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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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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일반 주의 사항

주의: 

• 본 제품을 설치, 설정, 작동 또는 유지보수하기 전에 본 문서와 참고 자료에서 장비의 설치, 설정 또는 작동에 관한 정보를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모든 관련 법규 및 표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더해 설치 및 배선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설치, 조정, 작동, 사용, 조립, 분해 및 유지보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장비를 제조사에서 명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장비의 보호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식 장비는 전기기계식 장비와는 작동 특성이 다릅니다 . 전자식 제어의 적용 ,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 지침

(SGI-1.1,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 또는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에서 제공 )에서는 전자식 장비

와 전기기계식 장비 간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의: 인버터에는 주 전원을 제거한 후 방전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고압 커패시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버터에서 전원

을 끈 후 3분 정도 기다려서 DC 버스 커패시터가 방전되도록 하십시오. 3분 후 AC 전압 L1, L2, L3(선간 전압 및 선-접지간 전
압)을 확인하여 주 전원이 차단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DC- 및 DC+ 버스 단자 사이의 DC 전압을 측정해서 DC 버스가 0볼트로

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L1, L2, L3, T1, T2, T3 DC– 및 DC+ 단자와 접지 사이의 DC 전압을 측정하고 전압이 0V로 방전될 때
까지 미터를 단자에 계속 대고 계십시오. 방전 프로세스는 0 볼트에 도달하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디스

플레이 LED가 어둡게 표시되더라도 커패시터가 안전한 전압 레벨로 방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 가변속 인버터 및 관련 기기를 잘 아는 전문가만이 시스템의 설치, 스타트업 및 차후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상을 입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인버터는 ESD(정전기 방전)에 민감한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버터의 설치, 시험, 가동 또는 보수 시 정전기

제어 절차가 필요합니다. ESD 제어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전기 방지 절차에 대해 잘 모르

시면 A-B publication 8000-4.5.2, “정전기에 의한 손상 방지”나 ESD 방지 관련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인버터가 올바르게 적용 또는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부품이 손상되거나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모터 용량

부족, 부정확하거나 부적합한 AC 공급, 과도한 주변 온도 등 배선 및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시스템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주의: 버스 조절기 기능은 과도한 감속 , 오버홀 부하 및 편심 부하에 의한 전압 초과 폴트를 방지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발생하도록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1. 입력 전압의 급격한 증가 또는 입력 전압의 불균형으로 인해 명령을 받지 않은 속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감속 시간은 명령 된 감속 시간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버터가 이 상태를 1분간 유지하면 “정동 폴트”가 생성됩니다.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버스 조절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파라미터 A550 [버스 레귤레이션 활성화] 참조). 또한 적절한 크기의 회생 제동 저항을 설치하면 대
부분의 경우에서 성능이 유지되거나 향상됩니다.

주의 : 부상 또는 장비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인버터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버터 섀시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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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설치 고려사항

• 인버터를 편평하고 균일한 표면에 똑바로 설치하십시오.

• 먼지나 금속 조각을 제거해 냉각팬을 보호하십시오.

• 부식성 환경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최소 설치 간격

설치 치수는 33페이지의 치수 및 무게을 참조하십시오.

(1) 제어 모듈 팬 키트가 있는 프레임 E에만 95 mm (3.7 in.)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2) 제어 모듈 팬 키트가 있는 프레임 E에만 12 mm (0.5 in.)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프레임 나사 크기 나사 토크

A M5 (#10...24) 1.56...1.96 Nm (14...17 lb-in.)

B M5 (#10...24) 1.56...1.96 Nm (14...17 lb-in.)

C M5 (#10...24) 1.56...1.96 Nm (14...17 lb-in.)

D M5 (#10...24) 2.45...2.94 Nm (22...26 lb-in.)

E M8 (5/16 in.) 6.0...7.4 Nm (53...65 lb-in.)

25 mm
(1.0 in.)

25 mm
(1.0 in.)

(2)

(2)

25 mm
(1.0 in.)

50 mm
(2.0 in.)

50 mm
(2.0 in.)(1)

50 mm
(2.0 in.)(1)

50 mm
(2.0 in.)(1)

50 mm
(2.0 in.)

50 mm
(2.0 in.)

50 mm
(2.0 in.)

Esc Sel Esc SelEsc Sel Esc 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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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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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Zero Stacking
인버터 간 이격 공간 없음

가로, Zero Stacking, 제어 모듈 팬 키트 있음

인버터 간 이격 공간 없음

세로 세로, Zero Stacking, 
제어 모듈 팬 키트 있음

인버터 간 이격 공간 없음

세로, 제어 모듈 팬 키트 있음

가로, 제어 모듈 팬 키트 있음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520-QS001B-KO-E - 2017년11월 3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주변 작동 온도

옵션 키트는 PowerFlex 520 시리즈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의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일반 접지 요건

인버터 안전 접지 - (PE)는 시스템 접지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접지 임피던스는 국가 및 현지 산업 안전 규정 및/
또는 전기 규정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모든 접지 연결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접지 방법

설치 외함 등급(3)

(3) IP 30/NEMA 1/UL 타입 1 등급에서는 PowerFlex 520 시리즈 IP 30/NEMA 1/UL 타입 1 옵션 키트(카탈로그 넘버 25-JBAx)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변 온도

최소 최대 ( 경감 없음 )
최대 ( 정격 감소
)(4)

(4) 카탈로그 넘버 25x-D1P4N104와 25x-E0P9N104는 최대(경감) 열 아래의 온도가 모든 설치 방법에서(정격감소) 컬럼이 5 °C (9 °F)씩 감소합니다.

제어 모듈 팬 키트가 있는 
경우 최대 값 ( 정격 감소 )(2) (5)

(5) 카탈로그 넘버 25x-D1P4N104와 25x-E0P9N104는 최대, 제어 모듈 팬 키트 있음(경감) 항목 아래의 온도가 세로 설치와 Zero Stacking을 사용한 세로 설치 방법에서

만 10 °C (18 °F)씩 감소합니다.

세로 IP 20/개방형

–20 °C (–4
°F)

50 °C (122 °F) 60 °C (140 °F) 70 °C (158 °F)

IP 30/NEMA 1/UL 타입
1

45 °C (113 °F) 55 °C (131 °F) –

세로, Zero Stacking IP 20/개방형 45 °C (113 °F) 55 °C (131 °F) 65 °C (149 °F)

IP 30/NEMA 1/UL 타입
1

40 °C (104 °F) 50 °C (122 °F) –

가로, 제어 모듈 팬 키트 
있음(1) (2)

(1) 카탈로그 넘버 25x-D1P4N104와 25x-E0P9N104는 가로 설치 방법을 사용해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PowerFlex 520 시리즈 제어 모듈 팬 키트(카탈로그 넘버 25-FANx-70C)를 설치해야 합니다.

IP 20/개방형 50 °C (122 °F) – 70 °C (158 °F)

가로, Zero Stacking, 
제어 모듈 팬 키트 있음(1)(2)

IP 20/개방형 45 °C (113 °F) – 65 °C (149 °F)

SHLD

U/T1
V/T2
W/T3

R/L1
S/L2
T/L3

Esc 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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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비접지 배전 계통

MOV 분리

인버터 손상을 방지하려면, 모든 위상의 선-접지간 전압이 공칭 선간 전압의 125%를 초과할 수 있는 비접지 배전

계통 (IT 주 전원 )에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 접지에 연결된 MOV를 분리해야 합니다 . 이 장비들을 분리하려면 아래

그림에 표시된 점퍼를 제거하십시오.

1.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푸십시오.

2. 점퍼를 인버터 섀시에서 당겨 완전히 빼내십시오.

3. 나사를 조여 원위치하십시오.

점퍼 위치 ( 일반적인 위치 )

상 - 접지간 MOV 제거

CE 적합성

저전압(LV) 및 전자기 적합성(EMC) 지침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

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PowerFlex 520 시리즈 인버터에는 접지로 연결되는 보호 MO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를 비접지 또는 저항 접지

배전 계통에 설치할 경우 이 장비들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주의: 내장 필터가 있는 인버터에서 MOV를 제거하면 접지에서 필터 커패시터도 분리됩니다.

중요 점퍼 제거 후 나사를 조이십시오.

전원 모듈

R/L1
S/L2
T/L3

1 2 3 4

Three-Phase
AC Input

Ju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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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퓨즈 및 회로 차단기

카탈로그 넘버(1) 정격 출력 정격 입력 분기 회로 보호

최
소

 외
함

체
적

(in
.3 )

IP
 20

 개
방
형

전
력

 손
실
량

PowerFlex 523 PowerFlex 525

Normal Duty Heavy Duty

Am
p 전압

범위 kVA

최대
Amps
(2)

퓨즈
등급
최소 /
최대 컨택터

140M 모터
보호기(3) (4) (5)HP kW HP kW

100...120V AC (–15%, +10%) – 단상 입력, 0...230V 3상 출력 
25A-V1P6N104 – 0.25 0.2 0.25 0.2 1.6 85...132 0.8 6.4 10/16 100-C09 140M-C2E-B63 – 20.0
25A-V2P5N104 25B-V2P5N104 0.5 0.4 0.5 0.4 2.5 85...132 1.3 9.6 16/20 100-C12 140M-C2E-C10 – 27.0
25A-V4P8N104 25B-V4P8N104 1.0 0.75 1.0 0.75 4.8 85...132 2.5 19.2 25/40 100-C23 140M-D8E-C20 – 53.0
25A-V6P0N104 25B-V6P0N104 1.5 1.1 1.5 1.1 6.0 85...132 3.2 24.0 32/50 100-C23 140M-F8E-C25 – 67.0
200...240V AC (–15%, +10%) – 1상 입력, 0...230V 3상 출력

25A-A1P6N104 – 0.25 0.2 0.25 0.2 1.6 170...264 1.4 5.3 6/10 100-C09 140M-C2E-B63 – 20.0
25A-A2P5N104 25B-A2P5N104 0.5 0.4 0.5 0.4 2.5 170...264 1.7 6.5 10/16 100-C09 140M-C2E-C10 – 29.0
25A-A4P8N104 25B-A4P8N104 1.0 0.75 1.0 0.75 4.8 170...264 2.8 10.7 16/25 100-C12 140M-C2E-C16 – 50.0
25A-A8P0N104 25B-A8P0N104 2.0 1.5 2.0 1.5 8.0 170...264 4.8 18.0 25/40 100-C23 140M-F8E-C25 – 81.0
25A-A011N104 25B-A011N104 3.0 2.2 3.0 2.2 11.0 170...264 6.0 22.9 32/50 100-C37 140M-F8E-C25 – 111.0
200...240V AC (–15%, +10%) – EMC 필터가 있는 1상 입력, 0...230V 3상 출력

25A–A1P6N114 – 0.25 0.2 0.25 0.2 1.6 170...264 1.4 5.3 6/10 100-C09 140M-C2E-B63 – 20.0
25A–A2P5N114 25B-A2P5N114 0.5 0.4 0.5 0.4 2.5 170...264 1.7 6.5 10/16 100-C09 140M-C2E-C10 – 29.0
25A–A4P8N114 25B-A4P8N114 1.0 0.75 1.0 0.75 4.8 170...264 2.8 10.7 16/25 100-C12 140M-C2E-C16 – 53.0
25A–A8P0N114 25B-A8P0N114 2.0 1.5 2.0 1.5 8.0 170...264 4.8 18.0 25/40 100-C23 140M-F8E-C25 – 84.0
25A–A011N114 25B-A011N114 3.0 2.2 3.0 2.2 11.0 170...264 6.0 22.9 32/50 100-C37 140M-F8E-C25 – 116.0
200...240V AC (–15%, +10%) – 3상 입력, 0...230V 3상 출력

25A-B1P6N104 – 0.25 0.2 0.25 0.2 1.6 170...264 0.9 1.9 3/6 100-C09 140M-C2E-B25 – 20.0
25A-B2P5N104 25B-B2P5N104 0.5 0.4 0.5 0.4 2.5 170...264 1.2 2.7 6/6 100-C09 140M-C2E-B40 – 29.0
25A-B5P0N104 25B-B5P0N104 1.0 0.75 1.0 0.75 5.0 170...264 2.7 5.8 10/16 100-C09 140M-C2E-B63 – 50.0
25A-B8P0N104 25B-B8P0N104 2.0 1.5 2.0 1.5 8.0 170...264 4.3 9.5 16/20 100-C12 140M-C2E-C10 – 79.0
25A-B011N104 25B-B011N104 3.0 2.2 3.0 2.2 11.0 170...264 6.3 13.8 20/32 100-C23 140M-C2E-C16 – 107.0
25A-B017N104 25B-B017N104 5.0 4.0 5.0 4.0 17.5 170...264 9.6 21.1 32/45 100-C23 140M-F8E-C25 – 148.0
25A-B024N104 25B-B024N104 7.5 5.5 7.5 5.5 24.0 170...264 12.2 26.6 35/63 100-C37 140M-F8E-C32 – 259.0
25A-B032N104 25B-B032N104 10.0 7.5 10.0 7.5 32.2 170...264 15.9 34.8 45/70 100-C43 140M-F8E-C45 – 323.0
25A-B048N104 25B-B048N104 15.0 11.0 10.0 7.5 48.3 170...264 20.1 44.0 63/90 100-C60 140M-F8E-C45 1416.0(7) 584.0
25A-B062N104 25B-B062N104 20.0 15.0 15.0 11.0 62.1 170...264 25.6 56.0 70/125 100-C72 – – 708.0
380...480V AC (–15%, +10%) – 3상 입력, 0...460V 3상 출력

