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Gear™ MV SMC Flex 
전자식 모터 컨트롤러
(10 – 15 kV)
Bulletins 7760, 7761, 7762 및 7763
기술 데이터



 전자식 장비는 전기 기계식 장비와는 작동 특성이 다릅니다. 전자 제어 장치의 적용,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 지침(Publication SGI-1.1,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 또는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됨)에서는 전자 장비와 전기 기계(hard-wired) 장비 간의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전자식 장비의 다양한 활용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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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매뉴얼에 포함된 예제와 도표는 설명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특정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요구 사항으로 인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예제와 도표에 근거한 실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매뉴얼에서 설명된 정보, 회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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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매뉴얼에서는 안전을 위한 고려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합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폭발을 일으켜 부상, 사망,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또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본 제품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나타냅니다. 

  

 

부상, 사망,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또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주의는 위험을 식별 및 회피하고 그 결과를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전 위험 라벨은 장비(인버터, 모터 등)의 표면 또는 
내부에 부착되어 고전압이 흐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화상 위험 라벨은 장비(인버터, 모터 등)의 표면 또는 
내부에 부착되어 표면 온도가 매우 높음을 
경고합니다. 

 

화상 위험 화상 위험 

감전 위험 감전 위험 

주의 주의 

중요 중요 

경고 경고 

중요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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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 정보     소개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70 년 이상 모든 산업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품질 고압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유입 컨택터에서 공기 제동 및 진공 컨택터와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및 AC 가변 주파수 인버터와 같은 전자식 
컨트롤러에 이르기까지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모터 제어 
장비의 안전성 향상, 유지보수 감소, 수명 개선, 신뢰성 
향상 등을 요구하는 산업 부문을 만족시키는 고압 
제품군을 개발 및 제작해 왔습니다. 
 
 본 기술 데이터 가이드에서는 10 ~ 14.4 kV 사이의 모터 
시작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자식 모터 컨트롤러인 
OneGear™ MV SMC™ Flex 의 모든 기술적 특징과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자식 모터 컨트롤러의 장점 
 
1) 가동 중단 시간/운영 비용 최소화 

• 벨트, 기어 및 장비는 교차선 시작(across-the-line 
starting)에 의해 손상 가능 

• 기계식 장비의 수명 개선 
• 갑작스러운 기동과 정지에 의해 소재 손상 또는 

파손 가능 
2) 돌입 전류 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 진입 선로 전류에 대한 전력회사의 제한 
• 약한 전선이 높은 돌입 전류를 처리할 수 없어 절전 

상태(brown out)나 과도한 선로 장애 발생 가능 
 
 
 OneGear™ MV SMC™ Flex 모터 컨트롤러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전자식 감압 모터 컨트롤러인 
OneGear MV SMC Flex 제품군으로 다양한 산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OneGear MV SMC Flex 는 정격이  
최대 340 amp 전부하 전류, 10 ~ 14.4 kV AC, 50/60 Hz 및  
최대 50 °C 인 산업용 모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조건에서 더 높은 모터 전부하 전류가 가능하지만, 
먼저 조건이 맞는지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확인해야 
합니다. 
 
 OneGear MV SMC Flex 는 SMC Flex 디지털 제어 모듈을 
사용하는 전자식 감압 컨트롤러입니다. 이 모듈은 저압 
SMC Flex 컨트롤러(Bulletin 150)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모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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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Gear™ MV SMC™ Flex 제어 기능 
 OneGear MV SMC Flex 는 3 상 모터를 시작하고 정지하기 
위해 closed-loop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를 제공합니다.  
단일 컨트롤러 안에서 일부 표준 작동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식 킥스타트와 함께 소프트 스타트 
 • 선택식 킥스타트와 함께 전류 제한 스타트 
 • 선택식 킥스타트와 함께 직선 가속  
 • 직선 감속  
 • 소프트 스톱 
 • 이중 감속 스타트 
 • 전 전압 스타트 
• 펌프 제어 (옵션 제어 모듈), 시작 및 정지 제어 포함 

  모터 타코미터 필요 
  
 제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MC Flex 사용자 
매뉴얼(Publication 150-UM008_-KO-P)을 참조하십시오. 
 

부가 기능: 

 • 전자식 모터 보호 
 • 미터링 
 • DPI (드라이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통신 
 • LCD 디스플레이 
 • 키패드 프로그래밍 
 • 고압 광 제어 (절연용) 
• 전류 루프 게이트 드라이버 보드 
 • 탈착식 PowerBrick™ SCR 어셈블리 
 • 격실 구조 
•  전원 버스 (옵션) 
 

사용 가능한 스위칭 기술: 

인출형 진공 컨택터 (VC) 10 – 12 kV (160 amp 까지) 

인출형 진공 회로 차단기 (VB) 10 – 15 kV 
 
Bulletin 번호 설명 
 
개조 컨트롤러 ………………………………… 7760 
OEM 컨트롤러  ..................................................  7761 
전체 컨트롤러 (진공 컨택터)  ..........................  7762 
전체 컨트롤러 (진공 차단기)  ..........................  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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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플리케이션 OneGear MV SMC Flex 모터 컨트롤러는 다양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아래에서 
예로 든 어플리케이션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석유화학   산림 제품 
 – 송유관 펌프  – 팬 펌프 
 – 가스 압축기  – 유인통풍 팬 
 – 염수 펌프  – 보일러 물공급 펌프 
 – 믹서/압출기  – 펄프기 
 – 전기 수중 펌프   – 정제기 
 – 유인통풍 팬  – 선축 
 
 채광 및 금속  시멘트 
 – 슬러리 펌프  – 가마 유인통풍 팬 
 – 환기 팬   – 강제통풍 팬 
 – 디스케일링 펌프  – 냉각기 여과실 팬 
 – 컨베이어     – 예열 타워 팬 
 – 여과실 팬  – Raw Mill 유인통풍 팬 
 – 집진기 공급 펌프 – 가마 가스 팬 
 – Bag Mill   – 냉각기 배기 팬 
 – Sag Mill   – 분리기 팬 
 
 수처리   전력 
 – 하수 펌프  – 급수 펌프 
 – 바이오러핑 타워 펌프 – 유인통풍 팬 
 – 처리 펌프  – 강제통풍 팬 
 – 담수 펌프  – 여과실 팬 
     – 폐수 펌프 
     –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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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비 설계 및 선정 일반 정보 
   
 OneGear MV SMC Flex 는 자유직립식(free-standing), 

사면식(dead front), 수직형 철 구조물로 구성됩니다. 
 
