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etix® VPC 서보 모터는 내부 영구 자석 기술을 이용해 continuous-duty 
애플리케이션에서 효율성, 토크 및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내장 팬이나 단일 

케이블 전력 및 피드백 옵션 같은 설계상의 장점으로 장비 성능과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공통 Logix 플랫폼을 통해 Studio 5000® 설계 환경에서 
Kinetix VPC를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 및 나머지 제어 시스템 구성 

요소와 함께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Allen-Bradley Kinetix VPC Continuous-Duty 서보 모터
Continuous-Duty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제공

향상된 성능

•  냉각 핀 및 팬을 통한 정격 토크 향상

•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제어를 위한 
고분해능 엔코더

•  내부 영구 자석 기술을 통한 효율성 및 
속도 향상

비용 감소

• L10 베어링 수명 최대 60% 증가

•  단일 케이블 연결을 통한 예비 부품 비용 및 
가동 중단 시간 감소 

•  현장 교체식 팬

• IE4 효율로 에너지 비용 감소



Continuous-Duty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

VPC는 전력과 피드백에 단일 케이블을 
사용해 배선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부 영구 자석 기술이 Continuous-duty 
애플리케이션에서 효율성과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IE4 효율 표준을 준수해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합니다.

내장 팬이 냉각 채널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연속 토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동일 출력에 
필요한 모터 크기가 감소합니다.

Kinetix VPC 서보 모터는 R2R(Roll-to-Roll) 애플리케이션에서 속도,  
토크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분해능 디지털 엔코더가 
장비 제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내부 영구 자석 기술이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와 함께 토크 
리플을 감소시켜 성능을 
개선합니다.



컨버팅, 프린팅, 웹 장비 등에서 Kinetix VPC 서보 모터를 사용하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컨버팅, 프린팅, 웹

•  고분해능 디지털 엔코더

•  낮은 토크 리플로 성능 
향상

•  약계자로 최대 속도 향상

•  팬을 통한 출력 극대화

•  풋 마운트로 설치 유연성 향상

•  벨트 연결용 대형 전방 베어링

•  높은 전력 밀도로 공간 요건 감소

•  단일 케이블 배선, 고분해능 DSL 엔코더 및 
높은 전력 밀도로 성능 저하 없이 공간 요건 
감소 

•  표준 구성으로 자재 명세 간소화

•  높은 전력 밀도와 단일 케이블 
배선으로 공간 요건 감소

•  저속 권선 옵션으로 토크 증가

• IE4 준수로 표준 인덕션 모터를 
효율적으로 대체

언와인더

프린터
엠보서

리와인더

어큐뮬레이터

트리머 로그 톱



모터 카탈로그 넘버 정격 속도(rpm) 션트 포함  
최대 속도(rpm) 정격 연속 토크(Nm) 피크 토크(Nm) 정격 연속 출력(kW) IE4 에너지 등급(%) Kinetix 5700 

드라이브

VPC-B1652A
1500 4500

25.5 40.3 4.0 91.1 2198-D020-ERS

VPC-B1653A 35.1 60.6 5.5 92.6 2198-D032-ERS

VPC-B1652D

3000 5000

17.6 40.7 5.5 93.0 2198-D032-ERS

VPC-B1653D 24.0 61.4 7.5 93.8 2198-D057-ERS

VPC-B1654D 35.1 76.6 11.0 93.5 2198-D057-ERS

VPC-B21539
1000 3000

52.5 118.8 5.5 92.7 2198-D032-ERS

VPC-B21549 72.0 158.4 7.5 92.9 2198-D057-ERS

VPC-B2153A
1500 4500

48.0 111.8 7.5 93.9 2198-D057-ERS

VPC-B2154A 70.1 140.1 11.0 94.5 2198-D057-ERS

VPC-B2154D

3000 5000

48.0 131.4 15.0 94.5 2198-S086-ERS

VPC-B2155D 59.0 156.7 18.5 94.0 2198-S086-ERS

VPC-B2156D 70.1 185.5 22.0 94.0 2198-S086-ERS

VPC-B30029

1000 3000

105.1 183.7 11.0 94.9 2198-S086-ERS

VPC-B30039 143.3 237.9 15.0 96.3 2198-S086-ERS

VPC-B30049 176.7 327.8 18.5 96.5 2198-S086-ERS

VPC-B3002A

1500

4000 95.5 170.4 15.0 95.2 2198-S086-ERS

VPC-B3003A
3500

140.3 244.8 22.0 96.3 2198-S086-ERS

VPC-B3004A 191.1 319.0 30.0 96.0 2198-S130-ERS

VPC-B3004D 3000 4000 95.5 257.7 30.0 94.7 2198-S160-ERS

산업별  
대상 시장
컨버팅

프린팅

웹 반송

자재 반송

Publication VPC-PP001A-KO-P – 2017년 3월  Copyright © 2017 Rockwell Autom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Allen-Bradley, Kinetix, LISTEN. THINK. SOLVE., Rockwell Software 및 Studio 5000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Kinetix VPC
제품 사양


	Button 17: 
	Button 20: 
	Button 21: 
	Button 22: 
	Button 23: 
	Button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