25A-D1P4N104 25B-D1P4N104 0.5 0.4 0.5 0.4 1.4 323...528 1.7 1.9 3/6 100-C09 140M-C2E-B25 – 27.0
25A-D2P3N104 25B-D2P3N104 1.0 0.75 1.0 0.75 2.3 323...528 2.9 3.2 6/10 100-C09 140M-C2E-B40 – 37.0
25A-D4P0N104 25B-D4P0N104 2.0 1.5 2.0 1.5 4.0 323...528 5.2 5.7 10/16 100-C09 140M-C2E-B63 – 62.0
25A-D6P0N104 25B-D6P0N104 3.0 2.2 3.0 2.2 6.0 323...528 6.9 7.5 10/16 100-C09 140M-C2E-C10 – 86.0
25A-D010N104 25B-D010N104 5.0 4.0 5.0 4.0 10.5 323...528 12.6 13.8 20/32 100-C23 140M-C2E-C16 – 129.0
25A-D013N104 25B-D010N104 7.5 5.5 7.5 5.5 13.0 323...528 14.1 15.4 20/35 100-C23 140M-D8E-C20 – 170.0
25A-D017N104 25B-D017N104 10.0 7.5 10.0 7.5 17.0 323...528 16.8 18.4 25/40 100-C23 140M-D8E-C20 – 221.0
25A-D024N104 25B-D024N104 15.0 11.0 15.0 11.0 24.0 323...528 24.1 26.4 35/63 100-C37 140M-F8E-C32 656.7(7) 303.0
25A-D030N104 25B-D030N104 20.0 15.0 15.0 11.0 30.0 323...528 30.2 33.0 45/70 100-C43 140M-F8E-C45 656.7(7) 387.0
380...480V AC (–15%, +10%) – EMC 필터가 있는 3상 입력, 0...460V 3상 출력

25A-D1P4N114 25B-D1P4N114 0.5 0.4 0.5 0.4 1.4 323...528 1.7 1.9 3/6 100-C09 140M-C2E-B25 – 27.0
25A-D2P3N114 25B-D2P3N114 1.0 0.75 1.0 0.75 2.3 323...528 2.9 3.2 6/10 100-C09 140M-C2E-B40 – 37.0
25A-D4P0N114 25B-D4P0N114 2.0 1.5 2.0 1.5 4.0 323...528 5.2 5.7 10/16 100-C09 140M-C2E-B63 – 63.0
25A-D6P0N114 25B-D6P0N114 3.0 2.2 3.0 2.2 6.0 323...528 6.9 7.5 10/16 100-C09 140M-C2E-C10 – 88.0
25A-D010N114 25B-D010N114 5.0 4.0 5.0 4.0 10.5 323...528 12.6 13.8 20/32 100-C23 140M-C2E-C16 – 133.0
25A-D013N114 25B-D013N114 7.5 5.5 7.5 5.5 13.0 323...528 14.1 15.4 20/35 100-C23 140M-D8E-C20 – 175.0
25A-D017N114 25B-D017N114 10.0 7.5 10.0 7.5 17.0 323...528 16.8 18.4 25/40 100-C23 140M-D8E-C20 – 230.0
25A-D024N114 25B-D024N114 15.0 11.0 15.0 11.0 24.0 323...528 24.1 26.4 35/63 100-C37 140M-F8E-C32 656.7(7) 313.0
25A-D030N114 25B-D030N114 20.0 15.0 15.0 11.0 30.0 323...528 30.2 33.0 45/70 100-C43 140M-F8E-C45 656.7(7) 402.0
25A-D037N114 25B-D037N114 25.0 18.5 20.0 15.0 37.0 323...528 30.8 33.7 45/70 100-C43 140M-F8E-C45 – 602.0
25A-D043N114 25B-D043N114 30.0 22.0 25.0 18.5 43.0 323...528 35.6 38.9 50/80 100-C60 140M-F8E-C45 –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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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525...600V AC (–15%, +10%) – 3상 입력, 0...575V 3상 출력

25A-E0P9N104 25B-E0P9N104 0.5 0.4 0.5 0.4 0.9 446...660 1.4 1.2 3/6 100-C09 140M-C2E-B25 – 22.0
25A-E1P7N104 25B-E1P7N104 1.0 0.75 1.0 0.75 1.7 446...660 2.6 2.3 3/6 100-C09 140M-C2E-B25 – 32.0
25A-E3P0N104 25B-E3P0N104 2.0 1.5 2.0 1.5 3.0 446...660 4.3 3.8 6/10 100-C09 140M-C2E-B40 – 50.0
25A-E4P2N104 25B-E4P2N104 3.0 2.2 3.0 2.2 4.2 446...660 6.1 5.3 10/16 100-C09 140M-D8E-B63 – 65.0
25A-E6P6N104 25B-E6P6N104 5.0 4.0 5.0 4.0 6.6 446...660 9.1 8.0 10/20 100-C09 140M-D8E-C10 – 95.0
25A-E9P9N104 25B-E9P9N104 7.5 5.5 7.5 5.5 9.9 446...660 12.8 11.2 16/25 100-C16 140M-D8E-C16(6) – 138.0
25A-E012N104 25B-E012N104 10.0 7.5 10.0 7.5 12.0 446...660 15.4 13.5 20/32 100-C23 140M-D8E-C16 – 164.0
25A-E019N104 25B-E019N104 15.0 11.0 15.0 11.0 19.0 446...660 27.4 24.0 32/50 100-C30 140M-F8E-C25 656.7(7) 290.0
25A-E022N104 25B-E022N104 20.0 15.0 15.0 11.0 22.0 446...660 31.2 27.3 35/63 100-C30 140M-F8E-C32 656.7(7) 336.0
25A-E027N104 25B-E027N104 25.0 18.5 20.0 15.0 27.0 446...660 28.2 24.7 35/50 100-C30 140M-F8E-C32 1416.0(7) 466.0
25A-E032N104 25B-E032N104 30.0 22.0 25.0 18.5 32.0 446...660 33.4 29.2 40/63 100-C37 140M-F8E-C32 1416.0(7) 562.0

(1)  이 인버터에는 Normal Duty(ND) 및 Heavy Duty(HD) 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인버터가 더 낮은 전류 정격의 모터를 제어할 때는 인버터 명판에서 인버터 입력 전류 정격을 참조하십시오.

(3) Bulletin 140M 모터 보호 회로 차단기의 AIC 정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Bulletin 140M 모터 보호 회로 차단기 적용 정격을 참조하십시오.

(4) 전류 범위 조절이 가능한 Bulletin 140M은 전류 트립을 장비가 트립하지 않는 최소 범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5) 수동 자가 보호(타입 E) 결합 모터 컨트롤러, 480Y/277 및 600Y/347 AC 입력에 대해 UL 인증됨. 480V 또는 600V 델타/델타, 코너 접지 또는 고저항 접지 시스템에서의 
사용에 대해 UL 인증 안 됨.

(6) 140M 회로 차단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25A-E9P9104를 최소 크기 457.2 x 457.2 x 269.8 mm (18 x 18 x 10.62 in.)의 통풍식 또는 비통풍식 외함에 설치해야 합니다.

(7) 수동 자가 보호(타입 E) 결합 모터 컨트롤러를 이 인버터 정격 용량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버터를 이 열에 명시된 최소 부피의 통풍식 또는 비통풍식 외함에 설치

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별 열 고려사항 때문에 더 큰 외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넘버(1) 정격 출력 정격 입력 분기 회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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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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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량

PowerFlex 523 PowerFlex 525

Normal Duty Heavy Duty

Am
p 전압

범위 kVA

최대
Amps
(2)

퓨즈
등급
최소 /
최대 컨택터

140M 모터
보호기(3) (4) (5)HP kW HP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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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기술 사양

PowerFlex 523 사양

정격 입력 / 출력 승인

출력 주파수: 0...500 Hz(설정 가능)
효율: 97.5%(일반)
디지털 제어 입력 ( 입력 전류 = 6 mA) 아날로그 제어 입력 퓨즈 및 회로 차단기

SRC(소스) 모드:
18...24V = ON
0...6V = OFF

SNK(싱크) 모드:
0...6V = ON
18...24V = OFF

4–20 mA 아날로그: 250 Ω 입력 임피던스

0–10V DC 아날로그: 100 kΩ 입력 임피던스

외부 포트: 1...10 kΩ, 최소 2Ω

권장 퓨즈 타입: 
UL Class CC, J, T 또는 Type BS88; 600V (550V) 또는 동등

품. 권장 회로 차단기: HMCP 또는 동등품.
제어 출력

프로그래밍 가능한 출력, Form C
저항 정격: 3.0 A @ 30V DC, 125V AC 및 240V AC
유도 정격: 0.5 A @ 30V DC, 125V AC 및 240V AC

아날로그 출력(10비트)
0–10V: 최소 1 kΩ
4–20 mA: 최대 525 Ω

보호 기능

전자 모터 과부하 방지:
NEC 430조 기준 Class 10 모터 과부하 방지 및 NEC 430.126 (A) (2)조 기준 모터 과열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UL 508C File 29572
과전류: 200% 하드웨어 한도, 300% 순시 폴트

과전압:1 00...120V AC 입력 – 405V DC 버스 전압(150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200...240V AC 입력 – 405V DC 버스 전압(290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380...480V AC 입력 – 810V DC 버스 전압(575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525...600V AC 입력 – 1005V DC 버스 전압(711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저전압: 100...120V AC 입력 – 190V DC 버스 전압(75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200...240V AC 입력 – 190V DC 버스 전압(150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380...480V AC 입력 – 390V DC 버스 전압(275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525...600V AC 입력 – P038 = 3 “600V”인 경우 487V DC 버스 전압(344V AC 인입선)에서 트립 발생;
– P038 = 2 “480V”인 경우 390V DC 버스 전압(275V AC 인입선)에서 트립 발생

제어 순시 정전 보상: 최소 순시 정전 보상은 0.5초 - 일반 값은 2초
무정전 순시 정전 보상: 100ms

PowerFlex 525 사양

정격 입력 / 출력 승
인 출력 주파수: 0...500 Hz(설정 가능)

효율: 97.5%(일반)

디지털 제어 입력 ( 입력 전류 = 6 mA) 아날로그 제어 입력 퓨즈 및 회로 차단기

SRC(소스) 모드:
18...24V = ON
0...6V = OFF

SNK(싱크) 모드:
0...6V = ON
18...24V = OFF

4–20 mA 아날로그: 250 Ω 입력 임피던스

0–10V DC 아날로그: 100 kΩ 입력 임피던스

외부 포트: 1...10 kΩ, 최소 2 W

권장 퓨즈 타입: 
UL Class J, T 또는 Type BS88; 600V (550V) 또는 동등품.

권장 회로 차단기: HMCP 또는 동등품.
제어 출력

프로그래밍 가능한 출력, Form A 및 Form B
저항 정격: 3.0 A @ 30V DC, 125V AC 및 240V AC
유도 정격: 0.5 A @ 30V DC, 125V AC 및 240V AC

광 출력
30V DC, 50 mA
비유도형

아날로그 출력(10비트)
0–10V: 최소 1 kΩ
4–20 mA: 최대 525 Ω

보호 기능

전자 모터 과부하 방지:
NEC 430조 기준 Class 10 모터 과부하 방지 및 NEC 430.126 (A) (2)조 기준 모터 과열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UL 508C File 29572
과전류: 200% 하드웨어 한도, 300% 순시 폴트

과전압:100...120V AC 입력 – 405V DC 버스 전압(150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200...240V AC 입력 – 405V DC 버스 전압(290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380...480V AC 입력 – 810V DC 버스 전압(575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525...600V AC 입력 – 1005V DC 버스 전압(711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저전압:100...120V AC 입력 – 190V DC 버스 전압(75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200...240V AC 입력 – 190V DC 버스 전압(150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380...480V AC 입력 – 390V DC 버스 전압(275V AC 인입선과 동등)에서 트립 발생

525...600V AC 입력 – P038 = 3 “600V”인 경우 487V DC 버스 전압(344V AC 인입선)에서 트립 발생;
– P038 = 2 “480V”인 경우 390V DC 버스 전압(275V AC 인입선)에서 트립 발생

제어 순시 정전 보상: 최소 순시 정전 보상은 0.5초 - 일반 값은 2초
무정전 순시 정전 보상: 100ms

UL®

LISTED 966X 

I N D  C O N T  E Q  

UL508C UL®

LISTED 966X 

I N D  C O N T  E Q  

C CSA 22.2
 LV Directive 2014/35/EU
 EMC Directive 2014/30/EU
 ATEX Directive 2014/34/EU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RoHS Directive 2011/65/EUAC156Low Voltage TP TC 004/2011

EMC TP TC 020/2011

UL®

LISTED 966X 

I N D  C O N T  E Q  

UL508C UL®

LISTED 966X 

I N D  C O N T  E Q  

C CSA 22.2
 LV Directive 2014/35/EU
 EMC Directive 2014/30/EU
 ATEX Directive 2014/34/EU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RoHS Directive 2011/65/EUAC156

Lloyds Register: Approval Certificate 12/10068(E1)
Low Voltage TP TC 004/2011
EMC TP TC 020/2011

II (2) G D

Functional
Safety
Type
Approved

www.tuv.com
ID 0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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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전원 배선

전원 단자대 다이어그램 및 배선 사양

경고: 인버터와 모터 사이의 거리는 “배선 및 접지 지침, (PWM) 인버터”(Publication DRIVES-IN001)의 모터 케이블 길이 제한표

에 명시된 최대 케이블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권장 쉴드 전선

위치 정격 / 유형 설명

표준(옵션 1) 600V, 90 °C (194 °F) XHHW2/RHW-2
Anixter B209500-B209507, Belden 29501-29507 또는

동급의 제품

• XLPE 절연이 된 주석 도금 구리 전선 네 개
• 구리 편조/알루미늄 포일이 합쳐진 쉴드 주석 도금 구리 접지선

• PVC 피복

표준(옵션 2) 트레이 정격 600V, 90 °C (194 °F)
RHH/RHW-2 Anixter OLF-7xxxxx 또는 동급의 제품

• XLPE 절연이 된 주석 도금 구리 전선 3개
• 쉴드와 접촉된 3개의 나동 접지선이 있는 5 mil 싱글 헬리컬 구리 

테이프(최소 25% 겹침)
• PVC 피복

Class I & II; Division I & II 트레이 정격 600V, 90 °C (194 °F)
RHH/RHW-2 Anixter 7V-7xxxx-3G 또는 동급의 제품

• XLPE 절연과 주름이 있는 연속 용접 알루미늄 외장이 있는 나동 
전선 3개

• 검정 직사광선 방지 PVC 피복

• 10 AWG 이하의 구리 접지선 3개

V/T2T/L3S/L2R/L1 U/T1 W/T3

BR+
BR-DC- DC+

V/T2T/L3S/L2R/L1 U/T1 W/T3

BR+
BR-DC- DC+

프레임 A...D

프레임 E

단자 설명

R/L1, S/L2 단상 입력 선간 전압 연결

R/L1, S/L2, T/L3 3상 입력 선간 전압 연결

U/T1, V/T2, W/T3 모터 위상 
연결 =

정방향을 변경하려면 두 모터

선을 교환하십시오.