 미래에 양 끝에서 각 구조물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각 구조물에는 들어올릴 때 필요한 탈착식 장치가 있어 
취급과 설치가 용이합니다. 

 
 컨트롤러는 쉽고 빠르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듈은 고압 컴포넌트와 전원 전자 
컴포넌트의 제거를 포함해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이 독립된 격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주 전원 버스 격실 
 • 파워 셀 격실 
 • 케이블 종단 격실 
 • 저압 격실 
 
 저압 격실,  파워 셀 격실, 주 전원 버스 격실, 케이블 종단 

격실 사이에는 접지된 금속 배리어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고압에 노출되지 
않고도 저압 격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Bulletin 7760, 7761, 7762, 7763 – OneGear™ MV SMC™ Flex 전자식 모터 컨트롤러        5 
 
 

7760-TD001B-EN-P – 2011년 7월 

 
 구조물 및 컨트롤러 
 
 각 구조물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조 컨트롤러 (Bulletin 7760) (주 절연 컨택터/차단기 없음) 

• 인출형 바이패스 진공 차단기 
• 탈착식 ‘PowerBrick’ SCR 어셈블리  
• 전압 감지 보드 
• ‘PowerBrick’에서 SMC Flex 제어 모듈로부터  

|게이트 드라이버 보드까지 광 연결 
• 주석 도금 절연 수평 구리 전원 버스 
• 연속 구리 접지 버스 
• SMC Flex 제어 모듈과 관련 인터페이스 보드 및  

종단이 있는 LV 제어 판넬. 
• 하단 공급 선로 및 부하 연결부 제공. 
• 접지 스위치 (옵션) 

 

 
그림 3.1 – Bulletin 7760 단선 결선도 (하단 케이블 인입/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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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M 컨트롤러 (Bulletin 7761) 
 

• 탈착식 ‘PowerBrick’ SCR 어셈블리 
• 전압 감지 보드 
• ‘PowerBrick’에서 SMC Flex 제어 모듈로부터  

게이트 드라이버 보드까지 광 연결 
• SMC Flex 제어 모듈과 관련 인터페이스 보드 및  

종단이 있는 LV 제어 판넬 
• 하단 공급 선로 및 부하 연결부 제공 
• 주석 도금 절연 수평 구리 전원 버스 (옵션)  
• 연속 구리 접지 버스 

 
  전원 버스는 버스에 종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7761 구조물 양쪽에 

적절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림 3.2 – Bulletin 7761 단선 결선도 (하단 케이블 인입/입출) 

3.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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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컨트롤러 (VC) (Bulletin 7762) (최대 12kV) 
 

• 인출형 주 절연 (기동) 진공 컨택터 
• 인출형 바이패스 (운전) 진공 컨택터 
• 탈착식 ‘PowerBrick’ SCR 어셈블리 
• 주 컨택터 및 바이패스 컨택터를 위한 3 개의 전류 제한 

전원 퓨즈 
• 6 개의 CT(전류기) 
• 주석 도금 절연 수평 구리 전원 버스 
• 연속 구리 접지 버스 
• 전압 감지 보드 
• ‘PowerBrick’에서 SMC Flex 제어 모듈로부터  

게이트 드라이버 보드까지 광 연결 
• SMC Flex 제어 모듈과 관련 인터페이스 보드 및  

종단이 있는 LV 제어 판넬 
• 하단 부하 연결부 제공 
• 접지 스위치 (옵션) 

 

 
 

그림 3.3 – Bulletin 7762 단선 결선도 (하단 케이블 인입/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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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컨트롤러 (VB) (Bulletin 7763) 
 

• 인출형 주 절연 (기동) 진공 차단기 
• 인출형 바이패스 (운전) 차단기 
• 탈착식 ‘PowerBrick’ SCR 어셈블리 
• 6 개의 CT(전류기) 
• 주석 도금 절연 수평 구리 전원 버스 
• 연속 구리 접지 버스 
• 전압 감지 보드 
• ‘PowerBrick’에서 SMC Flex 제어 모듈로부터  

게이트 드라이버 보드까지 광 연결 
• SMC Flex 제어 모듈과 관련 인터페이스 보드 및  

종단이 있는 LV 제어 판넬 
• 하단 부하 연결부 제공 
• 접지 스위치 (옵션) 

 

 
 
 그림 3.4 – Bulletin 7763 단선 결선도 (하단 케이블 인입/입출) 

3.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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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Gear MV SMC Flex 제어 모듈 

 
전기식 

 
SMC Flex 제어 모듈은 SCR 펄스 파이어링 제어를 포함해 
모든 컨트롤러 작동에 대한 closed loop 디지털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OneGear MV SMC Flex 에서 사용되는 제어 모듈은 저압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유닛과 동일한 유닛입니다. 
 
SMC Flex 제어 모듈은 다음과 같은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 스타트 – 선택식 킥스타트와 함께 
• 소프트 스톱 
• 전류 제한 스타트 - 선택식 킥스타트와 함께 
• 직선 속도 가속  – 선택식 킥스타트와 함께 
• 직선 속도 감속  
• 이중 감속 – 선택식 킥스타트와 함께 
• 전 전압 
• 다단 저속 
• 펌프 제어 (옵션 모듈) 

  모터 타코미터 필요 
 

표준 시작 시간은 0 ~ 30 초 사이에서 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표준 정지 시간은 0 ~ 30 초 사이에서 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시작 또는 정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별로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및 직선 가속과 함께 선택 가능한 

킥스타트는 일반 시작 모드 전에 전류의 조절식 시간 
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는 0.0 ~ 2.0 초의 
시간 동안 잠긴 locked rotor 의 0 – 90%를 제공하도록 
제어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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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제어 (옵션) 
 
    • SMC Flex 제어 모듈의 펌프 제어 옵션은 시작과  

정지에 대한 원심 펌프의 토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터의 closed loop 제어를 제공하도록 구현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수격 
현상(water hammer)"으로 알려진 현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준 기동 시간은 0 ~ 30 초이고 연장이 
가능하지만, 어플리케이션별로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 Closed loop 제어는 외부 센서나 피드백 장치 없이 
가능합니다. 

