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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설항로표지 점검정비 주의사항 ••••••
 입문 및 잠금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출
점검시 항상 안전에 주의하며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진입로는 접근이 용이 하도록 정기적으로 정비 보완한다.
표지 내부에 빗물 및 해수 침투 여부를 점검하고 배수구를
확인 청소한다.
표지 내부의 창문 파손 여부 및 등탑상부 출입문이 강풍에 열려있는지
확인, 파손 시 점검 수리한다.
사설항로표지 점검정비 완료 후 누락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예비품은 출발전 미리 시험 확인한다.
무인표지 점검정비 기록부를 작성,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등 부 표 점검시 작업자는 안전로프를 연결하 여 안 전 을 확 보 한 다 .

축전지 점검
축전지실 개방 후 5분 정도 환기
축전지 전조 및 패킹 손상 여부 확인
축전지 단자 부식 및 연결 상태 확인
충전전압 단자 중 하나를 분리 ...> 전압 및 비중 측정
축전지 연결 및 교체 시 쇼트로 인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극성에
주의하여 연결
증류수 및 묽은 황산 보충 시 보안경을 착용하여 안전에 주의

03 점검정비용 장비 및 표지용품 ••••••
점검정비용 장비(공구)
전
 압 및 전류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비중계, 온도계, 초시계, 로프,
연마지, 니퍼, 몽키스패너, 절연 테이프, 라디오펜치 등 공구일체

등명기 점검

장비·용품

일광감지기(CDS)를 가린 후 점·소등 여부 확인

등명기, 축전지, 전구, 충방전조절기, 태양전지, 렌즈, 색 필터,
섬광기, 리드선, 볼트너트, 증류수, 일광감지기(CDS) 등 용품일체

등질(섬광주기) 확인

사설항로표지 정비원 안전용품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구명동의, 안전복 등

04 점검정비 상세 요령 ••••••
표체 상태 점검

LED 모듈 점등 상태 확인(LED식) /
전구의 밝기 및 전구교환기 동작상태 확인(전구식)
렌즈의 파손 여부 확인
섬광기 교환 시에는 쇼트로 인한 고장에 주의

표체 도장 및 균열, 기초 세굴 상태
염분에 의한 연결 부위의 부식 및 단락 여부 확인
난간, 사다리 등 철물의 부식 및 고정 상태
피뢰 접지 상태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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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점검
태양전지 파손 여부 확인

●

충방전조절기 설치시 주의사항
항목

내

역

설치시 케이블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입출력 단자 결선시 +,-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
● 설치완료 후 전압/전류 Meter등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
● 태양전지 전원선의 극성을 확인한 후 입력단자에 결선
● 축전지 전원선의 극성을 확인한 후 입력단자에 결선
● 부하측 전원선의 극성을 확인한 후 입력단자에 결선
● 모든 전선은 규정된 설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선로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여 전류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배선 연결 전 출력스위치 OFF
●

전압계로 충전 전압을 측정
전원
외부로 노출된 전원선 단락 여부 확인
역전류방지 다이오드 손상 여부
...> 태양전지 모듈 내에 부착되어 점검시 직접 전압 체크로 확인 가능
출력단

태양전지 설치대 상태 확인

● 전압(V),

전류(A), 태양전지 전압, 축전지 전압, 축전지 전류
극성을 확인한 후 출력단자에 결선함

● 충방전조절기의

충방전조절기 점검
과충전 방지 전압 : 1４.5V DC

부

●

조류 접근 방지시설 점검 및 조류 배설물 청소

셀 및 모듈 상태 확인

세

동작전 점검

출력(축전지 측) 전압 : 1４.2V DC

잠금 장치나 기타 부품이 부러지거나 손상된 것이
없으며 떨어진 부분이 없는 지 점검함
● 전원 연결용 전선은 선로 용량에 적합하게 선정되었으며
견고하게 조여져 움직임이 없는 지 점검함
● 각종 신호 연결 단자 및 배선은 손상된 것이 없으며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지 확인함
● 전면 내부의 램프 및 각종 METER는 정확하게 지시하는 지
확인함

부하전압(입력/축전지측 전압이 정상) : DC 11.5V ~ 12.5V(±0.5V)
● 축전지를

충전 방식 : 펄스 폭 변조 방식(P.W.M 방식)
충전 및 방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전압계 및 전류계 부착
사용가능 온도 : -30℃ ~ +60℃
축전지 과방전 방지 기능 내장

충방전
조절기
작동

연결하면 충전 램프(녹색)가 점등되며 방전시에는
적색 램프가 점등됨
● 등명기 점등 시 방전전류계 눈금을 확인하여 정상동작 확인
● 태양전지 입력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이 전력조절기의 요구
전압보다 낮을 시 낮은 전압이 출력되며 부동, 균등 충전의
설정된 전압보다 높은 전압으로 입력되면 충전이 시작되고
축전지 정격보다 낮게 변환되면 다시 충전이 멈춤
● 일조량이 부족하여 축전지가 종지 전압 이하가 되면 축전지가
충전을 시켜도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음

후크메타를 이용하여 각 단자대 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전류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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