DC+, DC– DC 버스 연결(110V 단상 제외)
BR+, BR– 회생 제동 저항 연결

안전 접지 - PE

프레임 최대 전선 크기(1) 최소 전선 크기 (1) 토크

A 5.3 mm2 (10 AWG) 0.8 mm2 (18 AWG) 1.76...2.16 Nm (15.6...19.1 lb-in.)

B 8.4 mm2 (8 AWG) 2.1 mm2 (14 AWG) 1.76...2.16 Nm (15.6...19.1 lb-in.)

C 8.4 mm2 (8 AWG) 2.1 mm2 (14 AWG) 1.76...2.16 Nm (15.6...19.1 lb-in.)

D 13.3 mm2 (6 AWG) 5.3 mm2 (10 AWG) 1.76...2.16 Nm (15.6...19.1 lb-in.)

E 26.7 mm2 (3 AWG) 8.4 mm2 (8 AWG) 3.09...3.77 Nm (27.3...33.4 lb-in.)

(1) 단자대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최소 크기로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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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I/O 배선

최대 전력 및 제어 케이블 길이에 대한 권고 사항은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520-UM001)을 참조하십시오.

입력 전원 조건

입력 전원 조건 해결 방법

낮은 선로 임피던스(1% 선로 리액턴스보다 작음) • 라인 리액터 설치(2)

• 또는 절연 변압기 설치

(2) 액세서리 주문 정보는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의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120 kVA 공급 변압기보다 큼
선로에 역률 보정 커패시터가 있음 • 라인 리액터 설치(2)

• 또는 절연 변압기 설치선로에서 빈번한 전원 장애 발생

선로에서 6000V를 넘는 노이즈가 간헐적으로 발생

상-접지간 전압이 공칭 선간 전압의 125%를 초과 • 접지에 연결된 MOV 점퍼 제거

• 또는 필요 시 보조 접지가 있는 절연 변압기 설치비접지 배전 계통

240V 개방형 델타 구성(스팅어 레그)(1)

(1) 중간 위상에 접지된 중성 시스템이 있는 개방형 델타에 설치된 인버터의 경우, 중성점 또는 접지까지의 중간에 연결된 역위상이 “스팅어 레그”, “하이 레그”, 
“레드 레그” 등으로 간주됩니다. 이 레그는 시스템 전체에서 각 연결점의 전선에 부착된 적색 또는 주황색 테이프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팅어 
레그는 리액터의 중심 위상 B에 연결됩니다. 특정 라인 리액터 파트 넘버는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의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라인 리액터 설치(2)

권장 신호선

신호 유형 / 사용 장소 Belden 전선 유형 ( 또는 동급 제품 )(1)

(1) 연선 또는 단선.

설명 최소 절연 정격

아날로그 I/O & PTC 8760/9460 0.750 mm2(18 AWG), TP(Twisted Pair), 
드레인이 있는 100% 쉴드(2)

(2) 전선이 짧거나 민감한 회로가 없는 캐비닛에 포함되어 있으면, 쉴드 전선의 사용이 불필요할 수 있지만, 항상 쉴드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00V,
60 °C (140 °F)

원격 폿(pot) 8770 0.750 mm2 (18 AWG), 전선 3개, 쉴드

엔코더/펄스 I/O 9728/9730 0.196 mm2 (24 AWG), 개별 쉴드 쌍

권장 디지털 I/O용 제어선

유형 전선 유형 설명 최소 절연 정격

언쉴드 US NEC 또는 해당 국가 또는 현지 규정 기준 – 300V,
60 °C (140 °F)언쉴드 Belden 8770과 같은 다중 전선 쉴드 케이블 

(또는 동급의 제품)
0.750 mm2 (18 AWG), 전선 3개, 쉴드

제어 I/ O 단자대 전선 사양

프레임 최대 전선 크기(1)

(1) 단자대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최소 크기로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 전선 크기 (1) 토크

A...E 1.3 mm2 (16 AWG) 1.3 mm2 (16 AWG) 0.71...0.86 Nm (6.2...7.6 l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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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제어 단자대

PowerFlex 523 제어 I/O 배선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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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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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2

Digital Common

DigIn TermBlk 05/Pulse

DigIn TermBlk 06

Stop (1)

DigIn TermBlk 02/
Start/Run FWD     (2)

DigIn TermBlk 03/
Direction/Run REV

R1

R2

Relay N.O.

Relay Common

+24V DC

+10V DC

0-10V Input 

Analog Common

4-20mA Input

RJ45 Shield

Comm Common

+24V

+10V

Typical
SNK wiring

Typical
SRC wiring

R1

11 12 13 14 15 C1 C2

R2

R3

01 02 03 04 05 06

Pot must be
1...10 k ohm
2 W min.

SNK

Di
gi

ta
l I

n

Di
gI

n 
Te

rm
Bl

k 0
5 S

el

J7J8
Pulse In

SRC Digital
Input

SRCSNK

R3
Relay N.C.

81

RS485
(DSI)

(1)

(2) 그림은 2선 제어입니다. 3선 제어의 경우 I/O 단자 02에 순간 입력을 사용해서 시작 명령을 내리십시오. I/O 단자 03에 대한 유지관리 입력을 사
용해서 방향을 변경합니다.

(3) 한 번에 하나의 아날로그 주파수 소스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지령을 동시에 연결하면 미결정 주파수 지령이 발생합니다.

중요 I/O 단자 01은 항상 정지 입력입니다. 중지 모드는 인버터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버터는 I/O 단자 01과 11 사이에 점퍼가 설치된 상태로 출하됩니다. I/O 단자 01을 정지 또는 활성화 입력으

로 사용할 때는 이 점퍼를 제거하십시오.

A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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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1)

(2) 그림은 2선 제어입니다. 3선 제어의 경우 I/O 단자 02에 순간 입력을 사용해서 시작 명령을 내리십시오. I/O 단자 03에 대한 유지관리 입력을 사
용해서 방향을 변경합니다.

(3) 한 번에 하나의 아날로그 주파수 소스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지령을 동시에 연결하면 미결정 주파수 지령이 발생합니다.

중요 I/O 단자 01은 항상 정지 입력입니다. 중지 모드는 인버터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버터는 I/O 단자 01과 11 사이에 점퍼가 설치된 상태로 출하됩니다. I/O 단자 01을 정지 또는 활성화 입력

으로 사용할 때는 이 점퍼를 제거하십시오.

B 시리즈

04

05

06

01

02

03

11

12

13

14

15

C1

C2

Digital Common

DigIn TermBlk 05/Pulse

DigIn TermBlk 06

Stop 
(1)

DigIn TermBlk 02/
Start/Run FWD     

(2)

DigIn TermBlk 03/
Direction/Run REV

R1

R2

Relay N.O.

Relay Common
+24V DC

+10V DC

Analog Input 

Analog Common

Analog Output 
(3)

RJ45 Shield

Comm Common

+24V

+10V

Typical
SNK wiring

Typical
SRC wiring

R1

11 12 13 14 15 C1 C2

R2

R3

01 02 03 04 05 06

Pot must be 
(4)

1...10 k ohm
2 W min. 

4-20 mA
source

13

14

SNK

Di
gi

ta
l I

n

Di
gI

n 
Te

rm
Bl

k 0
5 S

el

J7J8
Pulse In

SRC Digital
Input

SRCSNK

R3
Relay N.C.

0/4-20 mA

An
al

og
 O

ut

J13

0-10V

4-20 mA

An
al

og
 In

J4

0-10V

81

RS485
(DSI)

0-10V

4-20 mA

0-10V

0/4-2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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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PowerFlex 523 제어 I/O 단자 지정기호

넘버 신호 기본 설명 파라미터

R1 Relay N.O. Fault 출력 릴레이용 상시 open 접점. t076
R2 Relay Common Fault 출력 릴레이용 커먼. t081
R3 Relay N.C. Motor Running 출력 릴레이용 상시 closed 접점. P045
01 Stop Coast 3선 정지. 그러나 모든 입력 모드에서 정지로 기능하고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P045
02 DigIn TermBlk 02/

Start/Run FWD
Run FWD 모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되고, 프로그램식 디지털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062 [DigIn TermBlk 02]를 사용해 3선(시작/방향 및 정지)이나 2선(정방향 실행/역방향

실행) 제어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P045, P046,
P048, P050,
A544, t062

03 DigIn TermBlk 03/
Dir/Run REV

Run REV 모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되고, 프로그램식 디지털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063 [DigIn TermBlk 03]을 사용해 3선(시작/방향 및 정지)이나 2선(정방향 실행/역방향

실행) 제어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t063

04 Digital Common – 디지털 I/O로 돌아갑니다. 인버터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됩니다

(디지털 I/O와 함께).
–

05 DigIn TermBlk 05/
Pulse In

Preset Freq t065 [DigIn TermBlk 05]를 사용해 프로그래밍합니다 . 또한 지령 또는 속도 피드백을

위한 펄스 열 입력으로도 작동합니다 . 최대 주파수는 100 kHz입니다 .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t065

06 DigIn TermBlk 06 Preset Freq t066 [DigIn TermBlk 06]을 사용해 프로그래밍합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t066
11 +24V DC – 디지털 커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버터가 디지털 입력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최대 출력 전류는 100 mA입니다.
–

12 +10V DC – 아날로그 커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버터가 0...10V 외부 포텐셔미터에 전원을 공급

합니다.
최대 출력 전류는 15 mA입니다.

P047, P049

13 시리즈 A
의 경우

0–10V In(1)

(1) 한 번에 하나의 아날로그 주파수 소스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지령을 동시에 연결하면 미결정 주파수 지령이 발생합니다.

Not Active 외부 0–10V(단방향) 입력 공급 또는 포텐셔미터 와이퍼용

입력 임피던스:
전압 소스 = 100kΩ
허용되는 전위차계 저항 범위 = 1...10 kΩ

P047, P049,
t062, t063,
t065, t066,
t093, A459,
A471

B 시리즈의 
경우

Analog Input

Not Active 외부 아날로그 입력 전원 공급장치, 아날로그 입력 점퍼로 선택 가능. 기본값은 0–10V
(단방d향) 입력 전원 공급장치 또는 전위차계 와이퍼입니다.
입력 임피던스:

전압 소스 = 100kΩ
허용되는 전위차계 저항 범위 = 1...10 kΩ

외부 4–20mA 입력 전원 공급장치에 대해 아날로그 입력 점퍼를 4–20mA로 변경하십시

오. 입력 임피던스 = 250 Ω

P047, P049,
t062, t063,
t065, t066,
t093, A459,
A471

14 Analog Common – 아날로그 I/O로 돌아갑니다. 인버터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됩니다

(아날로그 I/O와 함께).
–

15 시리즈 A의 
경우

4–20mA In(1)

Not Active 외부 4–20 mA 입력 공급용

입력 임피던스 = 250 Ω
P047, P049,
t062, t063,
t065, t066,
A459, A471

B 시리즈의 
경우

Analog Output

OutFreq 0–10 기본 아날로그 출력은 0–10V입니다. 현재 값을 변환하려면 아날로그 출력 점퍼를 
0–20mA로 변경하십시오 . t088 [Analog Out Sel]로 프로그래밍하십시오 . 최대 아날로그

값은 t089 [Analog Out High]로 배율 조절됩니다.
최대 부하: 
4–20 mA = 525 Ω(10.5V)
0–10V = 1k Ω(10 mA)

t088, t089

C1 C1 – 이 단자는 RJ-45 포트 쉴드에 연결됩니다. 외부 통신 주변장비를 사용할 때 노이즈에 대
한 내성을 개선하려면 이 단자를 접지에 연결하십시오.

–

C2 C2 – 통신 신호용 신호 커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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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PowerFlex 525 제어 I/O 배선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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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ommon

DigIn TermBlk 05

DigIn TermBlk 06

DigIn TermBlk 07/Pulse

Stop 
(1)

DigIn TermBlk 02/
Start/Run FWD     

(2)

DigIn TermBlk 03/
Direction/Run REV

DigIn TermBlk 08

R1

R2

S1

S2

S+

Relay 1 N.O.

Relay 1 Common

+24V DC

+10V DC

0-10V (or ±10V) Input 

Analog Common

4-20mA Input

Analog Output

Opto Output 1

Opto Output 2

RJ45 Shield

Comm Common

Opto Common

+24V

+10V

Safety 1

Safety 2

Safety +24V

Typical
SNK wiring

Typical
SRC wiring

R1

S1 S2 S+ 11 12 13 14 15 16 17 18 19

R2 R5 R6 01 02 03 04 05 06 07 08 C1 C2

30V DC
50 mA
Non-inductive

Common

24V
(3)

Pot must be
1...10 k ohm
2 W min.0-10V

0/4-20 mA

SNK

Di
gi

ta
l I

n

Di
gI

n 
Te

rm
Bl

k 0
7 S

el

An
al

og
 O

ut

J10 J9 J5
Pulse In

SRCDigital
Input

0/4-20mA

0-10V

SRCSNK

R5

R6

Relay 2 Common

Relay 2 N.C.

C1

C2

Safe-Torque-Off

(1)

(2) 그림은 2선 제어입니다. 3선 제어의 경우 I/O 단자 02에 순간 입력을 사용해서 시작 명령을 내리십시오. I/O 단자 03에 대한 유지관리 입력을 
사용해서 방향을 변경합니다.

(3) 한 번에 하나의 아날로그 주파수 소스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지령을 동시에 연결하면 미결정 주파수 지령이 발생합니다.