    • 펌프 정지는 전용 펌프 정지 입력에 의해 시작됩니다. 
Coast-to-rest 정지는 별도의 정지 입력으로 가능합니다. 

   • 펌프 정지 시간은 0 ~ 120 초 사이에서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SMC Flex 제어 모듈은 내장 LCD 디스플레이나  
통신 포트를 통해 원격으로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상 간 공급 전압 
     • 3 상 선로 전류 
     • 3 상 전원 (MW, MWh, 역률) 
     • 누적 시간 
     • 모터 열 용량 사용 
     • 모터 속도 (타코미터 입력 및 직선 감속 기능의  

선택 사용)

3.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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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진단 

 
다음 보호 및 진단 기능은 SMC Flex 제어 모듈의 표준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보호 및 진단 기능은 컨택터 기반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원 손실 (상 표시; 예비 기동) 
 • 선로 고장 (상 표시; 예비 기동) 정보: 
  – 단락된 SCR 
  – 유실된 부하 연결 
 • 선로 고장 (운전 보호) 정보: 
  – 전원 손실 
  – 단락된 SCR 
  – 유실된 부하 연결 
 • 전압 불균형  
 • 상 반전  
 • 저압  
 • 과전압  
 • 정지  
 • 걸림  
 • 과부하  
 • 저부하  
 • 과도한 기동/시간  
 • 오픈 게이트 (상 표시) 
 • 과온도 (전원 스택, 상 표시) 
 • 통신 손실 
 • 모터 온도 (PTC 입력을 통해) 
 • 접지 고장 (GFCT 옵션) 

 
 이러한 보호 기능을 사용 못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 기반 유닛에는 SMC Flex 제어 모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전류  

보호 기능이 필요하고, 따라서 별도의 보호 릴레이가 필요합니다. 
 

 과부하 보호 
 

• 3 상 전류 감지가 사용됩니다. 
• 과부하 트립 등급 10, 15, 20 및 30 이 제공되고 사용자가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 향상된 모터 보호를 위해 전자식 써멀 메모리가 

제공됩니다. 
• 보호 기능은 바이패스 구성에서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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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함 유형 
 
 OneGear MV SMC Flex 는 표준 사양으로 IEC IP4X 

외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외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C IP41 
– IEC IP42 

 
 
 아크 내성 외함 
 
 고압 모터 컨트롤러는 아크 내성 외함으로 설계됩니다. 
 
 아크 내성 유닛은 IEC 62271-200 부록 A 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최대 31.5 kA 에서 0.5 초 동안 발생하는 고장에서  

아크 화염 물질을 억제하는 강화 구조물 
 • 아크 화염 물질을 배출하는 아크 배기구 
 • 아크 화염 물질의 방향을 바꾸는 통로 
 • 아크 화염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된  

강화 저압 판넬

3.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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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마감재 
 
     표준 사양으로 모든 외부 도어와 라인업 말단 플레이트는 

RAL 7035 텍스처 피니시를 사용해 도색됩니다. 저압 
격실의 모든 금속 뒷면 플레이트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고광택 흰색으로 도색됩니다. 외함 프레임, 내부 금속 
구조물 및 금속 배리어는 아연도금강판이나 이와 유사한 
소재로 제작됩니다. 

 
     설명………… 하이브리드 에폭시 분말 도료 
     표준 색상…… RAL 7035 텍스처 피니시 
     절차 ………… 연속 도색 경계선. 모든 기본 철 부품은 

조립 전에 도색됩니다. 
     준비………..... 알칼리 세척/헹굼/인산철 헹굼/크롬철 

씰러 헹굼/재순환 탈이온수 헹굼 및 
순수 탈이온수 헹굼. 

     도색 ………… 에어 오토마이징 정전기식 분무. 
총 도료 두께 – 최소 0.002"(0.051 mm) 

     베이킹 ….….. 천연가스 오븐 @ 최소 179 °C (355 °F). 
 

   참고: 

    1. 옵션으로 사용자가 도료 색상을 지정하면 외부 
손잡이, 기중 앵글 및 기중 브래킷을 제외한 모든 
도어와 라인업 말단 플레이트는 사용자가 지정한 
색상 요구사항에 따라 도색해야 합니다. 

    2.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미도색 철 부품은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거나 아연 크롬산염 도금을 
해야 합니다. 

 

주 전원 버스 (옵션) 
 

전원 버스는 견고한 구리재질이며 내부식성을 위해 주석 
도금됩니다. 열 수축 절연은 적용 가능 시 표준 사양입니다. 
전원 버스에 사용되는 소재는 주 전원 버스에서 선측 연결 
및 파워 셀에 이르기까지 공통입니다. 또한 같은 소재가 
파워 셀의 부하측 단자에서 부하 케이블 연결부까지 
사용됩니다. 

 
주 전원 버스는 컨트롤러 상단과 뒤에 위치한 전원 버스 
격실에 위치합니다. 

 
 

버스 정격 
 

주 버스는 정격이 1250 또는 2000 amp 입니다. 주 버스는 
1 초 동안 31.5 kA 에 대해 준비됩니다. 더 높은 정격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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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버스 스플라이스 연결부의 설치와 정기 유지보수를 
위해 구조물의 상단, 뒷면 또는 측면에서 버스 격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기어 섹션의 앞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분해가 필요합니다.) 

 

접지 버스 
 

연속 구리 접지 버스는 컨트롤러 라인업의 전체 길이를 
따라 제공됩니다. 또한 접지 버스는 일부 환경 조건에서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석 도금될 수 있습니다 
(옵션). 10 mm2 ~ 50 mm2 (#8 ~ #1/0 AWG) 또는  
16 mm2 ~ 120 mm2 (#6 ~ 250 MCM) 케이블용 기계식 
러그는 라인업의 진입 말단에서 제공됩니다. 접지 버스는 
3 초 동안 31.5 kA 의 단시간 전류 레벨에 저항합니다.  
접지 버스는 8 mm x 50 mm (5/16 in. x 2 in.) 구리입니다. 

