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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내용

새로운 기능
PowerFlex® 6000T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고속 애플리케이션

PowerFlex 6000T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어 모드에서 최대 120Hz 출력 주파수의 고속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IP Security 지원

PowerFlex 6000T는 심층 방어 전략을 지원하고 모든 사이버 보안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CIP Security™를
지원합니다.

확장 입력 전압 기능

3.3 및 4.16 kV 출력 전압 정격의 PowerFlex 6000T A 프레임 IEC 인버터는 이제 최대 13.8 kV 1차 입력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RealSine 솔루션

구동 변압기 2차 권선의 수를 변경하지 않고 2.4~4.16kV에서 최대 215A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전압 범위에 대한 기존의
18 펄스 또는 24 펄스 설계와 비교하여 각 권선은 각각 54 펄스 또는 72 펄스 달성을 위해 특별히 위상 편이됩니다. 옵션인
RealSine™ 솔루션은 입력 THDi(Total Harmonic Current Distortion)에서 최대 30% 개선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설계에는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드라이브 설치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치 면적이 감소한 A 프레임

이제 6 및 6.6 kV 정격의 PowerFlex 6000T IEC 인버터가 최대 215 A 정격의 올인원 디자인으로 제공됩니다. 이 컴팩트 인버터는
인버터 치수 변경없이 최대 13.8 kV의 1차 전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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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PowerFlex 고압 인버터의 이점
세계 최대의 산업 자동화 및 정보 전문 기업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80년 이상 업계를 선도하는 고압 모터 제어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인버터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전문성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압 인버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30여 년에 걸쳐 쌓은 경험과
수천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입증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및 테스트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 팀,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가 고객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공합니다.

인텔리전트 모터 컨트롤 –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압 인버터는 인버터
상태 및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어 시스템으로 다시 제공합니다. 
Studio 5000® 및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툴을 완벽히 지원하여 이러한 스마트 자산을
제어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합니다.

연결성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압 인버터는 내장된
EtherNet/IP™ 통신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유연한 연결성 및 제어 시스템 호환성을 통해
완벽한 제어 시스템 통합이 가능합니다.

입증된 신뢰성
확실한 설계 가이드라인, 신뢰할 수 있는
구성요소, 적은 부품 수, 제어 전력
라이드스루(ride-through) 및 자동 재시작
기능이 가동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이중화
구성요소와 바이패스 옵션 그리고 출하 전
동력계 테스트를 통해 자산 활용을
개선합니다.

안전/품질 표준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품질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내아크성 외함 옵션과
기능 안전(functional safety) 옵션을 통해
인력 및 프로세스 안전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ECO 설계 냉각팬과 고효율 절연 변압기는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무변압기 구성은 최고의 시스템
효율을 보장합니다.

대상 제품 포트폴리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범용
팬, 펌프 및 압축기 애플리케이션 또는 특수용
믹서, 컨베이어, 크레인 및 호이스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해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지원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광범위한 설치 환경은
전 세계 서비스 및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 테스트
PowerFlex 고압 인버터는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철저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고압 인덕션 모터를 사용한 전부하 테스트와
정토크 및 가변 토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부하 프로파일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테스트
시설은 캐나다, 중국, 브라질, 폴란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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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PowerFlex 인버터 선정
다양한 인버터와 옵션으로 구성된 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군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T 다목적 인버터는 팬, 펌프, 압축기, 컨베이어, 분쇄기 등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특수 목적 인버터는 Ball & Sag 분쇄기, 컨베이어, 압출기, 믹서 등 특수 애플리케이션 작업에 필요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고압 인버터 선정 기준

요구 사항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 가변 토크(팬, 펌프, 압축기) 
• 정토크(비회생 애플리케이션, 플랫 랜드 컨베이어)
• 최대 120Hz의 고속 애플리케이션

• 가변 토크(모두)
• 정토크(모두)

인버터 시스템 구성 독립형, 다수의 모터 동기화 전송, 부하 공유 독립형, 다수의 모터 동기화 전송, 부하 공유
인버터 냉각 요구 사항 공냉식 공냉식, 수냉식
모터 전압 정격 최대 11 kV 최대 6.6 kV
모터 전류 정격 최대 680 A 최대 720 A
모터 유형 인덕션 인덕션, 동기식
회생 브레이크 없음(2상한 동작) 있음(4상한 동작)
모터 케이블 길이 최대 10km(6.2mi) 최대 30km(18.7mi)
영속도에서 토크 유지 있음, 자속 벡터, 폐루프 제어 모드만 해당 예
내아크성 외함 요구 사항 아니오 있음 - 50kA 아크플래시 등급 인증

Special Purpose

All-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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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Voltage 

3.3 kV2.3 kV 4.16 kV 6.6 kV 10 kV 11 kV

PowerFlex 7000

PowerFlex 60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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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PowerFlex 6000T 인버터

PowerFlex 6000T 고압 인버터는 팬, 펌프, 압축기, 컨베이어, 
분쇄기 등 다목적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100 11,000kW(190 14,600 Hp)의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 및
2.3 11kV, 최대 120Hz 출력 주파수의 정격 모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공냉식 PowerFlex 6000T 인버터는 경부하 및 중부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프트 스타트와 가변속 제어를 제공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저고조파와 역률 "1" 달성을 위해 인버터는 캐스케이드 ‘H’ 
브릿지(CHB) 토폴로지를 사용합니다. 이 토폴로지는 각 상에 대해
내장 위상 가변 절연 변압기와 직렬 연결 전원 셀을 결합합니다.

PowerFlex 6000T 인버터에는 통합 시간 감소를 위한 Studio 5000 
애드온 프로파일이 있는 프리미엄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TotalFORCE 인버터는 내장된 적응형 제어 기능을 통해 운영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유지보수 분석 기능을 통해 유지보수 스케줄링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제품군은 중공업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성능의 안전하고 견고한 통신 기능은 해양 석유
플랫폼, 천연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채광 현장, 
수처리/폐수처리 시설, 해양 애플리케이션 등을
비롯한 고객의 중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자산
활용을 개선하고 안전 위험을 완화합니다.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는 Direct-to-Drive™ 
기술을 사용한 AFE(Active Front End) 및 고성능
토크 제어와 같은 인버터 설정 및 제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안전 토크 오프 제어 옵션, 
ArcShield™ 내아크성 외함 옵션 등
PowerFlex 7000 인버터는 중요 자산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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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고압 인버터 선택 흐름도

모터 전압이 6.6 kV 
이상입니까?

