장 전원 공급 장치를 위한 DCN 콘센트 소
켓 3개 각각의 소켓은 단락 방지 처리됨(6극 회로 소켓 3
개)

제공된 부품

수량 구성품

1개 DCN-EPS 확장 전원 공급 장치

1개 전원 코드 1.7m(66.9in)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공급 전압 105, 115, 125, 220, 230, 240VAC

전력 소비 350W

DCN 시스템 공급 40VDC, 최대 85W/DCN 소켓

기계적 특성

설치 테이블 상단에 자유롭게 설치하
거나 19인치 랙에 장착(가로 19
인치 장치 2대 필요)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100 x 220 x 308mm
(3.9 x 8.7 x 12.1in)

무게 8.3kg(18.3lbs)

캐비닛 색상 차코(PH 10736)

손잡이 색상 차코(PH 10736)

주문 정보

DCN‑EPS 확장 전원 공급 장치
북미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용 DCN Next Generation 확장
전원 공급 장치
주문 번호 DCN-EPS



DCN‑EPS‑UL 확장 전원 공급 장치 UL/CSA
북미용 DCN Next Generation 확장 전원 공급 장치,
UL/CSA
주문 번호 DCN-EPS-UL

DCN‑EPS‑JP 확장 전원 공급 장치(JP)
DCN Next Generation 확장 전원 공급 장치, (JP) 일본 버
전
주문 번호 DCN‑EPS‑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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