 

버스 연결 
 

버스 연결 시스템은 고객이나 대리인에 의해 현장에서  
인근 유닛의 전원 및 접지 버스 연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공 컨택터 사양 (입력 및 바이패스: 10 ~ 12 kV) 
 

고압 인출형 컨택터는 자석 드라이브 진공 타입으로 
10 에서 12 kV 까지 400 amp 정격입니다. 

 
각 진공 컨택터는 다음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장치가 닫힌 상태에서 장치 인출입 방지. 
• 컨택터가 미지정 위치(서비스 위치도 테스트 위치도 

아님)에 있을 때 장치 닫힘 방지. 
• 다접점 플러그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장치 인입 방지. 
• 컨택터가 서비스 위치나 미지정 위치에 있을 경우 

다접점 플러그 분리 방지. 
• 컨택터가 서비스 위치나 미지정 위치에 있을 경우 접지 

스위치 닫힘 방지. 
 • 접지 스위치가 닫혀 있을 경우 장치 인입 방지. 

 
컨택터가 인출되면 자동 셔터가 주 전원 버스 및 부하 
단자로부터 절연을 제공합니다. 컨택터의 전기적 수명은 
최대 100,000 회 작동입니다(AC3). 컨택터의 기계적 수명은 
최대 100 만 회 작동입니다. 컨택터는 ‘비상 수동 작동 
장치’와 함께 제공됩니다. 

3.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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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록 

• 차단기가 서비스 위치나 미지정 위치에 있을 경우 장치 
격실 도어 열림 방지. 

• 장치 격실 도어가 열려 있을 경우 장치 인입 방지. 
• 접지 스위치가 열려 있을 경우 피더 격실 도어 열림 

방지. 
• 피더 격실 도어가 열려 있을 경우 접지 스위치 열림 

방지. 

 
기타 인터록 

키 유형 
• 장치 인입. 
• 접지 스위치 닫힘. 
• 접지 스위치 열림. 
• 장치 인출입 레버 삽입. 
• 접지 스위치 작동 레버 삽입. 

 
     자물쇠 유형 

• 격실 도어 열림. 
• 작동 또는 인출입 레버 삽입. 
• 셔터 열림 또는 닫힘. 

 
바이패스 컨택터는 모터가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모터를 
주 버스 전압에 연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정지 옵션을 
선택하면 바이패스 컨택터가 열리고 3 상 전원 스택 
회로(PowerBrick)의 SCR 을 전원 회로로 다시 가져옵니다. 
 
바이패스 컨택터는 완전히 정격에 맞고 비상 바이패스의 
경우 전 전압 스타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공 회로 차단기 사양 (입력 및 바이패스: 10 ~ 15 kV) 
 

 고압 진공 인출형 회로 차단기는 진공 타입이고 12 또는 
17.5 kV 정격입니다. 진공 회로 차단기는 1250 A 
정격입니다. 

 
 2 가지 유형의 고압 회로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프링 작동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석 작동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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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회로 차단기는 다음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장치(컨택터 또는 차단기)가 닫힌 상태에서 장치 

인출입 방지. 
• 차단기가 미지정 위치(서비스 위치도 테스트 위치도 

아님)에 있을 때 장치 닫힘 방지. 
• 다접점 플러그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장치 인입 방지. 
• 차단기가 서비스 위치나 미지정 위치에 있을 경우 

다접점 플러그 분리 방지. 
• 차단기가 서비스 위치나 미지정 위치에 있을 경우 접지 

스위치 닫힘 방지. 
• 접지 스위치가 닫혀 있을 경우 장치 인입 방지. 

 
      인터록 

• 차단기가 서비스 위치나 미지정 위치에 있을 경우 장치 
격실 도어 열림 방지. 

• 장치 격실 도어가 열려 있을 경우 장치 인입 방지. 
• 접지 스위치가 열려 있을 경우 피더 격실 도어 열림 

방지. 
• 피더 격실 도어가 열려 있을 경우 접지 스위치 열림 

방지. 
 
     기타 인터록 

     키 유형 
• 장치 인입. 
• 접지 스위치 닫힘. 
• 접지 스위치 열림. 
• 장치 인출입 레버 삽입. 
• 접지 스위치 작동 레버 삽입. 

 

자물쇠 유형 
• 격실 도어 열림. 
• 작동 또는 인출입 레버 삽입. 
• 셔터 열림 또는 닫힘. 

 
     바이패스 차단기는 모터가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모터를 

주 버스 전압에 연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정지 옵션을 
선택하면 바이패스 차단기가 열리고 3 상 전원 스택 회로의 
SCR 을 전원 회로로 다시 가져옵니다. 

 
     바이패스 차단기는 완전히 정격에 맞고 비상 바이패스의 

경우 전 전압 스타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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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전원 스택 회로 (PowerBrick™) 

 
전원 스택은 어셈블리 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한 
"건축용 블록"식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예: "PowerBrick" 
기술을 사용한 2 디바이스 전원 회로). 사용되는 
PowerBrick 의 개수는 시스템 전압의 사양이고 필요한  
PIV 내량을 만족하기 위해 개수를 증가합니다. 

 
PowerBrick 어셈블리는 사양 섹션에 명시된 정격이 
가능합니다. 

 
PowerBrick 어셈블리의 각 상은 손쉬운 유지보수를 위해 
탈착식 카트나 '본체'에 장착됩니다. 

 
저압 전선관 

 
표준 저압 전선관은 구조물 상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53 mm x 100 mm (6 in. x 4 in.) 
 

저압 전선관은 마스터 판넬이나 PLC 회로와 상호 작용할 
때 한 컨트롤러에서 다른 컨트롤러로 제어선을 상호 
연결하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저압 제어 판넬 
 

각 컨트롤러에는 앞에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저압 제어 
격실이 있습니다. 격실은 최상의 안전성을 위해 저압 
격실과 파워 셀 및/또는 주 전원 버스 격실 사이에 있는 
접지된 금속 배리어를 사용해 완전히 절연되어 있어 
LSC2B 서비스 연속 보호를 제공합니다. 

 
옵션인 미터, 모터 보호 릴레이, 선택기 스위치, 작동기, 
표시등 등은 컨택터나 차단기 유닛의 저압 도어 앞에 
장착되고, 논리적이고 대칭적인 방식으로 배치됩니다. 