수냉식 인버터가
필요합니까?

내아크성 인버터가
필요합니까?

회생
애플리케이션입니

까?

모터 케이블 거리가 10 km 
이상입니까?

동기화 모터가 필요합니까?

시작

예

아니

아니

PowerFlex 6000T 고압
인버터를 확인하십시오.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를 확인하십시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과속이 90 Hz를
초과해야 합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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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PowerFlex 고압 인버터 비교
PowerFlex 인버터 비교

특징
PowerFlex 6000T 다목적 인버터 PowerFlex 7000 특수용 인버터

공냉식 공냉식 수냉식
용량 정격 kW 범위 @ 2.3/2.4 kV 최대 2390 kW (3205 Hp) 150...1500 kW (2000 Hp) —
용량 정격 kW 범위 @ 3 kV 최대 2990 kW (4010 Hp) —
용량 정격 kW 범위 @ 3.3 kV 최대 3280 kW (4398 Hp) 187...3600 kW (4750 Hp) —
용량 정격 kW 범위 @ 4/4.16 kV 최대 4140 kW (5525 Hp) 261...4400 kW (5750 Hp) 2240...3900 kW (5000 Hp)
용량 정격 kW 범위 @ 6 kV 최대 5970 kW (8006 Hp)

—
용량 정격 kW 범위 @ 6.3 kV 최대 6300 kW (8450 Hp)
용량 정격 kW 범위 @ 6.6 kV 최대 6570 kW (8810 Hp) 400...6000 kW (8000 Hp) 3000…5595kW(7,500Hp)
용량 정격 kW 범위 @ 6.9 kV 최대 6870 kW (9210 Hp)

—용량 정격 범위 @ 10 kV 최대 9950 kW (13,343 Hp)
용량 정격 kW 범위 @ 11 kV 최대 10,950 kW (14,686 Hp)
토폴로지 캐스케이드 H-브릿지 CSI PWM
모터 유형 인덕션 모터 인덕션 및 동기식

제어 전원 120V 60Hz, 240V 60Hz, 110V 50Hz 또는
220/230V 50Hz 220/240V 또는 110/120V, 단상 – 50/60Hz (20A)

입력 전압 정격 2.4 kV, 3 kV, 3.3 kV, 4.16 kV, 6 kV, 6.6 kV, 
6.9 kV, 7.2 kV, 10 kV, 11 kV, 13.8 kV 2.4 kV, 3.3 kV, 4.16 kV, 6.6 kV 4.16 kV, 6.6 kV

입력 전압 오차 공칭 ±10% 공칭 ±10%
입력 전압 강하 공칭 -30% 공칭 -30%, 성능 저하가 있는 연속적
입력 주파수 50/60 Hz, ±5% 50/60 Hz, ±5%
입력 역률 >.95 >.95 (AFE 정류기)

입력 임피던스 장치 다상 절연 변압기
• 라인 리액터(Direct-to-Drive AFE)
• 절연 변압기(AFE)
• 다상 절연 변압기(18펄스)

일반적인 VFD 시스템 효율(1) • 500 kVA 이하 인버터 = 96%
• 500 kVA 이상 인버터 = 96.5% > 97.5% (Direct-to-Drive AFE), > 98% (18펄스)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소음 레벨(2) • A 프레임 인버터: 80 dB(A)
• B 및 H 프레임 인버터: <85 dB(A) < 85 dB(A)

출력 전압
0…2300/2400V, 0…3000V, 0…3300V,
0…4000/4160V, 0…6000V, 0…6300V,
0…6600V, 0…6900V, 0…10,000V,
0…11,000V

0…2300V, 0…3300V, 0…4000V, 
0…6600V(3) 0…4000V, 0…6600V(3)

과부하 용량 • 10분마다 1분간 110%(Normal Duty)
• 10분마다 1분간 150%(Heavy Duty)

• 10분마다 1분간 110%(경부하/가변 토크 부하)
• 10분마다 1분간 150%(중부하/정토크 부하)

정류기 구성 18펄스~54펄스

• Direct-to-Drive 
(무변압기 AFE 정류기)

• AFE 및 별도 절연 변압기
• AFE 및 내장 변압기
• 18펄스 및 별도 절연 변압기

• Direct-to-Drive(무변압기 AFE 
정류기)

• AFE 및 별도 절연 변압기
• 18펄스 및 별도 절연 변압기

정류기 스위치 다이오드 SGCT(AFE 정류기), SCR(18펄스)
인버터 구성 펄스폭 변조(PWM) 전원 셀 펄스폭 변조(PWM)
인버터 스위치 IGBT SGCT
출력 전류 THD < 3% < 5%
모터로 파형 출력 정현파 전류 및 전압 정현파 전류 및 전압
고압 절연 광통신 광통신

제어 방식

• V/Hz
• 센서리스 벡터 제어(SVC)
• 자속 벡터 제어(엔코더리스)
• 엔코더 피드백을 사용한 자속 벡터

제어(옵션)

• 디지털 센서리스 다이렉트 벡터
• 엔코더 피드백을 사용한 최대 벡터 제어(옵션)

속도 조정성
•  V(전압)/Hz 및 SVC 제어 시 ±0.5%
• ≤ 개루프 벡터 제어 시 ±0.1%
• ≤ 폐루프 벡터 제어 시 ±0.01%

• 엔코더 피드백 없는 경우 0.1%
• 엔코더 피드백 있는 경우 0.01 0.02%

출력 주파수 0.3...120 Hz, 최대 200:1 속도 범위(FVC CL) • 0.2...75 Hz(기본)
• 0.2...90 Hz(옵션)