중요 I/O 단자 01은 항상 정지 입력입니다. 중지 모드는 인버터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버터는 I/O 단자 01과 11 사이에 점퍼가 설치된 상태로 출하됩니다 . I/O 단자 01을 정지 또는 활성화

입력으로 사용할 때는 이 점퍼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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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PowerFlex 525 제어 I/O 단자 지정기호

넘버 신호 기본 설명 파라미터

R1 Relay 1 N.O. Fault 출력 릴레이용 상시 open 접점. t076
R2 Relay 1 Common Fault 출력 릴레이용 커먼.
R5 Relay 2 Common Motor Running 출력 릴레이용 커먼. t081
R6 Relay 2 N.C. Motor Running 출력 릴레이용 상시 closed 접점.
01 Stop Coast 3선 정지. 그러나 모든 입력 모드에서 정지로 기능하고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P045
02 DigIn TermBlk 02/

Start/Run FWD
Run FWD 모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되고 , 프로그램식 디지털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062 [DigIn TermBlk 02]를 사용해 3선(시작/방향 및 정지)이나 2선(정방향 실행/역방향 실
행) 제어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P045, P046,
P048, P050,
A544, t062

03 DigIn TermBlk 03/
Dir/Run REV

Run REV 모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되고 , 프로그램식 디지털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062 [DigIn TermBlk 02]를 사용해 3선(시작/방향 및 정지)이나 2선(정방향 실행/역방향 실
행) 제어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t063

04 Digital Common – 디지털 I/O로 돌아갑니다. 인버터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됩니다(디지

털 I/O와 함께).
–

05 DigIn TermBlk 05 –Preset Freq t065 [DigIn TermBlk 05]를 사용해 프로그래밍합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t065
06 DigIn TermBlk 06 –Preset Freq t066 [DigIn TermBlk 06]을 사용해 프로그래밍합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t066
07 DigIn TermBlk 07/

Pulse In
Start Source 2 
+ Speed 
Reference2

t067 [DigIn TermBlk 07]을 사용해 프로그래밍합니다 . 또한 지령 또는 속도 피드백을 위한

펄스 트레인 입력으로도 작동합니다 . NPN 펄스 입력이 필요합니다 . 최대 주파수는 100
kHz입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t067

08 DigIn TermBlk 08 Jog Forward t068 [DigIn TermBlk 08]을 사용해 프로그래밍합니다.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t068
C1 C1 – 이 단자는 RJ-45 포트 쉴드에 연결됩니다 . 외부 통신 주변장비를 사용할 때 노이즈에 대

한 내성을 개선하려면 이 단자를 접지에 연결하십시오.
–

C2 C2 – 통신 신호용 신호 커먼. –
S1 Safety 1 – 안전 입력 1.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
S2 Safety 2 – 안전 입력 2. 소비 전류는 6 mA입니다. –
S+ Safety +24V – 안전 회로용 +24V 전원. 내부적으로 + 24V DC 전원(핀 11)에 연결됩니다. –
11 +24V DC – 디지털 커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버터가 디지털 입력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최대 출력 전류는 100 mA입니다.
–

12 +10V DC – 아날로그 커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버터가 0...10V 외부 포텐셔미터에 전원을 공급합

니다.
최대 출력 전류는 15 mA입니다.

P047, P049

13 ±10V In Not Active 외부 0–10V(단방향 ) 또는 ±10V(양방향 ) 입력 전원 공급장치 또는 전위차계 와이퍼의

경우.
입력 임피던스:

전압 소스 = 100kΩ
허용 전위차계 저항 범위 = 1...10 kΩ

P047, P049,
t062, t063,
t065, t066,
t093, A459,
A471

14 Analog Common – 아날로그 I/O로 돌아갑니다. 인버터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됩니다(아
날로그 I/O와 함께).

–

15 4–20mA In Not Active 외부 4–20 mA 입력 공급용

입력 임피던스 = 250 Ω
P047, P049,
t062, t063,
t065, t066,
A459, A471

16 Analog Output OutFreq 0–10 기본 아날로그 출력은 0–10V입니다. 현재 값을 변환하려면 아날로그 출력 점퍼를 
0–20mA로 변경하십시오 . t088 [Analog Out Sel]로 프로그램하십시오 . 최대 아날로그 값은

t089 [아날로그 출력 고]로 배율 조절됩니다.
최대 부하:

4–20 mA = 525 Ω(10.5V)
0–10V = 1k Ω(10 mA)

t088, t089

17 Opto Output 1 Motor Running t069 [Opto Out1 Sel]을 사용해 프로그래밍합니다.
Opto-Output은 30V DC 50 mA 정격입니다(비유도형).

t069, t070,
t075

18 Opto Output 2 At Frequency t072 [Opto Out1 Sel]을 사용해 프로그래밍합니다.
각 광 출력은 30V DC 50 mA 정격입니다(비유도형).

t072, t073,
t075

19 Opto Common – 광커플러 출력(1 및 2)의 전극이 광커플러 커먼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버터의 나머지 부분과 전기적으로 절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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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인버터 시동 준비

인버터 전원 공급 전
1. 장비 전원을 분리하고 잠그십시오.

2. 분리 장비의 AC 입력 전원이 인버터의 정격 값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인버터를 교체할 경우 기존 인버터의 카탈로그 넘버를 확인하십시오 . 인버터에 설치된 모든 옵션을 확인

하십시오.

4. 모든 디지털 제어 전원이 24V인지 확인하십시오.

5. 접지, 배선, 연결 및 환경 호환성을 점검하십시오.

6. 싱크 (SNK)/소스 (SRC) 점퍼를 제어 배선 방식과 일치하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위치는 11페이지의

PowerFlex 523 제어 I/O 배선 블록 다이어그램 및 14페이지의 PowerFlex 525 제어 I/O 배선 블록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7.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I/O를 연결하십시오.

8. 전원 입력/출력 단자를 연결하십시오.

9. 모든 입력이 단자에 바르게 연결 및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0. 모터 명판 및 엔코더 또는 피드백 장비 정보를 확인해 기록하십시오. 모터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 모터가 기어 박스를 비롯한 부하로부터 커플링되지 않았습니까?

•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방향으로 모터가 회전해야 합니까?

11. 인버터 입력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 인버터가 접지된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MOV 점퍼의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MO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의 비접지 배전 계통을 참조하십시오.

12. 전원을 공급하고 인버터와 통신 어댑터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리셋하십시오 . 인버터 리셋은 파라미터

P053 [기본값으로 리셋]을 참조하십시오. 통신 어댑터 리셋은 어댑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3. 모터와 관련된 기본 프로그램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 자세한 정보는 21페이지의 기본 프로그램 그룹

파라미터를 사용한 스마트 스타트업을 참조하십시오.

14. 인버터의 자동 튜닝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파라미터 P040 [Autotune]을 참조하십시오.

15. 인버터를 교체하고 있고 USB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가져온 파라미터 설정의 백업이 있다면 ,
USB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새 인버터에 백업을 적용하십시오. USB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 (Publication 520-
UM001)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LCD 키패드 인터페이스,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또는 EtherNet/IP를 통해 애드온 프로

파일을 사용할 경우 RSLogix나 Logix Designer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통신 파라미터(노드 번호, IP 주소, 데이터링크 입력/출력, 통신 속도, 속도 지령

, 시작 소스 등)를 설정하십시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 인버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I/O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인버터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설정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주의: 다음 스타트업 절차를 수행하려면 인버터에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압 중 일부는 들어오는 라인 위치에 있습니

다. 전기 충격 또는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절차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서비스 인력만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시작 전, 반드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진
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전원을 제거하십시오.사용자가 제공하는 제어 전압이 포함됩니다. 인버터에 주 AC 전원이 공급되

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 공급 전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오동작을 해결하십시오.

중요 기본 제어 방식은 소스(SRC)입니다. 정지 단자는 키패드나 통신으로부터의 시작을 허용하도록 점퍼됩니다. 제
어 방식을 싱크(SNK)로 변경할 경우, 점퍼를 I/O 단자 01과 11에서 제거해 I/O 단자 01과 04 사이에 설치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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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시작, 정지, 방향 및 속도 제어

공장 기본 파라미터 값을 사용해 키패드로 인버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에서 직접 시작, 정지, 방향 변경

, 속도 제어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폴트 코드에 대한 설명은 30페이지의 폴트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제어 및 탐색 키

중요 역방향 작동을 비활성화하려면 A544 [Reverse Disable]을 참조하십시오.

키 이름 설명 키 이름 설명

위로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파라미터나 그룹을 따라 이동합니다.
값을 증가/감소시킵니다.

역방향 인버터 방향을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 기본
값은 사용입니다.
파라미터 P046, P048, P050 [Start Source x] 및
A544 [Reverse Disable]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스케
이프

프로그래밍 메뉴에서 한 단계 뒤로 
이동합니다.
파라미터 값 변경을 취소하고 Program 
모드에서 나갑니다.

시작 인버터를 시작하는데 사용합니다 . 기본값
은 사용입니다.
파라미터 P046, P048 및 P050 [Start Source x]에
의해 제어됩니다.

선택 프로그래밍 메뉴에서 한 단계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라미터 값을 볼 때 자리를 선택합니다.

정지 인버터를 정지시키거나 폴트를 수정합니다.
이 키는 항상 활성 상태입니다.
파라미터 P045 [Stop Mode]에 의해 제어됩
니다 .

엔터 프로그래밍 메뉴에서 한 단계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라미터 값 변경을 저장합니다.

포텐셔미터 인버터 속도를 제어하는데 사용됩니다 . 기
본값은 사용입니다.
파라미터 P047, P049 및 P051 [Speed Referencex]
에 의해 제어됩니다.

Esc Sel

FWD

Esc Sel

FWD

ENET  LINK

EtherNet/IP

PowerFlex 523

PowerFlex 525

메뉴 파라미터 그룹 및 설명

Basic Display(기본 디스플레이)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인버터 작동 조건

Basic Program(기본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식 기능

Terminal Blocks(단자대)
프로그램식 단자 기능

Communications(통신)
프로그램식 통신 기능

Logic(PowerFlex 525만 해당)
프로그램식 로직 기능

Advanced Display(고급 디스플레이)
고급 인버터 작동 조건

Advanced Program(고급 프로그램)
나머지 프로그램식 기능

Network(네트워크)
통신 카드를 사용할 때만 나타나는 네트
워크 기능

Modified(변경)
값이 기본값으로부터 변경된 다른 
그룹의 기능

Fault and Diagnostic(폴트 및 진단)
특정 폴트 조건에 대한 코드 목록으로 
구성

AppView 및 CustomView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구성된 다른
그룹의 기능

PowerFlex 525 내장 EtherNet/IP 표시기

넘버 디스플
레이

디스플
레이
상태

설명

➊ ENET 꺼짐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습니.

켜짐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고 인버터가
Ethernet을 통해 제어됩
니다.

깜박임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지만 인버터
가 Ethernet 을 통해 제
어되지 않습니다.

➋ LINK 꺼짐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습니.

켜짐 어댑터가 네트워크
에 연결되었지만 데
이터를 전송하지 않
습니다 .

깜박임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넘버 LED LED 상태 설명

➌ FAULT 적색 
깜박임

인버터에 폴트(고장)
가 발생했습니다.

➊ ➋
➬

➬

Esc

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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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파라미터 보기 및 수정

다음은 기본 내장 키패드 및 디스플레이 기능의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본 탐색 지침과 파라미터 프로그램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계 키 디스플레이 예제

1 전원이 공급되면 엔드 유저가 선택한 기본 디스플레이 그룹 파라미터 번호가

깜박이면서 잠시 표시됩니다 . 그런 다음 해당 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표시합니

다. (예제에서는 인버터가 정지된 상태의 b001 [Output Freq] 값으로 보여줍니다.)

–

2 Esc를 누르면 전원 공급 시에 표시된 기본 디스플레이 그룹 파라미터 번호가 
표시됩니다. 파라미터 번호가 깜박입니다.

3 Esc를 누르면 파라미터 그룹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파라미터 그룹 글자가 
깜박입니다.

4 위로 화살표나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그룹 목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b, P, t, C, L, d, A, f, Gx).

5 엔터나 선택을 누르면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 해당 그룹에서 마지막에 표시된

파라미터의 오른쪽 자리가 깜박입니다.

6 위로 화살표나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파라미터 목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7 엔터를 누르면 파라미터 값이 표시됩니다.
또는

Esc를 누르면 파라미터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8 엔터나 선택을 누르면 Program 모드로 들어가서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자리가 깜박이고 LCD 화면에 Program이란 단어가 들어옵니다.

9 위로 화살표나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필요 시 선택을 눌러 자리에서 자리 또는 비트에서 비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자리나 비트가 깜박입니다.

11 Esc를 누르면 변경이 취소되고 Program 모드에서 나갑니다.
또는

엔터를 누르면 변경을 저장하고 Program 모드에서 나갑니다.
깜박임이 중단되고 LCD 화면에서 Program이란 단어가 꺼집니다.

12 Esc를 누르면 파라미터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 계속하려면 Esc를 눌러 프로그래

밍 메뉴 밖으로 돌아갑니다.
Esc를 눌러도 디스플레이가 변경되지 않으면 b001 [Output Freq]가 표시됩니다. 
엔터나 선택을 누르면 그룹 목록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HERTZ
FWD

Esc
FWD

Esc
FWD

또 FWD

Sel또

FWD

또 FWD

VOLTS
FWD

Sel또 PROGRAM

VOLTS
FWD

또

PROGRAM

VOLTS
FWD

Sel

PROGRAM

VOLTS
FWD

Esc 또

VOLTS
FWD

VOLTS
FWD

또

Esc
F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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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기본 디스플레이 그룹 파라미터

여기에 나열된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의 전체 목록은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을 참조하십시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b001 [Output Freq] 0.00/[Maximum Freq] 0.01 Hz
T1, T2 & T3 (U, V & W)에 존재하는 출력 주파수. 슬립 주파수 미포함

b002 [Commanded Freq] 0.00/[Maximum Freq] 0.01 Hz
인버터가 실행 중이 아닐 경우에도 활성 주파수 명령 값
중요: 주파수 명령은 다수의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b003 [Output Current] 0.00/(인버터 정격 전류 x 2) 0.01 A
T1, T2 & T3 (U, V & W)에 존재하는 출력 전류

b004 [Output Voltage] 0.0/인버터 정격 전압 0.1V
T1, T2 & T3 (U, V & W)에 존재하는 출력 전압

b005 [DC Bus Voltage] 0/1200VDC 1VDC
필터링된 인버터 DC 버스 전압 레벨

b006 [Drive Status] 00000/11111 Digit 5 Digit 4 Digit 3 Digit 2 Digit 1
SafetyActive(1)Decelerating Accelerating Forward
Running

인버터의 현재 작동 상태

(1)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b007, 
b008, 
b009

[Fault x Code] F0/F127 F0
인버터 폴트를 나타내는 코드. 코드는 발생한 순서에 따라 이 파라미터에 나타

납니다(b007 [Fault 1 Code] = 가장 최근의 폴트). 반복적인 폴트는 한 번만 기록됩

니다.
자세한 정보는 폴트 및 진단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b010 [Process Display] 0/9999 1
[Process Disp Hi] 및 [Process Disp Lo]에 의해 배율 조절되는 출력 주파수

b0012 [Control Source] 0000/2165 Digit 4, 3, & 2 Digit 1
Freq Command Source Start Command Source시작 명령 및 주파수 명령의 활성 소스. 일반적으로 P046, P048, P050 [Start Source

x] 및 P047, P049, P051 [Speed Referencex]의 설정에 의해 정의됩니다.
b013 [Contrl In Status] 0000/1111 Digit 4 Digit 3 Digit 2 Digit 1

DB Trans On(1)DigIn TBlk 3 DigIn TBlk 2 DigIn TBlk 1디지털 단자대 1...3과 DB 트랜지스터의 상태

중요: 실제 제어 명령은 제어 단자대 이외의 소스에서 출력될 수 있습니다.