18 Bulletin 7760, 7761, 7762, 7763 – OneGear™ MV SMC™ Flex 전자식 모터 컨트롤러 
 

7760-TD001B-KO-P – 2011년 7월 

 
저압 판넬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저압 제어 장치, 트랜스듀서 및 미터를 위한 공간. 
     • 필요 단자대. 옵션으로 추가 단자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를 “OFF”시키지 않고 앞에서 저압 제어 판넬 

접근. 
     • 모든 원격 저압 케이블이 구조물 상단이나 하단에서 

저압 제어 판넬로 인입 가능. 구조물 상하단의 탈착식 
금속 인입 플레이트를 이용해 접근. 

     • 진공 컨택터나 차단기 작동에 사용되는 제어 릴레이. 

     • 제어 판넬 공급 전압 정격은 110/120 V AC 또는  
220/240 V AC, 50/60 Hz. 

     • 저압 제어 판넬 도어에는 보기 창이 있어 사용자가 내장 
디스플레이를 통해 MV SMC Flex 컨트롤러 작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전원 퓨즈 및 퓨즈 홀더 (컨택터 기반) 
 
 전류 제한 전원 퓨즈가 제공됩니다. 고압 모터 및 모터 

컨트롤러의 단락 보호를 위해 DIN 스타일 백업 퓨즈가 
사용됩니다. 

 
 고압 컨트롤러에는 DIN 전원 퓨즈 홀더가 있고 분해 없이 

쉽게 점검 및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원 퓨즈는 퓨즈 
표시기와 함께 제공됩니다. 전원 퓨즈 크기는 모터 
데이터와 보호 장치 특성을 알고 나서 선택합니다. 

 
 제어 회로 전원 공급 장치 
 
 인출형 컨택터 또는 회로 차단기와 컨트롤러 안에 있는 

기타 제어 및 보호 장치의 작동을 위해 사용자 공급 제어 
전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최소 요건은 110/120 또는 220/240 VAC, 250 VA 입니다. 

3.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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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변류기) 
 
     고압 피더 격실에는 연결된 모든 장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VA 용량이 충분한 3 개의 CT 가 포함됩니다. 
 
     각 CT 는 모터나 피더의 전부하 전류 정격에 비례한 적절한 

크기의 주 정격을 제공합니다. CT 의 부 정격은 5 개의  
전류 출력에 더해 연결된 보호 또는 미터링 장치의 유형과 
수량에 적합한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모든 CT 제어 배선은 
잠금식 포크 텅 러그(fork tongue lug)와 함께 CT 에 
종단됩니다. 

 

     부하 종단 
 
     부하 종단은 부하 케이블의 연결을 위해 1 구멍 장착식 

러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위치합니다. 
 
     표준 솔루션에서는 상당 최대 3 개의 단극 케이블을 

스트레스 콘(stress cone)과 함께 연결하거나(최대 단면적 
185 mm2) 상당 2 개의 케이블을 스트레스 콘과 함께 
연결(최대 단면적 300 mm2)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닥 
대비 케이블 연결 높이는 최소 530 mm 입니다. 

 
     제로 시퀀스 접지 고장 보호 기능이 필요할 때 

토로이드(도넛) 스타일 접지 고장 감지 CT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7760, 7762 또는 7763) 

 

 접지 스위치 (옵션) 

     OneGear MV SMC Flex 에는 고속 포지티브 클로징을 위한 
스냅 액션 수동 작동식 접지 스위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닛 크기는 단락 정격 전류의 전도에 적합합니다. 
스위치는 접지 핀으로 3 상 모두를 연결하는 접지 
블레이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접지 스위치 정격은  
IEC 62271-102 를 따릅니다. 접지 스위치의 단락 정격은 
바이패스 및/또는 입력 섹션의 정격과 일치합니다. 

 

     타코미터 신호 컨디셔너 (옵션) 
 
     • 판넬 장착식 타코미터 신호 컨디셔너(TSC)는  

직선 가감속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됩니다. 

     • 적절한 전원 공급 장치가 TSC 와 함께 제공됩니다.  
 • TSC 는 모터 속도 피드백 신호(펄스 형태)를  

0 ~ 4.5 VDC 수준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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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모듈 
 
     제어 모듈은 안전을 위해 OneGear MV SMC Flex 의  

저압 판넬 안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었고, 전체 전류 및  
전압 정격 범위와 호환됩니다. 

 
     제어 모듈은 전원 공급 장치, 로직 제어 회로, 실리콘 제어 

정류기(SCR) 파이어링 회로, I/O 회로, 디지털 프로그래밍 
키패드,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 및 DPI 포트로 
구성됩니다. 

 

     제어 모듈 프로그래밍 및 디스플레이 
 
 표준 내장 키패드를 통해 디지털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셋업, 진단,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을 
위해 내장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디스플레이에는 3 개의 라인이 있고 라인당 16 글자로 
구성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단일 파라미터의 조절에 의해 다음 언어를 

문자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영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독일어 
     •  포르투갈어 
     • 중국어 
 

     제어 모듈 통신 
 
     시리얼 통신 포트 DPI (Drive Programming Interface)는  

표준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통신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모듈(옵션)은 Remote I/O, DeviceNet™, ControlNet™, 
Ethernet, RS-485, Modbus RTU, Profibus-DP 및 
Modbus/HCP 에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전류 루프 게이트 드라이버 (GLCD) 보드 

     이 보드는 SCR 장치의 Turn-on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드는 보드 자체와 게이트 소스 로직 사이에 광 절연을 
제공합니다. 스너버 회로에서 에너지를 회수함으로써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어 및 로직 회로로부터 완전히 
절연됩니다. 또한 보드는 전류 루프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단기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3.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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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모듈 인터페이스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는 OneGear MV SMC Flex 를  

최대 14.4 kV 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피드백과  
제어 신호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 광 확장 보드와 함께 상당 최대 12 장치까지 충분한 

게이트 드라이브 신호 
• 전류 피드백 
• 전압 피드백 
• 전원 스택 방열판 온도 피드백 
• 전원 공급 장치 입력 요구사항 

o 110 – 240 VAC (–15/+10%), 50/60 Hz 
o 15 VA  
o 자동 감지 (점퍼 필요 없음) 

 
     인터페이스 보드는 셋업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 진단 LED 
• 수동 게이트 파이어링 펄스 사용/사용 안함  

(유닛에 MV 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 
• 방열판 온도 피드백 사용/사용 안함 

 
 
      전압 감지 모듈 
 
      전압 감지 보드에는 미리 정의된 전압 범위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크기의 저항이 있는 6 개의 독립 채널이 있어 
10 에서 14.4 kV 범위의 전압을 SMC Flex 제어 모듈 로직이 
사용할 수 있는 더 낮은 전압으로 변환합니다. 