가속/감속 시간 0 3276초 0 4800초
플라잉 스타트 기능 예 예
전원 상실 자동 재시작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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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회생 모터 브레이크 아니오 예
운영자 인터페이스 10인치 강화된 컬러 터치스크린 10인치 강화된 컬러 터치스크린

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체코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체코어

외부 디지털 입력 정격  24V DC(기본), 120/240V 사용 가능 • 50 60 Hz AC 또는 DC
• 120…240 V – 1 mA

외부 디지털 출력 정격 최대 24V DC, 2 A 정격 건식 접점 • 50 60 Hz AC 또는 DC
• 30…260 V – 1 A

아날로그 입력 (2) 절연형, 0 10V DC (3) 절연형, 4 20 mA 또는 0...10V

아날로그 출력 (2) 비절연형: 0 10V DC 또는 4 20 mA (1) 절연형: 4 20 mA
(8) 비절연형: 0 10V (600 Ω)

통신 프로토콜(옵션 사항)
EtherNet/IP, Modbus RTU Follower 
RS-485, Modbus-TCP, Modbus-PLUS 
Follower RS-485, PROFIBUS RS-485

EtherNet/IP, RI/O, DeviceNet®, Lon Works, Can Open, PROFIBUS 
DP, RS-485 HVAC, Modbus, RS-485 DF1, Interbus, RS-232 DF1, 
ControlNet®, USB

모터 케이블 길이
• 최대 800 m (0.5 mi)
• 출력 dv/dt 필터 사용 시 최대 2 km (1.2 mi)
• 사용자 지정 필터 사용 시 최대 10 km (6.2 

mi)
30 km (18.6 mi)

안전
• UL 버전: 전기 기계식 및 트랩 키 기계식

인터로크(기본)
• IEC 버전: 전기 기계식 인터로크(기본) 및

트랩 키 기계식 인터로크(옵션)

• 트랩 키 기계식 인터로크
• 안전 토크 오프

디지털 보안 • CIP Security™ 준수 설계 아니오 아니오

외함 • IP31(기본)
• IP42(옵션)

• IP21/NEMA 타입 1(기본)
• IP42(옵션)

내아크성 외함 아니오 있음, ArcShield 옵션 사용 가능

마감재

• 에폭시 분말 - 페인트
• 외장 Sandtex Light Gray(RAL 7035와

유사) 검정색으로 질감 처리(RAL 8022와
유사) LV 도어 텍스처 처리

• 내장 - 컨트롤 서브 플레이트 - High Gloss 
White(RAL 9003과 유사)

• 에폭시 분말 - 페인트
• 외장 Sandtex Light Gray(RAL 7035와 유사) 검정색으로 텍스처

처리(RAL 8022와 유사) LV 도어 질감 처리
• 내장 - 컨트롤 서브 플레이트 - High Gloss White(RAL 9003과 유사)

컨포멀 코팅 예 예

주변 온도(작동) • 0 40 °C (32 104 °F) (기본)
• 0 50 °C (32 122 °F) (옵션)

• 0 40 °C (32 104 °F) (기본)
• 0 50 °C (32 122 °F) (옵션)

주변 온도(보관) -25…+55 °C (-13…+133 °F) -40…+70 °C (-40…+158 °F)
상대 습도 최대 95% 불응축식 최대 95% 불응축식

고도
• 0 1000 m (0 3280 ft) (기본)
• 1001…5000 m (3284…13,123 ft) 

(옵션)(1)
• 0 1000 m (0 3280 ft) (기본)
• 1001 5000 m (3284 16,404 ft) (옵션)(1)

설계 표준 NEMA, ANSI, IEEE, UL, CSA, IEC, CE, 
EEMAC NEMA, ANSI, IEEE, UL, CSA, IEC, CE, EEMAC

방향 – 토크 정방향 및 역방향, 모터링 정방향 및 역방향,모터링 및 회생 —
(1) 일반적인 4극 인덕션 모터 기준
(2) 이중화 팬 옵션이 없습니다. 이중화 팬 옵션 사용 시: <215 A는 83 dB(A), 216...680 A는 85 dB(A)로 유지
(3) Direct-to-Drive AFE 구성의 경우, 최대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약 3...4% 낮습니다.

PowerFlex 인버터 비교 ( 계속 )

특징
PowerFlex 6000T 다목적 인버터 PowerFlex 7000 특수용 인버터

공냉식 공냉식 수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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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부하 토크 프로파일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부하 토크 프로파일

애플리케이션 부하 토크 
프로파일(1)

일반적인 부하 토크
( 전부하 토크의 %)(2)

추가 시작
토크에 

엔코더 필요
여부

일반적인 
과부하 

정격 (%)

필요한 
인버터

서비스 듀티
정격

회생 제동
또는 감속 
필요 여부

권장 인버터
이탈 가속 피크 실행

팬 (원심,  
주변 환경)

댐퍼 닫힘 VT 25 60 50 아니오 110 정상 확인
요망(3)

PowerFlex 
6000G/T

댐퍼 열림 VT 25 11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팬(원심, 
고온 가스)

댐퍼 닫힘 VT 25 6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댐퍼 열림 VT 25 200 175 아니오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팬(프로펠러, 
축류) VT 40 110 100 아니오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킬른(로터리, 
로드됨) CT 250 125 125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송풍기
(원심형)

댐퍼 닫힘 VT 30 50 4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댐퍼 열림 VT 40 110 100 아니오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분쇄기(나무), 
시작 비어 있음 CT 50 40 200 아니오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펌프

원심, 토출 열림 VT 40 10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원심, 토출 닫힘 VT 40 75 75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유전 플라이휠 CT 150 200 200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프로펠러 VT 40 10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팬 펌프 VT 40 10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왕복동/용적식 CT 175 30 175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스크류 타입, 
건식으로 시작 VT 75 3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스크류 타입, 
프라이밍됨, 토출 
열림

CT 150 100 100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슬러리 처리, 토출 
열림 CT 150 100 100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터빈, 원심, 딥웰 VT 50 10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베인 타입, 용적식 CT 150 150 175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분리기, 공기
(팬 유형) VT 40 10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전자식 수중용 
[ESP]

vudrk –- 
VT 20…100 평가 평가 아니오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압축기
축상 베인, 로드됨 VT 40 100 100 아니오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G/T
왕복동, 로드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 CT 100 100 100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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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컨베이어