(1)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b014 [Dig In Status] 0000/1111 Digit 4 Digit 3 Digit 2 Digit 1

DigIn TBlk 8(1)DigIn TBlk 7(1) DigIn TBlk 6 DigIn TBlk 5프로그램식 디지털 입력의 상태

(1)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b015 [Output RPM] 0/24000 rpm 1 rpm

현재 출력 주파수(rpm). 배율은 P035 [Motor NP Poles] 기준입니다.
b016 [Output Speed] 0.0/100.0% 0.1%

현재 출력 주파수(%). 배율은 0.00 Hz에서 0%이고 P044 [Maximum Freq]에서 
100%입니다.

b017 [Output Power] 0.00/(인버터 정격 전원 x 2) 0.01 kW
T1, T2 & T3 (U, V & W)에 존재하는 출력 전원

b018 [Power Saved] 0.00/655.35 kW 0.01 kW
라인 스타터와 비교해 이 인버터를 사용할 때 절감된 순시 전력

b019 [Elapsed Run time] 0/65535 x 10시간 1 = 10 hr
인버터가 전원을 출력하는 누적 시간. 시간이 10시간 단위로 표시됩니다.

b020 [Average Power] 0.00/(인버터 정격 전원 x 2) 0.01 kW
마지막 미터 리셋 이후 모터가 사용한 평균 전원

b021 [Elapsed kWh] 0.0/100.0 kWh 0.1 kWh
인버터의 누적 출력 에너지. 이 파라미터의 최대 값에 도달하면, 0으로 
리셋되고 b022 [Elapsed MWh]가 증가합니다.

b022 [Elapsed MWh] 0.0/6553.5 MWh 0.1 MWh
인버터의 누적 출력 에너지.

b023 [Energy Saved] 0.0/6553.5 kWh 0.1 kWh
마지막 미터 리셋 이후 라인 스타터와 비교해 이 인버터를 사용할 때 절감된 
총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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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b024 [Accum kWh Sav] 0.0/6553.5 kWh 0.1 = 10 kWh
라인 스타터와 비교해 이 인버터를 사용할 때 절감된 대략적인 총 누적 에너지.

b025 [Accum Cost Sav] 0.0/6553.5 0.1
라인 스타터와 비교해 이 인버터를 사용할 때 절감된 대략적인 총 누적 비용.
[Accum Cost Sav] = [Average kWh cost] x [Accum kWh Sav]

b026 [Accum CO2 Sav] 0.0/6553.5 kg 0.1 kg
라인 스타터와 비교해 이 인버터를 사용할 때 절감된 대략적인 총 누적 CO2.

b027 [Drive Temp] 0/120 °C 1 °C
인버터 방열판의 현재 작동 온도(모듈 내부).

b028 [Control Temp] 0/120 °C 1 °C
인버터 제어의 현재 작동 온도.

b029 [Control SW Ver] 0.000/65.535 0.001
현재 인버터 펌웨어 버전.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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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기본 프로그램 그룹 파라미터를 사용한 스마트 스타트업

PowerFlex 520 시리즈 인버터는 스타트업이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기본 프로그램 그룹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의 전체 목
록은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을 참조하십시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기본

P030 [Language] 1/15 1 = English
2 = Français
3 = Español
4 = Italiano
5 = Deutsch
6 = Reserved
7 = Português
8 = Reserved
9 = Reserved
10 = Reserved
11 = Reserved
12 = Polish
13 = Reserved
14 = Turkish
15 = Czech

1
표시 언어를 선택합니다.
중요: 이 설정은 인버터의 전원을 껐다가 켠 후에 적용됩니다.

P031 [Motor NP Volts] 10V (200V 인버터의 경우), 
20V (400V 인버터의 경우),
25V (600V 인버터의 경우) / 
인버터 정격 전압

1V 인버터 정격 기준

모터 명판 정격 전압을 설정합니다.
P032 [Motor NP Hertz] 15/500 Hz 1 Hz 60 Hz

모터 명판 정격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P033 [Motor OL Current] 0.0/(인버터 정격 전류 x 2) 0.1 A 인버터 정격 기준

모터 명판 과부하 전류를 설정합니다.
P034 [Motor NP FLA] 0.0/(인버터 정격 전류 x 2) 0.1 A 인버터 정격 전류

모터 명판 FLA를 설정합니다.
P035 [Motor NP Poles] 2/40 1 4

모터 극수를 설정합니다.
P036 [Motor NP RPM] 0/24000 rpm 1 rpm 1750 rpm

모터의 정격 명판 RPM을 설정합니다.
P037 [Motor NP Power] 0.00/인버터 정격 전원 0.01 kW 인버터 정격 전원

모터 명판 전력을 설정합니다. PM 조절기에서 사용됩니다.
P038 [Voltage Class] 2/3 2 = “480V”

3 = “600V”
3

600V 인버터의 전압 등급을 설정합니다. 600V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P039 [Torque Perf Mode] 0/3 0 = “V/Hz”

1 = “SVC”
2 = “Economize”
3 = “Vector”(1)

1
모터 제어 모드를 선택합니다.

(1)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P040 [Autotune] 0/2 0 = “Ready/Idle”
1 = “Static Tune”
2 = “Rotate Tune”

0
정지형(회전 안 함) 또는 회전형(모터 회전) 자동 튜닝을 사용합니다.

P041 [Accel Time 1] 0.00/600.00 s 0.01 s 10.00 s
인버터가 0 Hz에서

[Maximum Freq]로 가속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P042 [Decel Time 1] 0.00/600.00 s 0.01 s 10.00 s

인버터가 [Maximum Freq]에서

0 Hz로 감속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P043 [Minimum Freq] 0.00/500.00 Hz 0.01 Hz 0.00 Hz

인버터 출력의 최소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PF 525

PF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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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P044 [Maximum Freq] 0.00/500.00 Hz 0.01 Hz 60.00 Hz
인버터 출력의 최대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P045 [Stop Mode] 0/11 0 = “Ramp, CF”(1)

1 = “Coast, CF”(1)

2 = “DC Brake, CF”(1)

3 = “DCBrkAuto,CF”(1)

4 = “Ramp”
5 = “Coast”
6 = “DC Brake”
7 = “DC BrakeAuto”
8 = “Ramp+EM B,CF”(1)

9 = “Ramp+EM Brk”
10 = “PointStp,CF”(1)

11 = “PointStop”

0
일반 정지를 위한 정지 명령

중요: I/O 단자 01은 항상 중지 입력입니다. 중지 모드는 인버터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요: 인버터는 I/O 단자 01과 11 사이에 점퍼가 설치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I/O 단자 01을 정지 또는 활성화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점퍼를 제거하십시오.

(1) 정지 입력은 활성 폴트도 지웁니다.

P046, 
P048, 
P050

[Start Source x] 1/5 1 = “Keypad”(1)

2 = “DigIn TrmBlk”(2)

3 = “Serial/DSI”
4 = “Network Opt”
5 = “Ethernet/IP”(3)

P046 = 1
P048 = 2
P050 = 3 (PowerFlex 523)
5 (PowerFlex 525)

P048 [Start Source 2] 또는 P050 [Start Source 3]에 의해 재정의되지 않는 한 인버터를 시작

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제어 방식을 설정합니다.

(1) 활성 상태인 경우, Reverse 키는 A544 [Reverse Disable]로 비활성되지 않는 이상 활성화됩니다.

(2) “DigIn TrmBlk”를 선택한 경우 디지털 입력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P047, 
P049, 
P051

[Speed Referencex] 1/16 1 = “Drive Pot”
2 = “Keypad Freq”
3 = “Serial/DSI”
4 = “Network Opt”
5 = “0–10V Input”
6 = “4–20mA Input”
7 = “Preset Freq”
8 = “Anlg In Mult”(1)

9 = “MOP”
10 = “Pulse Input”
11 = “PID1 Output”
12 = “PID2 Output”(1)

13 = “Step Logic”(1)

14 = “Encoder”(1)

15 = “Ethernet/IP”(1)

16 = “Positioning”(1)

P047 = 1
P049 = 5
P051 = 3 (PowerFlex 523)
15 (PowerFlex 525)

P049 [Speed Reference2] 또는 P051 [Speed Reference3]에 의해 재정의되지 않는 한 인버터

의 기본 속도 명령을 설정합니다.

(1)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P052 [Average kWh Cost] 0.00/655.35 0.01 0.00
kWh당 평균 비용을 설정합니다.

P053 [Reset To Defalts] 0/3 0 = “Ready/Idle”
1 = “Param Reset”
2 = “Factory Rset”
3 = “Power Reset”

0
파라미터를 공장 기본값으로 리셋합니다.
리셋 명령 후 이 파라미터 값이 0으로 돌아갑니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기본

PF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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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프로그램 그룹 파라미터

여기에 나열된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의 전체 목록은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을 참조하십시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기본

A410..
.A417

A418..
.A425

[Preset Freq x] 0.00/500.00 Hz 0.01 Hz Preset Freq 0 = 0.00 Hz
Preset Freq 1 = 5.00 Hz
Preset Freq 2 = 10.00 Hz
Preset Freq 3 = 20.00 Hz
Preset Freq 4 = 30.00 Hz
Preset Freq 5 = 40.00 Hz
Preset Freq 6 = 50.00 Hz
Preset Freq 7...15 = 60.00
Hz

선택 시 인버터 출력 주파수를 프로그램된 값으로 설정합니다.

A426 [Keypad Freq] 0.00/500.00 Hz 0.01 Hz 60.00 Hz
내장 키패드를 사용한 인버터 주파수 명령을 제공합니다 . P047, P049 또는 P051
[Speed Referencex]에서 2 “Keypad Freq”를 선택하면 이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값이 인
버터 주파수를 제어합니다 . 위로 또는 아래로 화살표 키를 눌러 키패드를 사용할

때 이 파라미터 값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427 [MOP Freq] 0.00/500.00 Hz 0.01 Hz 60.00 Hz

내장 모터 작동 포텐셔미터(MOP)를 사용한 인버터 주파수 명령을 제공합니다.
중요:인버터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주파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기록되지 않습니

다. MOP 증가와 MOP 감소가 동시에 적용되면 입력이 무시되고 주파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A428 [MOP Reset Sel] 0/1 0 = “Zero MOP Ref”

1 = “Save MOP Ref”
1 = “Save MOP Ref”

전원을 끌 때 현재 MOP 지령 명령의 저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A429 [MOP Preload] 0/1 0 = “No preload”

1 = “Preload”
0 = “No preload”

MOP 기능의 작동을 결정합니다.
A430 [MOP Time] 0.1/600.0 s 0.1 s 10.0 s

MOP 지령의 변경률을 설정합니다.
A431 [Jog Frequency] 0.00/[Maximum Freq] 0.01 Hz 10.00 Hz

조그 명령을 내릴 때 출력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A432 [Jog Accel/Decel] 0.01/600.00 s 0.01 s 10.00 s

조그 모드에 있을 때 사용하는 가속/감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A433 [Purge Frequency] 0.00/500.00 Hz 0.01 Hz 5.00 Hz

t062, t063, t065-t068 [DigIn TermBlk xx]가 40 “Purge”로 설정되었을 때 고정 주파수 명령 
값을 제공합니다.

A434 [DC Brake Time] 0.0/99.9 s 0.1 s 0.0 s
DC 브레이크 전류가 모터에 “주입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A435 [DC Brake Level] 0.00/(인버터 정격 전류 x 1.80) 0.01 A 인버터 정격 전류 x 0.05
P045 [Stop Mode]가 4 “Ramp” 또는 6 “DC Brake”로 설정되었을 때 모터에 적용되는 최
대 DC 브레이크 전류(Amp)를 정의합니다.
주의: 장비 또는 재료의 이동으로 인해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 보조 기계식 제동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동기 모터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동

중 모터 자성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A436 [DC Brk Time@Strt] 0.0/99.9 s 0.1 s 0.0 s

유효한 시작 명령을 수신한 후 DC 브레이크 전류가 모터에 “주입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A437 [DB Resistor Sel] 0/99 0 = “Disabled”
1 = “Norml RA Res”
2 = “NoProtection”
3...99 = “3...99% DutyCycle”

0 = “Disabled”
외부 회생 제동을 사용/해제하고 저항 보호 레벨을 선택합니다.