 
 
 
 
 
     위 표는 각각의 전압 감지 모듈에 필요한 MV 비율을 

보여줍니다. MV 비율은 SMC Flex 제어 모듈의 
디스플레이에서 더욱 정확하게 미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터를 바이패스 모드에서 실행하는 동안 제어 모듈에 
표시된 전압을 OneGear MV SMC Flex 가 제어하고 있는 
모터와 동일한 소스 전압에 연결된 정확한 미터와 
비교합니다. 

입력 선간 전압 (3상, 50/60 Hz) MV 비율 (파라미터 106) 
10,000 ~ 12,000 V 126 
12,001 ~ 14,400 V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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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확장 보드 
 
     광 확장 보드는 제어 모듈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광 게이트 

드라이브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를 OneGear PowerBrick 의 
10 – 15 kV 에 필요한 광 게이트 드라이브 신호로 
분할합니다. 확장 보드는 최대 MV SCR 36 개 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입력 요구사항: 
 • 110 – 240 VAC (–15/+10%), 50/60 Hz 
 • 최대 25 VA 
 • 범용 입력 

4.0 장비 설계 및  
선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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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본 데이터 시트 
 
표 4.A – 전기 정격 (Bulletin 7761) 

전기 정격 IEC  

전원 회로 

연결 방법 델타 또는 스타의 모터; 와인딩과 공급 사이의 SCR 
극수 3상 부하만을 위해 설계된 장비 
정격 전압 (Ur) 12 kV / 15 kV 
정격 절연 전압 (Ui) 12 kV / 15 kV 
정격 임펄스 전압 (Uimp) 75 kV / 95 kV 
내전압 28 kV / 36 kV 
반복 피크 역 전압 정격 32500/39000 

출력 정격 100 ~ 9700 hp 
75 ~ 8000 kW 

반도체 절연 광 
동작 주파수 50/60 Hz 
dv/dt 보호 RC 스너버 네트워크 
과도 상태 보호 통합 과전압 트리거 회로 

정격 전류 160 A 
340 A 

dv/dt 1000 V/µs 
di/dt 100A/µs 
전압 강하  
(선로 - 출력 단자) 

바이패스가 없을 경우 SCR당 2.5 V;  
바이패스가 있을 경우 총 1.0 V 미만 

전체 효율 바이패스가 있을 경우 99.95% 
최초 토크 모터 잠금 로터 토크의 0 ~ 90% 

열 용량 
600%, 10초 
450%, 30초 

감속 시간 0 ~ 30초 
(더 긴 시간은 공장에 문의) 

킥스타트 0.0 ~ 2.0초 동안 모터 잠금 로터 토크의 0 ~ 90% 

승인 

  안전 : 92/59/EEC (지침) 
  Ref : BSEN 61010-1 :1993 
   BSEN 60204-1 :1997 
   IEC 62271-1 
   IEC 62271-100 
   IEC 60146-1-1 
   IEC 60947-4-2 

단락 보호 
전원 전자장치 유닛은 전류 제한 퓨즈나 고속 회로 차단기로 보호해야 합니다. 표준 12 kV 컴비네이션 
컨트롤러에는 적절한 퓨즈 연결이 포함됩니다 (모터와 통합). 
폴트 레벨 내량 31.5 kA 100 ms 
제어 회로 
정격 동작 전압  120/240 V AC (15%, +10%) / 115/230V ~ (15%, +10%) 
내전압 1600 V AC / 2000 V ~ 
동작 주파수 50/60 Hz 
 전원 전자장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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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A – 전기 정격 (계속) 

전기 정격 IEC 

외함 
외함 유형 IP4X, IP41 및 IP42 
과부하 특성 (SMC Flex 제어 모듈) 
유형 상 손실이 있는 전자식 열 과부하 
전류 범위 1.0 ~ 1,000 Amp 
트립 등급 10, 15, 20 및 30 
트립전류 정격 모터 FLC의 117% 
극수 3 
전원 요구사항 
제어 모듈 75 VA 

게이트 드라이버 보드  75 VA (총) 

진공 컨택터/차단기 컨택터/차단기 사양 참조 (26 – 29페이지) 

최대 열 소실 (kW) (대류) 

컨트롤러 정격 

시작 또는 정지 사이클  
(@450% 시작 듀티) 연속 

 160 A 340 A 580 A  
12000 V 27 57 98 .5 
15000 V 32 69 117 .5 

보조 접점 (제어 모듈) 

정격 작동 전압 (최대) 
20 – 265 V ~ 

5 – 30 V DC (저항) 
정격 절연 전압 277 V ~ 
동작 주파수 50/60 Hz, DC 
기존 열 전류 Ith 5 A 
사용 카테고리 AC-15/DC-12 
기계 정격 (제어 모듈) 

단자 제어 단자: 
자체 기중 클램프 플레이트가 있는 M 3.5 x 0.6 Pozidriv 나사 

SCPD 성능 타입 2 
SCPD 목록 Class CC 8A @ 1000 A 가용 고장 전류 
DPI 통신 (제어 모듈) 
최대 출력 전류 280 mA 
미터링 기능 (제어 모듈) 
전압, 전류, MW, MWh, 
변위 역률 예 

타코미터 입력 (제어 모듈) 
전압 0 ~ 5 VDC; 4.5 VDC=100% 속도 
전류 1.0 mA 
 전류 루프 게이트 드라이버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 요구사항은 모든 전압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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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C – 컨트롤러 성능 저하 

고도 범위 
파워 셀 정격 

B.I.L. 및 전원 주파수 
저항 정격 감소:  160 A 340 A 

 최대 연속 전류 정격 감소: 
1000 ~ 2000 m 

(3,300 ~ 6,600 ft.) 5 A 10 A 13% 

2001 ~ 3000 m 
(6,601 ~ 9900 ft.) 10 A 20 A 28% 

3001 ~ 4000 m 
(9,901 ~ 13,200 ft.) 15 A 30 A 44% 

4001 ~ 5000 m 
(13,201 ~ 16,500 ft.) 20 A 40 A 63% 

 명시된 전류 성능 저하는 최소 수준입니다. 전원 퓨즈 제한 때문에 추가 성능 저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장에 문의하십시오. 