벨트 타입, 로드됨 CT 150 130 100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드래그 타입 CT 175 150 100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스크류 타입, 
로드됨 CT 200 100 100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예 PowerFlex 7000

압출기(고무 또는
플라스틱) CT 150 150 100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믹서

화학물질 CT 175 75 100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액체 CT 100 100 100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슬러리 CT 150 125 100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고체 CT 175 125 175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펄퍼 VT 40 100 150 아니오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밴버리(banbury) CT 200…250 평가 평가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아지테이터

액체 CT 100 100 100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슬러리 CT 150 100 100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분쇄기

설탕 CT 150 평가 평가 예 13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수직 롤러
(로우 밀) CT

로드되지
않음 – 30

로드됨 – 평가
평가 평가 예 150 Heavy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롤링 CT 평가 평가 평가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확인(3)

PowerFlex 
6000T

PowerFlex 7000

Ball & sag CT >150…225 평가 평가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예 PowerFlex 7000

드래그라인

버킷 휠 굴착기 및
리클레이머 CT >150 평가 평가 확인(4) 175…225 Heavy 예 PowerFlex 7000

드래그라인 CT >150 평가 평가 확인(4) 175…225 Heavy 예 PowerFlex 7000
크레인 및
호이스트 CT 평가 평가 평가 확인(4) 150 Heavy 예 PowerFlex 7000

냉각기 냉각기 CT 평가 평가 평가 확인(4) 110 정상 확인(3) PowerFlex 6000

추진 선박 프로펠러 CT 120) 평가 평가 예 사용자
지정(4)

사용자
지정(4) 예 PowerFlex 7000

(1) CT: 정토크, VT: 가변 토크
(2) 음영 처리된 부하 토크 속성은 PowerFlex 6000T 인버터 정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ockwell Automation Medium Voltage Commercial Engineering이나

Allen-Bradle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3) 회생 및/또는 빠른 감속이 필요한 경우 PowerFlex 7000 인버터를 선택하십시오.
(4) 인버터 정격은 Rockwell Automation Medium Voltage Commercial Engineering이나 가까운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부하 토크 프로파일 ( 계속 )

애플리케이션 부하 토크 
프로파일(1)

일반적인 부하 토크
( 전부하 토크의 %)(2)

추가 시작
토크에 

엔코더 필요
여부

일반적인 
과부하 

정격 (%)

필요한 
인버터

서비스 듀티
정격

회생 제동
또는 감속 
필요 여부

권장 인버터
이탈 가속 피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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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PowerFlex 6000T 고압 인버터

PowerFlex 6000T 인버터는 입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견고한 전원 구성과 내장 안전 및 스마트 기능을
컴팩트한 설계에 구현한 제품입니다. 편리한 제어
기능과 TotalFORCE® 기술이 제공하는 프리미어
통합으로 인버터 라이프사이클 내내 시운전 시간을
단축하고 인버터 및 프로세스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능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헤르츠당 볼트 제어, 

센서리스 벡터 제어(6000G/6000T)
• 높은 시작 토크와 저속 작동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속 벡터 제어(6000T만
해당)

• 출력 필터 미사용 시 최대 800 m (2625 ft), 필터
사용 시 최대 10 km (6.2 mi)의 모터 케이블 거리 지원

• 감소한 용량에서 연속 작동을 지원해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버터 크기 증가가 필요 없는 자동 셀 바이패스 기능
• EtherNet/IP 및 기타 다양한 통신 모듈 지원
• 컴팩트한 설계로 동급 최고의 설치 면적 보장, 세 가지 프레임 크기에서 2.3 6.6kV 지원 – 최대 70A, 71...140A 및

141...215A
• 전면 액세스 설계로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전기 기계식 인터로킹(기본) 및 트랩 키 기계식 인터로킹(옵션) 등의 안전 기능이

내장된 강화된 NEMA 타입 1/IP31 또는 IP42 (옵션) 외함
• 동기화 전송 및 바이패스(2.4 11 kV 사용 가능)를 통해 한 인버터로 최대 680A(총 3000A)까지 최대 10대의 모터 시동 가능
• 인버터 크기 증가가 필요 없는 서지 피뢰기(옵션)
• 멀티 레벨 캐스케이드 H-브릿지 설계로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와 변압기를 포함해 96.5%의 효율성 제공
• 프리미어 통합을 통해 Studio 5000 환경에서 손쉽게 설정, 통합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가능 - Logix 제어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드라이브 자산 통합 경험 제공. PowerFlex 6000T 애드온 프로파일은 사전 설정된 데이터 변환기, 시각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구성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인버터 데이터를 상위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본 도구입니다.

•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장치 프로파일 지원 –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손쉽게
설정, 프로그래밍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가능(장치에 연결 또는 오프라인)

• 대형 10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강화 HIM(eHIM)을 통한 더욱 간편하고 직관적인 on-machine 제어, 모니터링 및 진단
사용자 편의 제공

• 광범위한 입력 전원 모니터링 기능 – kW, kVA, kVAR, 경과 kWh 및 MWh, 역률
• 단일 파일에서 모든 주 제어 보드 및 전원 셀의 신속하고 안전한 펌웨어 업데이트
• Forensic Data Recorder(포렌식 데이터 기록기) 기능을 통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
• 팬 수명 예측, 인버터 및 중요 구성요소의 수명 요구 사항 모니터링,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 시간 방지를 위한 실시간 예측 및

사전 유지보수 진단.
• 기본적으로 모든 제어 모드에서 최대 120Hz 출력 주파수의 고속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심층 방어 전략을 지원하고 모든 사이버 보안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CIP Security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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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동기화 전송 바이패스