PF 525

PF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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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A438 [DB Threshold] 10.0/110.0% 0.1% 100.0%
회생 제동 작동을 위한 DC 버스 전압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DC 버스 전압이 이 레벨

을 초과하면 회생 제동이 켜집니다 . 값이 낮을수록 회생 제동 기능의 반응성이 증
가하지만, 회생 제동을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동적 제동 저항기가 과도한 전력을 소산하게 되는 값으로 이 파라미터를 설
정하는 경우 장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보다 작은 파라미터 설정은 회
생 제동 저항의 전력 정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

로 90%보다 작은 값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파라미터의 설정은 파라미터 A437
[DB Resistor Sel]을 2 “NoProtection”으로 설정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A439 [S Curve %] 0/100% 1% 0%
조그를 포함한 가속 및 감속 경사에 적용되는 고정 형태 S 곡선을 활성화합니다.
S 곡선 시간 = (가속 또는 감속 시간) x (S 곡선 설정(%))

A440 [PWM Frequency] 2.0/16.0 kHz 0.1 kHz 4.0 kHz
PWM 출력 파형의 캐리어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 아래 도표는 PWM 주파수 설정 기
준 경감 가이드라인입니다.
중요: 경감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면 인버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A540 [Var PWM Disable]로 방지하지 않으면 인버터가 낮은 출력 속도에서 자동으로

PWM 캐리어 주파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A441 [Droop Hertz@ FLA] 0.0/10.0 Hz 0.1 Hz 0.0 Hz

전류를 기준으로 주파수를 낮춥니다 . 이 주파수는 명령된 출력 주파수로부터 차
감됩니다. 보통 슬립과 수하율이 모두 사용되지는 않지만, 둘 다 사용될 경우 서로

로부터 차감됩니다. 일반적으로 부하 공유 방식에서 사용됩니다.
A442, 
A444, 
A446

[Accel Time x] 0.01 s 0.00/600.00 s 10.00 s
가속 시간 x를 선택했을 때 인버터가 0.0 Hz에서 P044 [Maximum Freq]로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
Accel Rate = [Maximum Freq] / [Accel Time]

A443, 
A445, 
A447

[Decel Time x] 0.00/600.00 s 0.01 s 10.00 s
감속 시간 x를 선택했을 때 인버터가 P044 [Maximum Freq]에서 0.0 Hz로 감속하는데 
걸리는 시간.
Decel Rate = [Maximum Freq] / [Decel Time]

A448, 
A450

A452, 
A454

[Skip Frequency x] 0.0/500.0 Hz 0.1 Hz 0.0 Hz (비활성화됨)
인버터가 연속으로 작동하지 않는 주파수 범위를 생성하면서 A449, A451, A453 및
A455 [Skip Freq Band x]와 함께 작동합니다.

A449, 
A451

A453, 
A455

[Skip Freq Band x] 0.0/30.0 Hz 0.1 Hz 0.0 Hz
A448, A450, A452 및 A454 [Skip Frequency x] 주변 대역을 결정합니다.

A456

A468

[PID x Trim Hi] 0.0/500.0 Hz 0.1 Hz 60.0 Hz
트림이 활성화되었을 때 트림 주파수의 상한값 배율을 조절합니다.

A457

A469

[PID x Trim Lo] 0.0/500.0 Hz 0.1 Hz 0.0 Hz
트림이 활성화되었을 때 트림 주파수의 하한값 배율을 조절합니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기본

PF 525

PF 525

PF 525

PF 525

PF 525

PF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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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58

A470  

[PID x Trim Sel] 0/13 0 = “Disabled”
1 = “TrimOn Pot”
2 = “TrimOn Keypd”
3 = “TrimOn DSI”
4 = “TrimOn NetOp”
5 = “TrimOn 0–10V”
6 = “TrimOn 4–20”
7 = “TrimOn Prset”
8 = “TrimOn AnMlt”(1)

9 = “TrimOn MOP”
10 = “TrimOn Pulse”
11 = “TrimOn Slgic”(1)

12 = “TrimOn Encdr”(1)

13 = “TrimOn ENet”(1)

0 = “Disabled”
PID 출력을 소스 지령에 대한 트림으로 설정합니다.

(1)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A459

A471 

[PID x Ref Sel] 0/13 0 = “PID Setpoint”
1 = “Drive Pot”
2 = “Keypad Freq”
3 = “Serial/DSI”
4 = “Network Opt”
5 = “0–10V Input”
6 = “4–20mA Input”
7 = “Preset Freq”
8 = “AnlgIn Multi”(1)

9 = “MOP Freq”
10 = “Pulse Input”
11 = “Step Logic”(1)

12 = “Encoder”(1)

13 = “EtherNet/IP”(1)

0 = “PID Setpoint”
PID 지령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1)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A460

A472

[PID x Fdback Sel] 0/6 0 = “0–10V Input”
1 = “4–20mA Input”
2 = “Serial/DSI”
3 = “Network Opt”
4 = “Pulse Input”
5 = “Encoder”(1)

6 = “EtherNet/IP”(1)

0 = “0–10V Input”
PID 피드백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1) 설정은 PowerFlex 525 인버터에만 적용됩니다.

A461

A473

[PID x Prop Gain] 0.00/99.99 0.01 0.01
PID 모드 활성화 시 PID 비례 요소의 값을 설정합니다.

A462

A474

[PID x Integ Time] 0.0/999.9 s 0.1 s 2.0 s
PID 모드 활성화 시 PID 적분 요소의 값을 설정합니다.

A463

A475

[PID x Diff Rate] 0.00/99.99 0.01 0.00
PID 모드 활성화 시 PID 미분 요소의 값(1/초)을 설정합니다.

A464

A476

[PID x Setpoint] 0.0/100.0% 0.1% 0.0%
PID 모드 활성화 시 프로세스 설정값에 내부 고정 값을 제공합니다.

A465

A477

[PID x Deadband] 0.0/10.0% 0.1% 0.0%
PID 출력의 하한을 설정합니다.

A466

A478

[PID x Preload] 0.0/500.0 Hz 0.1 Hz 0.0 Hz
시작 또는 활성화 시 적분 요소를 예압하는데 사용되는 값을 설정합니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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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67

A479

[PID x Invert Err] 0/1 0 = “Normal”
1 = “Inverted”

0 = “Normal”
PID 에러 부호를 변경합니다.

A481 [Process Disp Lo] 0.00/99.99 0.01 0.00
인버터가 P043 [Minimum Freq]에서 작동 중일 때 b010 [Process Display]에 표시된 값을 
설정합니다.

A482 [Process Disp Hi] 0.00/99.99 0.01 0.00
인버터가 P044 [Maximum Freq]에서 작동 중일 때 b010 [Process Display]에 표시된 값을 
설정합니다.

A483 [Testpoint Sel] 0/FFFF 1 400
로크웰 오토메이션 현장 서비스 인력에 의해 사용됩니다.

A484 [Current Limit 1] 0.0/인버터 정격 전류 x 1.5 (Normal Duty); 
인버터 정격 전류 x 1.8 (Heavy Duty)

0.1 A 인버터 정격 전류 x 1.1 
(Normal Duty); 인버터 정
격 전류 x 1.5 (Heavy Duty)전류 한계가 발생하기 전에 허용된 최대 출력 전류.

A485 [Current Limit 2] 0.0/인버터 정격 전류 x 1.5 (Normal Duty); 
인버터 정격 전류 x 1.8 (Heavy Duty)

0.1 A 인버터 정격 전류 x 1.1

전류 한계가 발생하기 전에 허용된 최대 출력 전류.
A486

A488

[Shear Pinx Level] 0.0/(인버터 정격 전류 x 2) 0.1 A 0.0 A (비활성화됨)
A487, A489 [Shear Pin x Time]에서 설정한 시간 이후 전단 핀 폴트가 발생하는 전류값

을 설정합니다. 값을 0.0 A로 설정하면 이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A487

A489

[Shear Pin x Time] 0.00/30.00 s 0.01 s 0.00 s
전단 핀 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인버터가 A486, A488 [Shear Pinx Level]에서 설정한 값
이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 연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A490 [Load Loss Level] 0.0/인버터 정격 전류 0.1 A 0.0 A
전류가 A491 [Load Loss Time]에서 설정한 시간 동안 이 레벨 아래로 떨어질 때 
소프트웨어 트립(부하 손실 폴트)을 제공합니다.

A491 [Load Loss Time] 0/9999 s 1 s 0 s
부하 손실 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전류가 A490 [Load Loss Level] 아래로 떨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A492 [Stall Fault Time] 0/5 0 = “60 초”
1 = “120 초”
2 = “240 초”
3 = “360 초”
4 = “480 초”
5 = “Flt Disabled”

0 = “60 초”
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인버터가 중지 모드에 남아 있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A493 [Motor OL Select] 0/2 0 = “No Derate”
1 = “Min. Derate”
2 = “Max. Derate”

0 = “No Derate”
인버터가 Class 10 과부하 보호를 제공합니다. 설정 0...2는 I2t 과부하 기능에 대한 경
감 계수를 선택합니다.

A494 [Motor OL Ret] 0/1 0 = “Reset”
1 = “Save”

0 = “Reset
모터 과부하 카운터를 전원을 끌 때 저장할지 또는 전원을 켤 때 리셋할지 선택합

니다.
A495 [Drive OL Mode] 0/3 0 = “Disabled”

1 = “Reduce CLim”
2 = “Reduce PWM”
3 = “Both-PWM 1st”

3 = “Both-PWM 1st”
인버터가 폴트를 유발할 수 있는 과부하 조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A496 [IR Voltage Drop] 0.0/600.0VAC 0.1VAC 인버터 정격 기준

인덕션 모터 고정자(자동 튜닝)의 저항 전체에서 강하한 전압 값.
A497 [Flux Current Ref] 0.00/(인버터 정격 전류 x 1.4) 0.01 A 인버터 정격 기준

전체 모터 자속에 필요한 전류입니다 . 값을 모터의 전체 속도 무부하 전류로 설정

해야 합니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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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98 [Motor Rr] 0.00/655.35 ohm 0.01 ohm 인버터 정격 기준

인덕션 모터의 로터 저항.
A499 [Motor Lm] 0.0/6553.5 mH 0.1 mH 인버터 정격 기준

인덕션 모터의 상호 인덕턴스.
A500 [Motor Lx] 0.0/6553.5 mH 0.1 mH 인버터 정격 기준

인덕션 모터의 누설 인덕턴스.
A509 [Speed Reg Sel] 0/1 0 = “자동”

1 = “수동”
0 = “자동”

벡터“제어” 모드 속도 조절기의 PI 게인을 자동으로 설정할지 수동으로 설정할지 
결정합니다. 파라미터 A521...A526은 이 파라미터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A510, 
A512, 
A514

[Freq x] 0.00/200.00% 0.01% Freq 1 = 8.33%
Freq 2 = 15.00%
Freq 3 = 20.00%

벡터”제어” 모드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A511, 
A513, 
A515

[Freq x BW] 0/40Hz 1 Hz 10 Hz
벡터”제어” 모드의 속도 제어 루프 대역폭입니다.

A521, 
A523, 
A525

[Freq x Kp] 0.0/500.0% 0.1% 100.0%
모터가 여전히 가속하고 있는 동적 상태에서 더욱 빠른 속도 응답을 위해 주파수

영역 1, 2 또는 3에 있을 때 “벡터” 제어 모드의 P 게인을 설정합니다. A509 [Speed Reg
Sel]을 1 “수동”으로 설정하면 이 파라미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522, 
A524, 
A526

[Freq x Ki] 0.000/10.000초 0.001초 0.100초
모터가 정격 속도인 정적 상태에서 더욱 빠른 속도 응답을 위해 주파수 영역 1, 2 또
는 3에 있을 때 “벡터” 제어 모드의 I 게인을 설정합니다. A509 [Speed Reg Sel]을 1 “수
동”으로 설정하면 이 파라미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530 [Boost Select] 0/14 0 = “Custom V/Hz”
1 = “30.0, VT”
2 = “35.0, VT”
3 = “40.0, VT”
4 = “45.0, VT”
5 = “0.0, no IR”
6 = “0.0”
7 = “2.5, CT”
8 = “5.0, CT”
9 = “7.5, CT”
10 = “10.0, CT”
11 = “12.5, CT”
12 = “15.0, CT”
13 = “17.5, CT”
14 = “20.0, CT”

6 = “0.0”(400V 및 600V 인
버터의 경우 5 HP 이상)
7 = “2.5, CT”(200V 인버터

의 경우, 5 HP 이상)
8 = “5.0, CT”(5 HP 이하 인
버터의 경우)

부스트 전압(P031 [Motor NP Volts]의 %)을 설정하고 V/Hz 곡선을 재정의합니다. V/Hz
및 SVC 제어 모드에서만 사용됩니다.

A531 [Start Boost] 0.0/25.0% 0.1% 2.5%
A530 [Boost Select] = 0 “Custom V/Hz”이고 P039 [Torque Perf Mode] = 0 “V/Hz”일 때 부스트

전압(P031 [Motor NP Volts]의 %)을 설정하고 V/Hz 곡선을 재정의합니다.
A532 [Break Voltage] 0.0/100.0% 0.1% 25.0%

A530 [Boost Select]를 “맞춤형 V/Hz”로 설정했을 경우 A533 [Break Frequency]에서 전압

([Base Frequency]의 %)을 설정합니다.
A533 [Break Frequency] 0.0/500.0 Hz 0.1 Hz 15.0 Hz

A530 [Boost Select]를 0 “Custom V/Hz”로 설정했을 경우 A532 [Break Voltage]이 적용되는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A534 [Maximum Voltage] 최소 = 10V AC(230V 인버터에서); 
20V AC(460V 인버터에서); 25V AC(600V 인
버터에서)
최대 = 255V AC(230V 인버터에서); 
510V AC(460V 인버터에서); 637.5V AC(600V
인버터에서)

1V AC 인버터 정격 전압

인버터 출력의 최대 전압을 설정합니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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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35 [Motor Fdbk Type] 0/5 0 = “None”
1 = “Pulse Train”
2 = “Single Chan”
3 = “Single Check”
4 = “Quadrature”
5 = “Quad Check”

0 = “None”
엔코더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의: 아날로그 입력, 엔코더 또는 기타 피드백의 손실은 원하지 않는 속도 또는 모
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속도 또는 모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A536 [Encoder PPR] 1/20000 PPR 1 PPR 1024 PPR
엔코더 사용 시 엔코더 회전당 펄스(PPR)를 지정합니다.

A537 [Pulse In Scale] 0/20000 1 64
t065 또는 t067 [DigIn TermBlk xx]를 52 “Pulse Train”로 설정하거나 A535 [Motor Fdbk Type]
을 1 “Pulse Train”으로 설정했을 때 펄스 입력의 배율 계수/게인을 설정합니다.
입력 주파수(Hz) / 스케일의 펄스 = 출력 주파수(Hz)

A538 [Ki Speed Loop] 0.0/400.0 0.1 2.0
피드백 사용 시 속도 루프의 PI 계산에 사용된 I 게인을 설정합니다.

A539 [Kp Speed Loop] 0.0/200.0 0.1 5.0
피드백 사용 시 속도 루프의 PI 계산에 사용된 P 게인을 설정합니다.