 IEC 62271-1의 절연 내전압에 대한 고도 보정 계수 
 
 

주변 온도에서의 파워 셀 전류 정격 
40 °C 50 °C 
160 A 130 A 
340 A 270 A 

표 4.B – 환경 정격 

환경 정격 IEC 
동작 온도 범위 0 °C ~ 50 °C (32 °F ~ 122 °F) (40 °C 이상에서 성능 저하) 
보관 및 운반 온도 범위 –20 °C ~ +75 °C (–4 °F ~ 167 °F) 
고도 0 ~ 1000 m (3,300 ft.) 품질 저하 없음  
습도 5% ~ 95% (결로 현상 없음) 
오염도 2 

  1000 m 이상 고도는 표 4.C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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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D – 운송 중량 및 치수   

전류 정격 
KW (마력) 치수 mm (in.) 운송 중량 

10000 V 12000 V 14400 V 폭 깊이 높이 lb kg 

10 – 15 kV SMC Flex 전체 컨트롤러 (진공 컨택터) – Bulletin 7762 

160 A 2700 (3100) 3000 (3800) 3700 (4500) 2800 
(110) 

1340 
(53) 

2200 
(86) 6000 2728 

10 – 15 kV SMC Flex 전체 컨트롤러 (진공 회로 차단기) – Bulletin 7763 
160 A 2700 (3100) 3000 (3800) 3700 (4500) 2800 

(110) 
1340 
(53) 

2200 
(86) 

6000 2728 
340 A 5500 (6750) 6700 (8000) 8000 (9700) 

10 – 15 kV SMC Flex OEM 컨트롤러 – Bulletin 7761 
160 A 2700 (3100) 3000 (3800) 3700 (4500) 1500 

(59) 
1340 
(53) 

2200 
(86) 3200 1455 

340 A 5500 (6750) 6700 (8000) 8000 (9700) 

10 – 15 kV SMC Flex 개조 컨트롤러 – Bulletin 7760 
160 A 2700 (3100) 3000 (3800) 3700 (4500) 2800 

(110) 
1340 
(53) 

2200 
(86) 5700 2591 

340 A 5500 (6750) 6700 (8000) 8000 (9700) 
 중량 및 치수는 대략치입니다. 일부 옵션(상단 진입 또는 PFCC)에 따라 중량과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인 치수 및 중량은 공장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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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E – 전원 버스 사양 

설명 사양 

주 전원 버스 

버스 바 소재 주석 도금 절연 구리 

전원 버스 도금 (옵션) 은 

연속 전류 정격 @ 40 °C (104 °F) 1250, 2000 A 

최대 전부하 온도 상승 65 °C (149 °F) 

최대 전부하 온도 105 °C (221 °F) @ 40 °C 주변 

고장 내전류 정격 (3초) 31.5 kA RMS SYM 

버스 브레이싱 유형 에폭시 주조, 유리 폴리에스터 

상 치수 1250 A 
2000 A 

Qty 1 – 10 x 80 mm (3/8 x 3 in.) 
Qty 2 – 10x 80 mm (3/8 x 3 in.) 

상 단면적 1250 A 
2000 A 

총 800 mm2 (1.125 in2) 
총 1600 mm2 (2.25 in2) 

상과 접지간 절연 소재 

유형: 슬리브, 방열판 

소재: 폴리올레핀 

두께: 3.0 mm (0.12 in./120 mils) 

비흡습성: 0.25% 

전기적 강도: 500 V/mil (20 kV/mm) 

유닛 버스  

버스 바 소재 구리 

유닛 버스 도금 (옵션) 주석 또는 은 

연속 전류 정격 @ 40 °C (104 °F) 630 A 

고장 내전류 정격 31.5 kA, 100 msec 

절연 소재 (필요 시) 

유형: 슬리브, 방열판 

소재: 폴리올레핀 

두께: 3.0 mm (0.12 in./120 mils) 

비흡습성: 0.25% 

전기적 강도: 500 V/mil (20 kV/mm) 

접지 버스 

접지 버스 소재 구리 

접지 버스 소재 (옵션) 주석 도금 구리 

연속 전류 정격 @ 40 °C (104 °F) 600 A 

치수 600 A 8 x 50 mm (5/16 x 2 in.) 

단면적 600 A 총 400 mm2 (0.625 in2) 

고장 내전류 정격 (3초) 31.5 kA 



28 Bulletin 7760, 7761, 7762, 7763 – OneGear™ MV SMC™ Flex 전자식 모터 컨트롤러 
 

7760-TD001B-KO-P – 2011년 7월 

 
 
 
 
 
 
 

표 4.F – 고압 스프링 작동식 진공 회로 차단기: 10 ~ 12 kV 

설명 사양 

전압 정격   

최대 정격 전압 12 kV 

기본 임펄스 레벨 (B.I.L.) 내량 – 상 대 접지, 상 대 상 (kV) 75 

정격 절연 전압  12 kV 

내전압 @ 50 Hz  28 kV 

주파수 정격  50/60 Hz 

전류 정격   

정격 일반 전류 (40 °C) 1250 A 

정격 차단 용량 (kA) (정격 단락 차단 전류 대칭) 16, 20, 25, 31.5 

정격 단시간 내전류 (3s) (kA) 16, 20, 25, 31.5 

투입 용량 (kA) 40, 50, 63, 80 

극 거리 (mm) 150 

개로 시간 (ms) 33 – 60 

아크 시간 (ms) 10 – 15 

총 차단 시간 (ms) 43 – 75 

폐로 시간 (ms) 60 – 80 

동작 온도 (°C) -5 ~ +50 (성능 저하 있음) 