동기화 전송을 통해 모터 여러 대의 시동과 속도를 한 인버터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따라 대형 모터의 돌입 전류를
제한하여 소프트 스타트 또는 한 번에 한 대씩 여러 모터의 속도 제한 시에 사용합니다. 동기 절체는 모터의 기계적 마모를 줄여 모터
수명을 연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4 11 kV에서 사용 가능
• 한 인버터로 최대 680 A(총 3000 A)까지 최대 10대의 모터 시동 가능
• 충격 없는 전송
• 천연가스 또는 오일 파이프라인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
• EtherNet/IP 및 기타 다양한 통신 모듈

NEMA 3R 외함

PowerFlex 6000T는 실외 사용에 적합한 NEMA 3R 외함으로 제공됩니다. 이 외함에는 A 프레임 인버터와 B 프레임 인버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를 거의 모든 위치에 장착할 수 있어 생산 현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walk-in 외함과 non walk-in 외함 모두에서 사용 가능
• 강제 냉각식 설계와 공대공(air-to-air) 열 설계 모두에서 사용 가능
• IP54에서도 사용 가능
• 콘크리트 패드 불필요
• 작동 온도 범위: -40 +50 °C (-40 +122 °F)
• 최적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PLC 제어식 외함 열 관리 시스템
• 공대공 열교환기 설계가 적용된 폐루프 내부 냉각 시스템(옵션)
• 손쉬운 설치, 3개의 케이블 인입구, 3개의 케이블 인출구
• 필터 유지보수 최소화
• 총 소유 비용 감소

VFD

M2 M1

+X%

X%

-X%
*

*

모터 #2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출력 및 바이패스 캐비닛

모터 #1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출력
및 바이패스 캐비닛

VFD 입력 및 출력 캐비닛 제어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출력 리액터 캐비닛 VFD 캐비닛

고정 주파수 버스

가변 주파수
버스eㅏㅅ

보호
릴레이

보호
릴레이

Point I/OPoint I/OPoint I/O

VFD 출력
절연

스위치 출력
리액터

감독 제어

바이패스
컨택터

바이패스
컨택터

입력
컨택터

입력 PT바이패스 PT

출력 PT 출력 PT

출력
컨택터

출력
컨택터

EtherNet/IP

LV 제어판

제어 변압기

* 그림의 전원 케이블 배선은 간소화된 형태입니다. 케이블은 캐비닛 상단 또는
하단 플레이트의 액세스 구멍을 통해 배선됩니다.

바이패스 PT

제어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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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TotalFORCE 기술

TotalFORCE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 성능 향상, 품질 개선 및 가동 중단 시간 감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처리 성능 증가

이 인버터는 탁월한 추적 기능을 통해 속도 또는 토크 명령어를 면밀하게 제어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하 변동 시에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외란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최종 제품 품질 개선

인버터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 및 토크 제어가 가능해 최종 제품의 일관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크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에서 속도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비 가동 중단 시간 감소

PowerFlex 6000T 인버터는 장비 작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인버터와 모터의 전기 부품 상태를 추적해 제어 시스템에 실시간
진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장비 고장을 예측하고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 시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내의 적응형 제어 기능이 유해한 잠재적 진동을 자동으로 보상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부하 고정 / 조정 부하

부하 변동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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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카탈로그 넘버 설명

고압 인버터 구성을 이해하려면 아래 카탈로그 넘버 표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본 섹션에서 제공하는 예제는 제품 선정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조합이 유효한 카탈로그 넘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가용성에 관한 질문은 Allen-Bradle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제품 선정, 인버터 옵션, 사양, 치수 및 중량 정보는 PowerFlex 6000 고압 인버터 기술 자료(Publication 6000-TD100)를
참조하십시오.

6000
T – A A 140 M J 6 AJ – J HE E –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a b c d
Bulletin 넘버 인버터 프레임 크기 서비스 듀티 인버터 전류 정격 범위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6000G PowerFlex 6000G A ‘A’ 프레임(공냉식)

A
경부하, 0...1000 m 고도

최대 40°C (104°F) 주변 온도, 10분마다
1분간 110% 또는 120% 과부하

15 15 A
6000T PowerFlex 6000T B ‘B’ 프레임(공냉식) 680 680 A

H ‘H’ 프레임(공냉식)

C
중부하, 0...1000 m 고도.

최대 40°C(104°F) 주변 온도, 10분마다
1분간 150% 과부하

Z
사용자 지정 설정(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 또는 Allen-Bradle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e f g h
외함 타입 공칭 시스템 전압 라인 주파수 제어 전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D 타입 1/IP21(도어
개스킷 포함)

A 2400V L 7200V 5 50 Hz AG 110V
B 3000V P 8320V 6 60 Hz AJ 120V

M IP31(도어 개스킷 포함)
C 3300V R 10,000V AL 220V
E 4160V S 11,000V AN 230V

K IP42(도어 개스킷 포함)
G 4800V T 11,500V AP 240V
D 5500V M 12,000V
F 6000V U 12,470V
H 6300V V 13,200V
J 6600V W 13,800V
K 6900V

i j k l
공칭 부하 ( 모터 ) 전압 변압기 효율 인버터 인증서 옵션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A 2300V/2400V HE 높은 효율성? – 구리 E IEC PowerFlex 6000T 고압 인버터 옵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B 3000V SE 표준 효율성 – 구리 U UL
C 3300V SA 기본 효율성 – 알루미늄
E 4000V/4160V
D 5500V
F 6000F
H 6300V
J 6600V
K 6900V
R 10,000V
S 11,0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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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제품군은 공냉식 및 수냉식 인버터, 용량
확장 구성 인버터 그리고 선박용 인버터로 구성됩니다.