A540 [Var PWM Disable] 0/1 0 = “Enabled”
1 = “Disabled”

0 = “Enabled”
A440 [PWM Frequency]에 의해 정의된 PWM 출력 파형의 캐리어 주파수를 변화시키

는 기능을 사용/해제합니다.
A541 [Auto Rstrt Tries] 0/9 1 0

폴트 리셋과 재시동을 위한 인버터의 최대 시도 횟수를 설정합니다.
주의 : 부적절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장비 손상

및/또는 개인적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지역, 국가

및 국제 규정, 표준, 규제 또는 산업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A542 [Auto Rstrt Delay] 0.0/120.0 s 0.1 s 1.0 s

A541 [Auto Rstrt Tries]가 0이 아닙니다.
A543 [Start At PowerUp] 0/1 0 = “Disabled”

1 = “Enabled”
0 = “Disabled”

시작 명령의 사이클 없이 전원 공급 시 인버터 시작을 사용/해제합니다. 실행 또는

시작을 위해 설정된 디지털 입력과 유효한 시작 접점이 필요합니다.
주의 : 부적절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장비 손상

및/또는 개인적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지역, 국가

및 국제 규정, 표준, 규제 또는 산업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A544 [Reverse Disable] 0/1 0 = “Rev Enabled”

1 = “Rev Disabled”
0 = “Rev Enabled”

모터 회전 방향의 변경을 허용하는 기능을 사용/해제합니다.
A545 [Flying Start En] 0/1 0 = “Disabled”

1 = “Enabled”
0 = “Disabled”

인버터가 실제 RPM에서 회전하는 모터에 재연결되도록 허용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A546 [FlyStrt CurLimit] 30/200% 1% 150%
플라잉 스타트를 사용할 경우 인버터와 모터 주파수가 일치하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A547 [Compensation] 0/3 0 = “Disabled”
1 = “Electrical”
2 = “Mechanical”
3 = “Both”

1 = “Electrical”
모터 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보정 옵션을 사용/해제합니다.

A548 [Power Loss Mode] 0/1 0 = “Coast”
1 = “Decel”

0 = “Coast”
입력 전원 손실에 대한 반응을 설정합니다.

A549 [Half Bus Enable] 0/1 0 = “Disabled”
1 = “Enabled”

0 = “Disabled”
단기 전력 강하 조건에서 모터로 공급되는 전원을 50% 인버터 입력 전압으로 유지

하도록 하는 전원 순시 정전 보상 기능을 사용/해제합니다.
주의 : 인버터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최소 라인 임피던스를 제공해서 전력

라인이 복구될 때 인입 전류를 제한해야 합니다 . 반이중 버스를 사용할 경우 입력

임피던스는 VA 정격이 인버터 입력 VA 정격의 6배인 5% 변압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A550 [Bus Reg Enable] 0/1 0 = “Disabled”

1 = “Enabled”
1 = “Enabled”

버스 조절기를 사용/해제합니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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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51 [Fault Clear] 0/2 0 = “Ready/Idle”
1 = “Reset Fault”
2 = “Clear Buffer”

= “Ready/Idle”
폴트를 리셋하고 폴트 이력을 제거합니다.

A552 [Program Lock] 0000/9999 1111 0000
4자리 비밀번호로 미인증 사용자에 의한 파라미터 변경을 방지합니다.

A553 [Program Lock Mod] 0/3 0 = “Full Lock”
1 = “Keypad Lock”
2 = “Custom Only”
3 = “KeyPd Custom”

0 = “Full Lock”
파라미터 A552 [Program Lock]에서 사용한 잠금 모드를 결정합니다 . 2나 3으로 설정

되면 A552 [Program Lock]이 사용자 지정 그룹에 추가되어 파라미터 잠금 해제를 허
용합니다.

A554 [Drv Ambient Sel] 0/4 0 = “Normal”
1 = “55C”
2 = “60C”
3 = “65C +Fan Kit”
4 = “70C +Fan Kit”

0 = “Normal”
50°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사용할 때 예상되는 최대 주변 온도를 설정합니다. 주변

온도가 50°C를 초과하는 경우, 인버터는 필요한 전류 감쇄를 적용합니다.

A555 [Reset Meters] 0/2 0 = “Ready/Idle”
1 = “Reset Meters”
2 = “Reset Time”

0 = “Ready/Idle”
폴트 횟수와 에너지 사용을 추적하는 파라미터에 저장된 값을 리셋합니다.

A556 [Text Scroll] 0/3 0 = “Off”
1 = “Low Speed”
2 = “Mid Speed”
3 = “High Speed”

2 = “Mid Speed”
LCD 디스플레이의 텍스트 스크롤 속도를 설정합니다.

A557 [Out Phas Loss En] 0/1 0 = “Disabled”
1 = “Enabled”

0 = “Disabled”
출력 위상 손실 검출을 사용/해제합니다.
주의 : 부적절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장비 손상

및/또는 개인적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지역, 국가

및 국제 규정, 표준, 규제 또는 산업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A558  [Positioning Mode] 0/4 0 = “Time Steps”

1 = “Preset Input”
2 = “Step Logic”
3 = “Preset StpL”
4 = “StpLogic-Lst”

0 = “Time Steps”
위치 단계에서 사용되는 위치 결정 전환 모드를 정의합니다.

A559 [Counts Per Unit] 1/32000 1 4096
엔코더 횟수를 한 사용자 정의 장비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A560 [Enh Control Word] 0000 0000/1111 1111 Digit 8 Digit 7
Logic In 2 Logic In 1
Digit 6 Digit 5
Traverse Dis Sync Enable
Digit 4 Digit 3
Pos Redefine Hold Step
Digit 2 Digit 1
Find Home Home Limit

0000 0000
통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제어를 통해 위치 결정 기능과 다른 기능

의 제어를 허용합니다 . 기능들이 디지털 입력 옵션을 복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A561 [Home Save] 0/1 0 = “Home Reset”
1 = “Home Saved”

0 = “Home Reset”
전원을 끌 때 현재 위치를 저장할지 결정합니다.

A562 [Find Home Freq] 0.1/500.0 Hz 0.1 Hz 10.0 Hz
“Find Home” 명령을 내릴 때 인버터가 사용하는 최대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A563 [Find Home Dir] 0/1 0 = “Forward”
1 = “Reverse”

0 = “Forward”
홈 찾기”를 내릴 때 인버터가 명령하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A564 [Encoder Pos Tol] 1/50000 1 100
“At Position” 및 “At Home” 오차를 엔코더 카운트 주위로 설정합니다 . 오차 범위의 생
성을 위해 값이 목표 엔코더 장비 값에 가산되고 차감됩니다.

A565 [Pos Reg Filter] 0/15 1 8
위치 조절기에서 에러 신호 필터를 설정합니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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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525

PF 525

PF 525

PF 525

PF 525

PF 525

PF 525

PF 525

PF 525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520-QS001B-KO-E - 2017년11월 29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폴트 코드

A566 [Pos Reg Gain] 0.0/200.0 0.1 3.0
위치 조절기의 게인 조절을 설정합니다.

A567 [Max Traverse] 0.00/300.00 Hz 0.01 Hz 0.00 Hz
삼각파 속도 변조 진폭을 설정합니다.

A568 [Traverse Inc] 0.00/300.00초 0.01초 0.00초
트래버스 기능이 최소 트래버스 주파수에서 최대 트래버스 주파수로 가속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A567 [Max Traverse]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A569 [Traverse Dec] 0.00/300.00 s 0.01 s 0.00 s

트래버스 기능이 최대 트래버스 주파수에서 최소 트래버스 주파수로 감속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A567 [Max Traverse]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A570 [P Jump] 0.00/300.00 Hz 0.01 Hz 0.00 Hz

명령 주파수에 가산되거나 차감되는 주파수 진폭을 설정합니다. A567 [Max Traverse]
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A571 [Sync Time] 0.0/3200.0 s 0.1 s 0.0 s
명령 주파수가 변경될 경우에도 인버터를 현재 주파수로 유지하는 기능을 사용합

니다. t062, t063, t065-t068 [DigIn TermBlk xx] 32 “Sync Enable”과 함께 사용됩니다.
A572 [Speed Ratio] 0.01/99.99 0.01 1.00

인버터 속도 명령의 배율을 조절합니다.
A573 [Mtr Options Cfg] 00/11 Digit 2 Digit 1

ZeroSpd Slip Jerk Select
11

모터 옵션 구성을 설정합니다.

넘버 FAULT 동작

F000 No Fault –
F002 Auxiliary Input • 원격 배선을 점검하십시오.

• 통신 프로그래밍을 점검해 의도한 폴트인지 확인하십시오.
F003 Power Loss • 들어오는 AC 입력에 저압이나 회선 전원 중단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입력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 부하를 감소시키십시오.

F004 UnderVoltage 들어오는 AC 입력에 저압이나 회선 전원 중단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F005 OverVoltage AC 입력에 높은 입력 선간 전압이나 과도 전압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버스 전압 초과는 모터 회생에 의해

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속 시간을 연장하거나 회생 제동 옵션을 설치하십시오.
F006 Motor Stalled • P041, A442, A444, A446 [Accel Time x]를 증가시키거나 부하를 감소시켜 인버터 출력 전류가 파라미터 A484, A485 

[Current Limit x]에 의해 설정된 전류를 너무 오래 초과하지 않게 하십시오.
• 오버홀 부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F007 Motor Overload • 과도한 모터 부하가 존재합니다. 부하를 감소시켜 인버터 출력 전류가 파라미터 P033 [모터 OL 전류]에 의해 
설정된 전류를 초과하지 않게 하십시오.

• A530 [Boost Select]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F008 Heatsink OvrTmp • 방열판이 막혔거나 더러운지 확인하십시오. 주변 온도가 정격 주변 온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팬을 점검하십시오.
F009 CC OvrTmp • 제품 주변 온도를 점검하십시오.

• 공기 흐름이 막혔는지 확인하십시오.
• 더럽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팬을 점검하십시오.

F012 HW OverCurrent 프로그래밍을 점검하십시오 . 과도한 부하 , 부적절한 A530 [Boost Select] 설정 , 너무 높게 설정된 DC 브레이크 전압

또는 다른 전류 초과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F013 Ground Fault 모터와 인버터 출력 단자에 연결된 외부 배선에 접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F015(1) Load Loss • 모터와 부하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 레벨 및 시간 요구사항을 확인하십시오.
F021 Output Ph Loss • 모터 배선을 점검하십시오.

• 모터를 점검하십시오.
F029 Analog In Loss • 입력에 끊어졌거나 느슨한 연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파라미터를 확인하십시오.

 =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인버터를 중지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PowerFlex 525 인버터만 해당됩니다.

넘버 파라미터 최소 / 최대 디스플레이 / 옵션 기본

PF 525

PF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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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F033 Auto Rstrt Tries 폴트 원인을 수정하고 수동으로 제거하십시오.
F038 Phase U to Gnd • 인버터와 모터 사이의 배선을 점검하십시오.

• 모터에 접지된 위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폴트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인버터를 교체하십시오.

F039 Phase V to Gnd
F040 Phase W to Gnd
F041 Phase UV Short • 모터 및 인버터 출력 단자 배선에 단락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폴트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인버터를 교체하십시오.F042 Phase UW Short
F043 Phase VW Short
F048 파라미터가 기본

값으로 리셋됨

• 폴트를 제거하거나 인버터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필요 시 인버터 파라미터를 프로그램하십시오.

F059(1) Safety Open 안전 입력 신호를 점검하십시오. 안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I/O 단자 S1, S2 및 S+에 대한 점퍼를 확인하고 
조이십시오.

F063 SW OverCurrent • 모터와 부하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 레벨 및 시간 요구사항을 확인하십시오.

F064 Drive Overload 부하를 감소시키거나 가속 시간을 연장하십시오.
F070 Power Unit • 최대 주변 온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폴트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인버터를 교체하십시오.

F071 DSI Net Loss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통신 케이블을 점검하십시오.
• Modbus 또는 DSI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 Modbus 또는 DSI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F072 Opt Net Loss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통신 케이블을 점검하십시오.
•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외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F073(1) EN Net Loss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통신 케이블을 점검하십시오.
• EtherNet/IP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외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F080 Autotune Failure 절차를 재시작하십시오.
F081 DSI Comm Loss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통신 케이블을 점검하십시오.
• Modbus 또는 DSI 설정을 점검하십시오.
• Modbus 또는 DSI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 C125 [Comm Loss Action]을 사용해 변경하십시오.
• I/O 단자 C1 및 C2를 접지에 연결하면 노이즈에 대한 내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배선, Modbus 마스터 장비 또는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F082 Opt Comm Loss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인버터에 옵션 카드를 재설치하십시오.
• C125 [Comm Loss Action]을 사용해 변경하십시오.
• 배선, 포트 확장기, 옵션 카드 또는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F083(1) EN Comm Loss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EtherNet/IP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인버터의 Ethernet 설정과 진단 파라미터를 점검하십시오.
• C125 [Comm Loss Action]을 사용해 변경하십시오.
• 배선, Ethernet 스위치 또는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F091(1) Encoder Loss • 배선을 점검하십시오.
• P047, P049, P051 [Speed   R eferencex] = 16 “Positioning” 및 A535 [Motor Fdbk Type] = 5 “Quad Check”인 경우, 엔코더 

채널 입력을 스와핑하거나 두 개의 모터 리드를 스와핑하십시오.
• 엔코더를 교체하십시오.

F094 Function Loss 단자로의 입력을 닫고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F100 Parameter Chksum P053 [기본값으로 리셋]을 2 “출하 시 기본값으로 리셋”으로 설정하십시오.
F101 외부 저장장치 P053 [Reset To Defalts]을 2 “Factory Rset”으로 설정하십시오.
F105 C Connect Err 폴트를 제거하고 모든 파라미터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제어 모듈을 제거하거나 

설치하지 마십시오.
F106 Incompat C-P • 다른 전원 모듈로 교체하십시오.

• PowerFlex 523 제어 모듈로 교체하십시오.
F107 Replaced C-P • 다른 전원 모듈로 교체하십시오.

• 전원 모듈을 교체할 수 없을 경우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넘버 FAULT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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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인버터 정격

F109 Mismatch C-P P053 [Reset To Defalts]을 3 “Power Reset”으로 설정하십시오.
F110 Keypad Membrane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폴트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F111(1) Safety Hardware • 안전 입력 신호를 점검하십시오. 안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I/O 단자 S1, S2 및 S+에 대한 점퍼를 확인하고 

조이십시오.
• 폴트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F114 uC Failure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폴트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F122 I/O Board Fail •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폴트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인버터나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F125 Flash Update Req 펌웨어 플래시 업데이트를 실행해 유효한 펌웨어를 불러오십시오.
F126 NonRecoverablErr • 폴트를 제거하거나 인버터 전원을 껐다 켜십시오.