 명시된 전압 및 전류 정격은 최대 1,000 m (3,300 ft.)까지 유효합니다. 이 고도 이상에서의 정격은 24페이지의 
컨트롤러 품질 저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표 4.G – 고압 스프링 작동식 진공 회로 차단기: 12.5 ~ 15 kV 

설명 사양 

전압 정격   

최대 정격 전압 17.5 kV 

기본 임펄스 레벨 (B.I.L.) 내량 – 상 대 접지, 상 대 상 (kV) 95 

정격 절연 전압 17.5 kV 

내전압 @ 50 Hz 38 kV 

주파수 정격 50/60 Hz 

전류 정격   

정격 일반 전류 (40 °C) 1250 A 

정격 차단 용량 (정격 단락 차단 전류 대칭) (A) 16, 20, 25, 31.5 

정격 단시간 내전류 (3s) (kA) 16, 20, 25, 31.5 

투입 용량 (kA) 40, 50, 63, 80 

극 거리 (mm) 150 

개로 시간 (ms) 33 – 60 

아크 시간 (ms) 10 – 15 

총 차단 시간 (ms) 43 – 75 

폐로 시간 (ms) 60 – 80 

동작 온도 (°C) -5 ~ +50 (성능 저하 있음) 

  명시된 전압 및 전류 정격은 최대 1,000 m (3,300 ft.)까지 유효합니다. 이 고도 이상에서의 정격은 24페이지의 
컨트롤러 품질 저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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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H – 고압 자석 작동식 진공 회로 차단기: 10 ~ 12 kV 

설명 사양 

전압 정격   

최대 정격 전압 12 kV 

기본 임펄스 레벨 (B.I.L.) 내량 – 상 대 접지, 상 대 상 (kV) 75 

정격 절연 전압 12 kV 

내전압 @ 50 Hz 28 kV 

주파수 정격 50/60 Hz 

전류 정격   

정격 일반 전류 (40 °C) 1250 A 

정격 차단 용량 (kA) (정격 단락 차단 전류 대칭) 16, 20, 25, 31.5 

정격 단시간 내전류 (3s) 16, 20, 25, 31.5 

투입 용량 (kA) 40, 50, 63, 80 

극 거리 (mm) 150 

개로 시간 (ms) 35 – 45 

아크 시간 (ms) 10 – 15 

총 차단 시간 (ms) 45 – 60 

폐로 시간 (ms) 50 – 60 

동작 온도 (°C) -25 ~ +50 (성능 저하 있음) 

기계식 작동 (액추에이터) (사이클) 100000 

전기식 작동 (정격 전류) (사이클) 30000 

  명시된 전압 및 전류 정격은 최대 1,000 m (3,300 ft.)까지 유효합니다. 이 고도 이상에서의 정격은 24페이지의 
컨트롤러 품질 저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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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I – 고압 자석 작동식 진공 회로 차단기: 12.5 ~ 15 kV 

설명 사양 

전압 정격   

최대 정격 전압 17.5 kV 

기본 임펄스 레벨 (B.I.L.) 내량 – 상 대 접지, 상 대 상 (kV) 95 

정격 절연 전압 17.5 kV 

내전압 @ 50 Hz 38 kV 

주파수 정격 50/60 Hz 

전류 정격   

정격 일반 전류 (40 °C) 1250 A 

정격 차단 용량 (정격 단락 차단 전류 대칭) (A) 16, 20, 25, 31.5 

정격 단시간 내전류 (3s) (kA) 16, 20, 25, 31.5 

투입 용량 (kA) 40, 50, 63, 80 

극 거리 (mm) 150 

개로 시간 (ms) 35 – 45 

아크 시간 (ms) 10 – 15 

총 차단 시간 (ms) 45 – 60 

폐로 시간 (ms) 50 – 60 

동작 온도 (°C) -25 ~ +50 (성능 저하 있음) 

기계식 작동 (액추에이터) (사이클) 100000 

전기식 작동 (정격 전류) (사이클) 30000 

  명시된 전압 및 전류 정격은 최대 1,000 m (3,300 ft.)까지 유효합니다. 이 고도 이상에서의 정격은 24페이지의 
컨트롤러 품질 저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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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J – 중압 진공 컨택터: 10 ~ 12 kV 

설명 사양 

전압 정격   

최대 정격 전압 12 kV 

정격 절연 전압 12 kV 

임펄스 내전압 75 kV 

내전압 @ 50 Hz 28 kV 

주파수 정격 50/60 Hz 

전류 정격   

정격 서비스 전류 A 400 

정격 일반 전류 A 400 

단시간 내전류 (1s) A 6000  

정격 피크 전류 kA 15 

정격 단시간 S 1 

½ 기간 동안 최대 정격 허용 가능 
과전류 (피크 값) kA 55 

사용 카테고리에서의  
정격 부하 및 과부하: 

(Category AC4) 100 폐로 동작 (A) 4000 

(Category AC4) 25 개로 동작 (A) 4000 

Category AC1에서 검증된  
전기적 수명 @ 정격 전류 동작 1000000 

기계적 수명 동작 1000000 

단락 차단 용량  
(O-3min-CO-3min-CO) (A) 4000 

단락 투입 용량  
(O-3min-CO-3min-CO) (A) 피크 8000 

스위칭 시간 
개로 시간 (하한 및 상한) (ms) 20 – 30 

폐로 시간 (하한 및 상한) (ms) 30 – 50 

상대 습도, 결로 현상 없음 % <95 

동작 온도 °C -5 ~ +50 (성능 저하 있음) 

  명시된 전압 및 전류 정격은 최대 1,000 m (3,300 ft.)까지 유효합니다. 이 고도 이상에서의 정격은 24페이지의 
컨트롤러 품질 저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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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Gear MV SMC Flex 장비는 다음 기관이 제공하는 
 최신 기준 요건을 충족 또는 초과하도록 설계, 제조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 IEC 60470:고전압 AC 컨택터 및 컨택터 기반 모터 스타터. 
• IEC 62271-100:고전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 IEC 62271-1:고전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 IEC 62271-200:고전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 IEC 62271-102:고전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 유럽 안전 및 EMC 지침 
•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s) 
• 정전력 컨버터의 고조파 제어 및 리액티브 보상 가이드 

(IEEE 51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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