PowerFlex 7000 공냉식 인버터

2.4 6.6 kV에서 150 6000 kW (200 8000 Hp) 범위의 모터를 위해
이 인버터는 다양한 용량 범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레임 크기와
방열판 또는 히트 파이프 구성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용량 확장 구성 인버터

최대 25,400 kW (34,000 Hp)까지 지원하는 이 대용량 공냉식 및 수냉식
인버터 모듈은 핫백업(Hot back-up) 및 이중화, 부하전류 인버터(Load 
Commutated Inverter) 개조 및 용량 업그레이드를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PowerFlex 7000 수냉식 인버터

4.16 6.6 kV에서 2240 6340kW (3000 8500Hp) 범위의 모터를 위해 이 옵션은 폐루프(Closed-loop) 수냉식 시스템을
Liquid-to-Air 또는 Liquid-to-Liquid 열 교환기와 함께 사용하고 최상의 신뢰성을 위해 냉매 펌프 이중화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선박용 인버터

정격 용량이 600 kW 24 MW (800 32,000 Hp)인 이 수냉식 선박용 인버터는 Direct-to-Drive 기술을 사용해 공간 절약과
중량 감소를 실현하고 거친 해양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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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특징

PowerFlex 7000 인버터는 고성능 제어 옵션 및 내아크성 외함용 옵션을 통해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인덕션 또는 동기식 AC 모터의 속도, 토크 및 방향, 경부하 또는 중부하를 제어합니다.
• 광범위한 용량 범위: 150 25,400 kW (200 34,000 Hp) 
• 거의 완벽한 정현파 전류 및 전압 파형으로 표준 모터 사용 가능
• EtherNet/IP 통신 인터페이스.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위한 인터페이스 옵션
• 인버터 구성요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내장된 진단 및 감지 기능을 통해 가동 중단 시간 감소
• 다수의 모터 시스템 제어를 위한 동기화 바이패스 및 전송
• 부피가 큰 절연 변압기가 필요하지 않아 시스템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효율성을 향상하는 Direct-to-Drive 기술
• 유연한 입력 구성: Direct-to-Drive(무변압기), 별도의 또는 내장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 AFE(Active Front End), 별도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18펄스 정류기
• 효율적인 모터 제동을 위해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회생 기능을 제공하는 4상한 드라이브 작동
• IEC 61508 및 ISO 13849-1에 따라 최대 SIL 3, PLe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인력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토크 오프

옵션
• 기계식 브레이크가 정지 시 부하를 제어하고 영속도에서 100% 토크 유지를 제공하는지 검증하는 TorqProve™
• 안전 토크 기능과 TorqProve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AFE(Active Front End) 구성
• 최대 30 km (18.6 mi)의 모터 케이블 거리로 육지 또는 해양 플랫폼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PowerFlex 7000 인버터
• Studio 5000 Logix Designer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Logix 제어 플랫폼 프리미어 통합으로 개발 및 통합 시간 단축
• 원격 모니터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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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ArcShield 기술이 적용된 PowerFlex 7000

ArcShield 기술이 적용된 PowerFlex 7000은 아크플래시 위험을 대폭 줄이고 전기 장비 작동 및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AFE Direct-to-Drive 구성을 위한 ArcShield 기술은 인력을 보호하고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완전 회생 기능을 갖춘 최초의 50 kA 정격의 내아크성 고압 인버터
• 특허 등록된 플레넘 설계를 통해 아크플래시 에너지를 작업자로부터 우회
• 입력 스타터 및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조합을 포함하는 완벽한 통합 솔루션
• 기존의 Allen-Bradley 내아크성 MCC와 호환 가능
• 40 kA 또는 50 kA 내아크성 폴트 정격 지원
• 저압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타입 2B 보호 등급

항목 설명

1 아크플래시가 발생하는 경우 감압 배기구가 아크 가스와 물질을 외함의 전면, 후면 및 측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냅니다.

2 가스 및 물질은 위쪽으로 흡기되어 플레넘 배기 시스템을 통해 외함 상단 밖으로 배출됩니다.
3 특허받은 자체 폐쇄식 환기 장치는 아크 가스가 팬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4 캐비닛 도어는 아크플래시가 발생하는 동안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용접 채널로
보강되었습니다.

5 강화된 측면 시트, 도어, 루프 및 후면 플레이트를 포함한 견고한 캐비닛 구조는 아크 폴트 에너지 억제를
위해 견고성이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고강도 힌지, 래치 및 볼트를 사용해 도어를 안전하게 캐비닛에 고정하여 안전성을 개선하였습니다.
7 특허받은 자체 폐쇄식 환기 장치는 아크 가스가 전면 공기 흡입구를 통해 배출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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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카탈로그 넘버 설명

고압 인버터 구성을 이해하려면 아래 카탈로그 넘버 표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본 섹션에서 제공하는 예제는 제품 선정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조합이 유효한 카탈로그 넘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가용성에 관한 질문은 Allen-Bradle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7000 – A 40 D A RPDTD 1 등
a b c d e f g

a b
Bulletin 넘버 서비스 듀티 / 고도 코드

코드 설명 코드 설명

7000A A 프레임(공냉식) A 경부하, 0 1000 m
고도 최대 40 °C (104 °F) 주변 환경

7000 B 프레임(공냉식)

B

경부하, 1001 5000 m 고도
감소된 주변 온도(40 °C [104 °F] 이상)

1001…2000 m = 37.5 °C (99.5 °F) 
2001…3000 m = 35 °C (95 °F) 

3001…4000 m = 32.5 °C (90.5 °F) 
4001…5000 m = 30 °C (86 °F) 

7000L C 프레임(수냉식)

c C 중부하, 0...1000 m 고도 최대 40 °C (104 °F) 주변 온도
인버터 전류 등급

D 중부하, 1001...5000 m 고도 감소된 주변 온도(40°C[104°F] 이상) - 
상기의 “B” 코드와 동일코드 설명

40 40 A E 경부하, 0...1000 m 고도 최대 35 °C (95 °F) 주변 환경
46 46 A

F

경부하, 1001...5000 m 고도
감소된 주변 온도(35° C [95 °F] 이상)
1001...2000 m = 32.5° C (90.5 °F)

2001...3000 m = 30° C (86 °F) 
3001...4000 m = 27.5° C (81.5 °F) 

4001...5000 m = 25° C (77 °F) 

53 53 A
61 61 A
70 70 A
81 81 A
93 93 A G 중부하, 0...1000 m 고도. 최대 35° C (95 °F) 주변 온도

105 105 A J 경부하, 0...1000 m 고도 최대 50° C (122 °F) 주변 온도
120 120 A L 중부하, 0...1000 m 고도. 최대 50° C (122 °F) 주변 온도
140 140 A N 경부하, 0...1000 m 고도 최대 20° C (68 °F) 주변 온도
160 160 A

Z 사용자 지정 설정(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 또는 Allen-
Bradle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185 185 A

215 215 A
250 250 A
285 285 A d
325 325 A 외함 타입
375 375 A 코드 설명
430 430 A D 타입 1 / IP21(도어 개스킷 포함)
495 495 A K IP42(도어 개스킷 포함)
575 575 A
625 625 A
657 657 A
720 720 A
18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PFLEX-SG003I-KO-P - 2022 년 11 월



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자세한 제품 선정, 인버터 옵션, 사양, 치수 및 중량 정보는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기술 자료(Publication 7000-TD010)를
참조하십시오.

