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제어 장치 (충전기/AGV내 장착)

2022.04.22 / TABOS

TWC-2000W-A-RXCTL-□□□

(공장용)

(고객용)

본 커넥터는 고객용이 아닌 타보스 공장 출하 검사용 입니다.
This is not for the customers but for TABOS factory.

기기 작동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커넥터입니다.
This is an essential connector when operating the device.

[ TOP VIEW ]

[ TOP VIEW ]

상대물 (Opponent)

상대물 (Opponent)

A
B

Model Name :

Phoenix 1827635

DC 20-60V Free Voltage

TWC-2500W-A-RXCTL-□□□

Label_20220118

TWC-2500W-A-RXCTL-25V

DANGER : HIGH VOLT.

  
  

TWC-2500W-A-RXCOIL

[ TOP VIEW ]
상대물 (Opponent) : Molex 430250808

이럴 경우, 별도의 유선 충전기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과방전을 해제시킨 후 무선충전기로 충전 가능합니다.
In this case, you should use wired chargers releasing the overdischarge of the battery to charge it with a wireless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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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POWER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되, 필터 기능이 내장된 절연형 DCDC 컨버터를 통과한 전원 사용을 권장합니다.
습니다.
INPUT POWER uses battery power and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power that has passed through an insulated
DCDC converter with a filter function.
Label_20220118

ON

OFF

ENABLE

361

82

단위 : mm

수전 코일패드

2022.04.22 / TABOS

22

TWC-2500W-A-RXCOIL

코일패드 사이에 신체 부위, 금속물질, 또는 기타 물건을 넣지 마십시오.
Keep your body parts, metals or anything away between the coilpads.

무선 충전기 수전 코일 패드
Wireless Power Receiving Coil

SENSOR

TWC-2500W-A-RXCOIL

GROUND
수전 제어기와 연결 / Connection to Controller

181

TWC-2500W-A-RXCOIL
수전 코일 패드

TWC-2500W-A-RXCTL-□□V
수전 제어기

코일패드간 정렬 / Alignment

코일패드간 공극 / Gap between Coilpads

허용 공극 / Available Gap

1 ~ 6.5cm

적정 공극 / Recommended Gap

1.5 ~ 5.5cm

최적 공극 / Best Gap

3.5cm ( ±1.5cm )

센터 정렬 불일치 허용도
Available Center Misalignment

Max. 2cm

코일패드 온도
Temperature of Coilpads

The larger the gap,
the more heat is generated.

POWER

355

단위 : mm

송전제어기 (충전스테이션장착)

2022.04.22 / TABOS

DANGER

HIGH VOLTAGE

AUX-12V-FAN (COILPAD) / Optional
TWC-2500W-A-TXCTL

본 커넥터는 가동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It could be used optionally depending on the operating time.

TWC-2500W-A-TXCOIL
[ 권장 FAN 규격 ]
70 X 70 X 20 (mm)
60 X 60 X 20 (mm)

가 불필요합니다.
십시오.
[ TOP VIEW ]
상대물 (Opponent) : Molex 430250808

DC 12V 0.35A

REMOTE 모드로 사용시
When using REMOTE mode, ENABLE connector ON/OFF

전원 스위치를 OFF후 ON 시켜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In some cases, you may have to turn off the Power Inlet switch and turn back on.

FAN
FAN
송전 제어기의 가동시간이 길 경우 코일패드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AN이 활용됩니다.
The coilpad could be heated if the operating time is long.
In this case, you can use optional FAN for the coil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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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UTO
RX--1
SET : 29.0V / 60A /0
OUT : 25.3V /
7A
Normal_CHG

TWC-2500W-A-TXCTL

상대물 (Opponent)
12~30V

A
B
Phoenix 1827635

ON

OFF

INPUT POWER는 필터 기능이 내장된 절연형 컨버터를 통과한 전원 사용을 권장합니다.
For INPUT POWER, it is recommended to use power that has passed through an insulated converter.
Label_20220118

451

107

단위 : mm

송전 코일패드

2022.04.22 / TABOS

TWC-2500W-A-TXCOIL

59

코일패드 사이에 신체 부위, 금속물질, 또는 기타 물건을 넣지 마십시오.
Keep your body parts, metals or anything away between the coilpads.
무선 충전기 송전 코일 패드
Wireless Power Transmission Coil

SENSOR

TWC-2500W-A-TXCOIL

GROUND

송전 제어기와 연결 / Connection to Controller

TWC-2500W-A-TXCTL
송전 제어기

TWC-2500W-A-TXCOIL
송전 코일 패드

181

코일패드간 정렬 / Alignment

코일패드간 공극 / Gap between Coilpads

허용 공극 / Available Gap

POWER

1 ~ 6.5cm

적정 공극 / Recommended Gap

1.5 ~ 5.5cm

최적 공극 / Best Gap

3.5cm ( ±1.5cm )

센터 정렬 불일치 허용도
Available Center Misalignment

Max. 2cm

코일패드 온도
Temperature of Coilpads

The larger the gap,
the more heat is generated.

355

단위 : mm

충전스테이션 조작반

2022.04.22 / TABOS

TWC-TX-STA-PNL
(가대는 견적금액에서 제외)

Buzzer

Wireless Charger TX Control Panel
무선충전기 송전 제어기 조작반

OFF

ON

RGENC
ME

Y

E

Model : TWC-TX-STA-PNL

OFF

ON

160

S T
O P

Charging Ready

Error Reset

ON : Home Pos.
OFF : Inspection

Green (녹) : Charging
Yellow (황) : Ready
Red (적) : Error

340

단위 : mm

충전스테이션 Total ( 송전 제어기 + 송전 코일패드 + 가대 + 조작반 )

2022.04.22 / TABOS

TWC-TX-STA-Total
620

280

AUX-12V-FAN (COILPAD) / Optional
TWC-2500W-A-TXCTL

본 커넥터는 가동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It could be used optionally depending on the operating time.

TWC-2500W-A-TXCOIL
[ 권장 FAN 규격 ]
70 X 70 X 20 (mm)
60 X 60 X 20 (mm)

가 불필요합니다.
십시오.
[ TOP VIEW ]
상대물 (Opponent) : Molex 430250808

DC 12V 0.35A

REMOTE 모드로 사용시
When using REMOTE mode, ENABLE connector ON/OFF

전원 스위치를 OFF후 ON 시켜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In some cases, you may have to turn off the Power Inlet switch and turn back on.

FAN
FAN
송전 제어기의 가동시간이 길 경우 코일패드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AN이 활용됩니다.
The coilpad could be heated if the operating time is long.
In this case, you can use optional FAN for the coilpad.

상대물 (Opponent)
12~30V

A
B
Phoenix 1827635

INPUT POWER는 필터 기능이 내장된 절연형 컨버터를 통과한 전원 사용을 권장합니다.
For INPUT POWER, it is recommended to use power that has passed through an insulated converter.
Label_20220118

870

SENSOR

TWC-2500W-A-TXCOIL

GROUND

POWER

단위 :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