• 폴트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인버터나 제어 모듈을 교체하십시오.
F127 DSIFlashUpdatReq DSI 통신을 사용해 펌웨어 플래시 업데이트를 실행하여 유효한 펌웨어를 불러오십시오.

(1) 이 폴트는 PowerFlex 523 인버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PowerFlex 523 프레임 – 정격은 kW 및 (HP)로 표시됩니다.

프
레

임 1 상
100...120V

1 상
200...240V

1 상
200...240V
필터 있음

3 상
200...240V

3 상
380...480V

3 상
380...480V
필터 있음

3 상
525...600V

A 0.2...0.4 (0.25...0.5) 0.2...0.75 
(0.25...1.0)

0.2...0.75 
(0.25...1.0)

0.2...2.2 (0.25...3.0) 0.4...2.2 (0.5...3.0) 0.4...2.2 (0.5...3.0) 0.4...2.2 (0.5...3.0)

B 0.75...1.1 (1.0...1.5) 1.5...2.2 (2.0...3.0) 1.5...2.2 (2.0...3.0) 4.0 (5.0) 4.0 (5.0) 4.0 (5.0) 4.0 (5.0)

C – – – 5.5 (7.5) 5.5...7.5 (7.5...10.0) 5.5...7.5 (7.5...10.0) 5.5...7.5 (7.5...10.0)

D – – – 7.5 (10.0) 11.0...15.0 
(15.0...20.0)

11.0...15.0 
(15.0...20.0)

11.0...15.0 
(15.0...20.0)

E – – – 11.0...15.0 
(15.0...20.0)

– 18.5...22.0 
(25.0...30.0)

18.5...22.0 
(25.0...30.0)

PowerFlex 525 프레임 – 정격은 kW 및 (HP)입니다.

프
레

임 1 상
100...120V

1 상
200...240V

1 상
200...240V
필터 있음

3 상
200...240V

3 상
380...480V

3 상
380...480V
필터 있음

3 상
525...600V

A 0.4 (0.5) 0.4...0.75 (0.5...1.0) 0.4...0.75 (0.5...1.0) 0.4...2.2 (0.5...3.0) 0.4...2.2 (0.5...3.0) 0.4...2.2 (0.5...3.0) 0.4...2.2 (0.5...3.0)

B 0.75...1.1 
(1.0...1.5)

1.5...2.2 (2.0...3.0) 1.5...2.2 (2.0...3.0) 4.0 (5.0) 4.0 (5.0) 4.0 (5.0) 4.0 (5.0)

C – – – 5.5 (7.5) 5.5...7.5 (7.5...10.0) 5.5...7.5 (7.5...10.0) 5.5...7.5 (7.5...10.0)

D – – – 7.5 (10.0) 11.0...15.0 
(15.0...20.0)

11.0...15.0 
(15.0...20.0)

11.0...15.0 
(15.0...20.0)

E – – – 11.0...15.0 
(15.0...20.0)

– 18.5...22.0 
(25.0...30.0)

18.5...22.0 
(25.0...30.0)

넘버 FAULT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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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치수 및 무게

IP 20/ 개방형 – 치수는 mm 및 (in.) 로 표시됩니다 . 중량은 kg 및 (lb) 단위입니다 .

EMC 라인 필터 – 치수는 mm 및 (in.) 단위입니다 .

프레임 크기 A B C D E 무게

A 72.0 (2.83) 152.0 (5.98) 172.0 (6.77) 57.5 (2.26) 140.0 (5.51) 1.1 (2.4)
B 87.0 (3.43) 180.0 (7.09) 172.0 (6.77) 72.5 (2.85) 168.0 (6.61) 1.6 (3.5)
C 109.0 (4.29) 220.0 (8.66) 184.0 (7.24) 90.5 (3.56) 207.0 (8.15) 2.3 (5.0)
D 130.0 (5.12) 260.0 (10.24) 212.0 (8.35) 116.0 (4.57) 247.0 (9.72) 3.9 (8.6)
E 185.0 (7.28) 300.0 (11.81) 279.0 (10.98) 160.0 (6.30) 280.0 (11.02) 12.9 (28.4)

프레임 크기(1)

(1) EMC 지침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을 참조하십시오.

A B C D E F G H I
A 55.0 (2.17) 72.0 (2.83) 234.0 (9.21) 30.0 (1.18) 223.0 (8.78) 54.0 (2.13) 20.0 (0.79) 23.0 (0.91) 5.5 (0.22)
B 70.0 (2.76) 87.0 (3.43) 270.0 (10.63) 35.0 (1.38) 258.0 (10.16) 58.0 (2.28) 25.0 (0.98) 24.0 (0.94) 5.5 (0.22)
C 70.0 (2.76) 109.0 (4.29) 275.0 (10.83) 37.0 (1.46) 263.0 (10.35) 76.0 (2.99) 25.0 (0.98) 28.0 (1.10) 5.5 (0.22)
D 80.0 (3.15) 130.0 (5.12) 310.0 (12.20) 33.0 (1.30) 298.0 (11.73) 90.0 (3.54) 33.0 (1.30) 28.0 (1.10) 5.5 (0.22)
E 80.0 (3.15) 155.0 (6.10) 390.0 (15.35) 33.0 (1.30) 375.0 (14.76) 110.0 (4.33) 33.0 (1.30) 28.0 (1.10) 5.5 (0.22)

Esc Sel

A C

B

E

D

A
D

E

G H

A
D

E

G H

H B
F

F

C E

I

ø5.5
(ø0.22)

B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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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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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L2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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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네트워크 통신

PowerFlex 520 시리즈 RS784 (DSI) 프로토콜

이 항목에서는 PowerFlex 520 시리즈 RS485 (DSI) 프로토콜과 PowerFlex 520 시리즈 인버터의 연결 수립에 관한 기본

정보만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520-UM001)을 참
조하십시오.

PowerFlex 520 시리즈 인d버터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주변 장비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RS485 (DSI) 프로토콜

을 지원합니다. 또한 간단한 네트워킹을 위해 일부 Modbus 기능도 지원합니다. PowerFlex 520 시리즈 인버터는 RTU
모드에서 Modbus 프로토콜을 사용해 RS485 네트워크에서 멀티 드롭될 수 있습니다.

PowerFlex 520 시리즈 인버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배선

네트워크 배선은 노드에서 노드로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된 쉴드 2선 케이블로 구성됩니다.

네트워크 배선 다이어그램 예제

주의: PoE(Power over Ethernet) 케이블을 RS485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회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중요 쉴드는 각 케이블 세그먼트의 한쪽 종단에서만 연결됩니다.

Esc SelEsc SelEsc SelEsc Sel

컨트롤러 PowerFlex 520 시리즈 인버터

C1 C2

Master

4

5TxRxD-

TxRxD+
TxRxD-

TxRxD+

TxRxD-

TxRxD+

Shield Shield Shield

120 ohm resistor
120 ohm resistor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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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8P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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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0-RJ45-TB2P

V/T2T/L3S/L2R/L1 U/T1 W/T3

BR+
BR-DC- DC+

C1 C2

TxR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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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85
(DSI)

V/T2T/L3S/L2R/L1 U/T1 W/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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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DC- DC+

PowerFlex 525
Node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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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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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인버터를 DSI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 PowerFlex 520 시리즈 인버터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PowerFlex 525 내장 EtherNet/IP

이 항목에서는 EtherNet/IP와 PowerFlex 525 인버터의 연결 수립에 관한 기본 정보만을 다룹니다. EtherNet/IP(싱글 및
듀얼 포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용 방법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PowerFlex 525 Embedded EtherNet/IP Adapter User Manual (Publication 520COM-UM001)

• PowerFlex 25-COMM-E2P Dual-Port EtherNet/IP Adapter User Manual (Publication 520COM-UM003)

어댑터를 네트워크에 연결

1. 인버터에서 전원을 제거하십시오.

2. 인버터 제어 모듈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3. 정적 제어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4. Ethernet 케이블의 한쪽 끝을 EtherNet/IP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5. PowerFlex 525 인버터 하단을 통해 Ethernet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배선하고 케이블의 플러그를 내장

EtherNet/IP 어댑터의 해당 소켓에 꽂으십시오.

DSI 네트워크용 파라미터 설정

파라미터 설명

P046 [Start Source 1] 시작이 네트워크로부터 제어될 경우 3 “직렬/DSI”로 설정하십시오.
P047 [Speed Reference1] 속도 지령이 네트워크로부터 제어될 경우 3 “직렬/DSI”로 설정하십시오.
C123 [RS485 Data Rate] RS485(DSI)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설정합니다 .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를 동일한 데이터 전송 속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C124 [RS485 Node Addr] 네트워크에 있는 인버터의 노드 주소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각 장비마다 고유한 노드 주소가 필요합니.
C125 [Comm Loss Action] 통신 문제에 대한 인버터의 응답을 선택합니다.
C126 [Comm Loss Time] 인버터가 C125 [Comm Loss Action]을 실행하기 전에 인버터가 통신 손실에 남아 있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C127 [Comm Format] RS485(DSI) 포트의 전송 모드, 데이터 비트, 패리티 및 정지 비트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를 동일한 설정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128 [Comm Write Mode] 장비 프로그래밍 시 0 “저장”으로 설정하십시오.

휘발성 메모리로 쓸 때는 1 “RAM 전용”으로 설정하십시오.

주의: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PowerFlex 인버터에는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고전압이 흐를 수 있습니

다. 인버터에서 전원을 제거하고 전원이 방전된 것을 확인한 후 내장 EtherNet/IP 어댑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1 (Front)1 (Front)1 (Front)
2 (Rear)

00:00:BC:2E:69:F6

Esc Sel

Ethernet 스위

EtherNet/IP 브릿지가 내장된 1769-L36ERM 
CompactLogix 컨트롤러

EtherNet/IP 어댑터가 내장된 
PowerFlex 525(그림은 프레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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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520 시리즈 가변속 인버터
인버터 및 어댑터 상태 표시기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 설정

파라미터를 사용한 IP 주소 설정

1. C128 [EN Addr Sel] 파라미터 값이 1 “Parameters”로 설정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합니다 .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하려면 이 파
라미터를 “Parameters”로 설정해야 합니다.

2. 파라미터 C129 [EN IP Addr Cfg 1]부터 C132 [EN IP Addr Cfg 4]까지의 값
을 고유 IP 주소로 설정하십시오.

3. 인버터 전원을 껐다 켜서 어댑터를 리셋하십시오.

파라미터를 사용한 서브넷 마스크 설정

1. C128 [EN Addr Sel] 파라미터 값이 1 “Parameters”로 설정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합니다 .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서브넷 마스크를 구성하려

면 이 파라미터를 “Parameters”로 설정해야 합니다.

2. 파라미터 C133 [EN Subnet Cfg 1]부터 C136 [EN Subnet Cfg 4]까지의 값
을 원하는 서브넷 마스크 값으로 설정합니다.

3. 인버터 전원을 껐다 켜서 어댑터를 리셋하십시오.

파라미터를 사용한 게이트웨이 주소 설정

1. C128 [EN Addr Sel] 파라미터 값이 1 “Parameters”로 설정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합니다 .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성하

려면 이 파라미터를 “Parameters”로 설정해야 합니다.

2. 파라미터 C137 [EN Gateway Cfg 1]부터 C140 [EN Gateway Cfg 4]까지의

값을 원하는 게이트웨이 주소 값으로 설정합니다.

3. 인버터 전원을 껐다 켜서 어댑터를 리셋하십시오.

Esc Sel

FWD

ENET  LINK

EtherNet/IP

ENET  LINK

EtherNet/IP

➊ ➋

➬

항목 이름 상태 설명

➊ ENET 꺼짐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켜짐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고 인버터가 Ethernet을 
통해 제어됩니다.

깜박임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지만 인버터가 Ethernet을 
통해 제어되지 않습니다.

➋ LINK 꺼짐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켜짐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지만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깜박임 어댑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➌ FAULT 적색 깜박임 인버터에 폴트(고장)가 발생했습니다.

기본값 = 0.0.0.0 192.168.1.62

[EN IP Addr Cfg 1]
[EN IP Addr Cfg 2]

[EN IP Addr Cfg 3]
[EN IP Addr Cfg 4]

기본값 = 0.0.0.0
255.255.255.0

[EN Subnet Cfg 1]
[EN Subnet Cfg 2]

[EN Subnet Cfg 3]
[EN Subnet Cfg 4]

기본값 = 0.0.0.0 192.168.1.1

[EN Gateway Cfg 1]
[EN Gateway Cfg 2]

[EN Gateway Cfg 3]
[EN Gateway Cf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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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용자 정보

전자식 장비는 전기기계식 장비와는 작동 특성이 다릅니다 . 전자식 제어의 적용 ,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

지침(SGI-1.1,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 또는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에서 제공)에서는

전자식 장비와 전기기계식 장비 간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전자식 장비의 다양한 활
용성으로 인해 장비 책임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본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장비의 사용 또는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
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예제와 도표는 설명 목적으로만 제공 됩니다 . 특정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요구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예제와 도표에 근거한 실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정보 , 회로 ,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서면 허가 없이 본 매뉴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다음 자료를 사용해서 지원 정보를 액세스하십시오.

고객 의견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문서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에서 How Are We Doing?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지원 센터 Knowledgebase 자료 , 사용 방법 동영상 , FAQ,
채팅, 사용자 포럼, 제품 알림 업데이트

https://rockwellautomation.custhelp.com/ 

현지 기술 지원 전화번호 각국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et-support-
now.page 

직접 다이얼 코드
제품에 대한 직접 다이얼 코드를 찾으십시
오 . 이 코드는 기술 지원 엔지니어에게 직
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direct-
dial.page 

자료 라이브러리 설치 지침서 , 매뉴얼 , 브로슈어 및 기술 데
이터.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literature-library/
overview.page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
(PCDC: Product Compatibility 
and Download Center)

제품의 상호 작용 방법을 확인하도록 지원
을 얻고, 기능 및 성능을 확인하고, 관련 펌
웨어를 찾으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about-us/sustainability-ethics/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page에
서 최신 제품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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