7000 – A 40 D A RPDTD 1 등
a b c d e f g

e f
공급 전압 / 제어 전압 / 제어 전원 변압기 (C.P.T.) 선택 정류기 구성 / 라인 임피던스 타입

프레임 크기
전압

주파수 (Hz)
코드 코드 설명

공칭 라인 제어 C.P.T. 있음(1)

(1) 변압기 크기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제어 전원 변압기 변경(6, 6B...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C.P.T. 없음(2)

(2) 제어 회로 전원은 별도/외부 소스에서 공급됩니다.

RPDTD 라인 리액터 및 Direct-to-Drive DC 
링크가 내장된 AFE 정류기

‘A’ 프레임

2400
120

60
A AD

120…240 AA —
RPTX 별도의 절연 변압기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AFE 정류기(표준 DC 링크)3300
110

50
CY CDY

220 CP CDP

4160

110
50

EY EDY
RPTXI 절연 변압기가 내장된 AFE 

정류기(표준 DC 링크)(3)

(3) RPTXI 구성은 ‘A’ 프레임 구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0 EP EDP
120

60
E ED

R18TX
별도의 절연 변압기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18 펄스 정류기(표준 DC 

링크)(4)

(4) R18TX 구성은 ‘B’ 및 ‘C’ 프레임 구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0…240 EA —

6600

110
50

JY JDY
220 JP JDP

110…220 JAY — g
120

60
J JD 옵션

240 JA — 코드 설명

‘B’ 및 ‘C’ 
프레임

2400
208

60
AHD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옵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480 ABD
600 ACD

3300
230

50
CPD

380 CND
400 CKD

4160

230
50

EPD
380 종료
400 EKD
208

60
EHD

480 EBD
600 ECD

6600

230
50

JPD
380 JND
400 JKD
208

60
JHD

480 JBD
600 J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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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인버터 옵션
PowerFlex 고압 인버터는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운영자 인터페이스, 통신, 
인버터 시스템 구성, 기능 안전, 모터 제어 등을 위한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비 취급용 툴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옵션을 보려면 각 인버터별로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PowerFlex 6000 고압 인버터 기술 자료(Publication 6000-TD100)
•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기술 자료(Publication 7000-TD010)

판넬도어 마운팅용 운영자 인터페이스

두 인버터 제품군 모두 다양한 표시등과 시작 또는 정지 푸시 버튼에서 HIM(Human Interface Module)에 이르는 판넬도어
마운팅용 인터페이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HIM을 사용하면 인버터 설정, 모니터링 및 로컬 제어가 간편해집니다.

PowerFlex 6000T 인버터는 직관적인 컬러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Enhanced HIM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은 로컬 및
원격 장착형 HIM 옵션을 제공합니다.

절연 아날로그 신호 인터페이스

입력 속도 지령 또는 출력 속도, 전압 또는 전류 지령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최대 4개의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신 모듈

다음과 같은 산업용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통신 옵션을 제공합니다.
• EtherNet/IP
• Dual EtherNet/IP
• Modbus
• PROFIBUS
• PROFINET

이중화 옵션

이중화 팬 및 전원 공급 장치 옵션을 사용하면 시스템을 계속 가동할 수 있습니다.

I/O 모듈 옵션 및 옵션 카드

PowerFlex 6000T 제어 포드를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디지털/아날로그 I/O 카드와 다양한 옵션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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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 타입

타입 1 / IP21( 범용 )

타입 1 / IP21 외함은 주로 비정상적인 서비스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장비와의 접촉 방지를 위해 실내용으로 제작됩니다. 
외함은 부식 방지 처리된 박강판을 사용해 제작합니다.

타입 1 / IP21( 도어 개스킷 포함 )

타입 1 / IP21(도어 개스킷 포함) 외함은 타입 1 / IP21 외함과 동일하지만 도어 주위에 개스킷이 추가되어 오염물질의 유입을
추가적으로 방지합니다. 외함은 부식 방지 처리된 박강판을 사용해 제작합니다.

타입 1 / IP42( 도어 개스킷 포함 )

타입 1 / IP42 외함은 장비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전선, 나사 등(직경 1 mm 이상)의 유입을 방지하며, 최대 15°의 각도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방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내용으로 제작됩니다. 외함은 부식 방지 처리된 박강판을 사용해 제작합니다.

타입 12 / IP52( 완전 방진 )

타입 12 / IP52 외함은 사람과 장비의 우발적인 접촉을 방지하고, 먼지, 오염물질 그리고 15°의 각도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방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내용으로 제작됩니다. 외함은 부식 방지 처리된 박강판을 사용해 제작합니다.

타입 3R( 실외용 Non-Walk-In)

타입 3R non-walk-in 외함은 도어 안에 도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외함은 주로 사람과 장비의 우발적인 접촉을 방지하고 먼지, 
비, 우박, 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내용 또는 실외용으로 제작되고, 외함 외부의 결빙으로 인해 장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외함은 부식 방지 처리된 박강판을 사용해 제작합니다.

구조 변경

내아크성

내아크성 외함은 내부 아크 폴트 중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사람과 주변 장비로부터 플레넘이나 굴뚝으로 유도하여 안전하게
배출합니다. 내아크성 외함에서는 아크가 발생해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외함의 전면, 측면 및 후면이나 저압 제어 또는 기기
컴파트먼트를 절연하는 벽의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내진 등급

내진 등급 외함은 일반적으로 캐비닛을 보강하기 위해 더 큰 실 채널(sill channels)과 강화된 구조적 부착물을 사용합니다. 치수, 
중량 및 중력 중심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기계 제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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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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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제품 선정 가이드

추가 자료
다음 문서에는 관련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ok.auto/literature에서 발행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설명
PowerFlex 6000 고압 가변 주파수 인버터 펌웨어, 파라미터 및 문제
해결 매뉴얼(Publication 6000-TD004) 인버터 기능, 파라미터 및 폴트 문제 해결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 고압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6000-UM002) 인버터 사용, HMI 및 유지보수 작업 지침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 고압 인버터 기술 자료(Publication 6000-TD100) 기술 사양, 인증, 치수, 케이블 고려사항, 인버터 토크 성능에 대한 정보와 제품 선정 표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 고압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배송 및 취급
매뉴얼(Publication 6000-IN008) 고압 가변 주파수 인버터 및 관련 장비의 배송 및 취급 지침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 설치 매뉴얼(Publication 6000-IN006) 인버터 설치 지침, 치수, 요구사항 및 배선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T 인버터 프로그래밍 매뉴얼(Publication 
6000-PM100) 인버터 기능, 프로그래밍 파라미터 및 폴트/알람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T 인버터 하드웨어 서비스 매뉴얼(Publication 
6000-TG100) 인버터 사용, HMI 및 유지보수 작업 지침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T 인버터 제품 배송 및 취급 정보(Publication 
6000-PC100) PowerFlex6000T 인버터 및 관련 장비의 배송 및 취급 지침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6000T 인버터 설치 매뉴얼(Publication 6000-IN100) PowerFlex6000T 인버터 및 관련 장비의 설치 지침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 A 프레임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7000A-UM200)

공냉식 A 프레임 고압 가변 주파수 인버터의 하드웨어 교체 정보, 개요, 제어 및 전원
구성요소 정의, 유지보수 및 사양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 B 프레임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7000-UM202)

공냉식 B 프레임 고압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하드웨어 교체 정보, 개요, 제어 및 전원
구성요소 정의, 유지보수 및 사양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 C 프레임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7000L-UM303)

수냉식 C 프레임 고압 가변 주파수 인버터의 하드웨어 교체 정보, 개요, 제어 및 전원
구성요소 정의, 유지보수 및 사양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시리즈 안전 토크 오프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7000-UM203)

PowerFlex 7000 안전 토크 오프 옵션의 안전 요구사항, 설치, 설정 및 예방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HMI 제품군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7000-UM201) PowerFlex 7000 HMI 인터페이스 보드 설정, 작동, 업데이트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기술 자료(Publication 7000-TD010) 기술 사양, 인증, 치수, 케이블 고려사항, 인버터 토크 성능에 대한 정보와 제품 선정 표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문제 해결 매뉴얼(Publication 
7000-TG002)

모든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의 폴트 및 경고 메시지, 예비 부품, 폴트 및 경고
코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 운송 및 취급 절차(Publication 7000-IN008) 고압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및 관련 장비의 배송 및 취급 지침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파라미터 매뉴얼(Publication 
7000-TD002) 모든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전체 파라미터 목록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 B 프레임 설치 매뉴얼(Publication 
7000-IN007)

PowerFlex 7000 B 프레임 인버터 설치 및 사전 시운전 절차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보안 설계 지침 레퍼런스 매뉴얼, SECURE-RM001) 보안 평가 수행, 보안 시스템에 Rockwell Automation 제품 구축, 제어 시스템 강화, 
사용자 액세스 관리, 장비 폐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제어의 적용,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 지침(Publication 
SGI-1.1)

NEMA Standards Publication No. ICS 1.1-1987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자식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개별 장치 또는 패키지형 어셈블리의 형태로 전자식
컨트롤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산업 자동화 배선 및 접지 지침(문서 번호 1770-4.1) Rockwell Automation 산업 시스템 설치에 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품 인증 웹 사이트, rok.auto/certifications 제조사 적합성, 인증서 및 기타 인증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td/6000-td004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6000-um002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td/6000-td100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6000-in008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6000-in006_-ko-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pm/6000-pm100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tg/6000-tg100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pc/6000-pc100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6000-in100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7000a-um200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7000-um202_-ko-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7000l-um303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7000-um203_-ko-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7000-um201_-ko-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td/7000-td010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tg/7000-tg002_-ko-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7000-in008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td/7000-td002_-ko-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7000-in007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rm/secure-rm001_-en-p.pdf
https://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sgi-in001_-en-p.pdf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in/1770-in041_-en-p.pdf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ko-kr/support/documentation/product-certifications.html
https://www.rockwellautomation.com/ko-kr/support/documentation/literature-libr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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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well Automation 지원
다음 리소스에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피드백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컨텐츠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rok.auto/docfeedback 
에서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술 지원 센터 동영상, FAQ, 채팅, 사용자 포럼, Knowledgebase 및 제품 공지 업데이트 찾기 사용
방법. rok.auto/support

현지 기술 지원 전화번호 각 해당 국가별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rok.auto/phonesupport
기술 문서 센터 기술 사양, 설치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을 신속하게 액세스하고 다운로드하십시오. rok.auto/techdocs
Literature Library 설치 매뉴얼, 매뉴얼, 브로슈어, 기술 데이터 자료 찾기. rok.auto/literature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 (PCDC: 
Product Compatibility and 
Download Center)

펌웨어, 관련 파일(예를 들어, 애드온 프로파일, EDS 및 DTM)을 다운로드하고 제품
릴리스 노트에 액세스합니다. rok.auto/pcdc

Rockwell Automation은 rok.auto/pec에서 현재 제품 환경 규정 준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Allen-Bradley, ArcShield,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Connected Enterprise, Direct-to-Drive, expanding human possibility, PowerFlex, RealSine, Rockwell 
Automation, Studio 5,000, TorqProve 및 TotalFORCE는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CIP Security, ControlNet, DeviceNet 및 EtherNet/IP는 ODVA,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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