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기능을 탑재한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직원 및 자산 보호

높은 안전 표준 충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는 직원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향상된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전세계 표준도 변하고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기계의 기능적 작동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 자동화
및 세이프티의 세계적인 선도 업체이자 기술 혁신자로서, 귀하의 생산성 및 개인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압 세이프티 솔루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운영 전반의 위험 감소
전 세계적으로 Allen-Bradley®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는 중공업계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
되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모터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과 기술은 직원 및 장비에 대한 보호 기능
을 향상시킴으로써 작업장의 위험을 최소화 시켜
줍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는 고성능이 요구되는 애플
리케이션에 부합되도록 Direct-to-Drive™ 기술을 사용
한 AFE(Active Front End) 및 고성능 토크제어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세이프 토크
오프 제어 옵션, ArcShield™ 내 아아크성 외함 옵션,
그리고 PowerFlex 7000 인버터 등은 중요 자산에
대한 높은 성능과 개선된 안전을 지원하는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셔의 고압 인버터는 직원 안
전, 효율 및 생산성을 개선하면서 장비의 기능
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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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토크 오프를 이용하여 Functional Safety
를 향상시킵니다.
Functional Safety 엔지니어링 방침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개발함으로써 엄격한 국제
안전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안전 기능을 장비 설계에 직접 도입함으로써 사용
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시스템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기능적 안전 설계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이프 토크 오프 기능의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세이프 토크 오프 기술을 사용하면 인버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도 모터의
전원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에 도달한 후에 시스템을 보다 신속하게 재시동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토크 오프가 인버터에 내장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전자기계식 컴포넌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선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하드웨어 재고와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료 처리 컨베이어 및 분쇄기와 같은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세이프 토크
오프 기능 PowerFlex 7000 인버터는 TÜV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버터에 대한 가장 높은
등급인 IEC 61508의 SIL(Safety Integrity Level) 3, 그리고 ISO 13849-1의 PLe(Performance Level e),
Category 3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 인버터가 회전 에너지를 모터에 전달하는 것을 방지
•• 반복적인 재시동으로 인한 마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
•• IEC 61508에 따른 SIL 3과 ISO 13849-1에 따른 PLe,
Category 3의 요건 준수
•• TÜV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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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hield 기술을 사용한 PowerFlex 7000 인버터 시스템
아아크 섬광 위험을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해주는 고압 인버터
기술의 발전
전기 장비의 작동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내 아아크성 고압인버터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10년 이상 내
아아크성 고압 및 저압 모터 컨트롤러를 성공적으로 설계 및 구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ArcShield 기술을 갖춘 PowerFlex 7000 고압인버터 시스템은 직원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정전 및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설계하고 상표 등록한 내아아크 설계인 ArcShield는 내 아아크성
외함을 인텔리전트 제어 시스템과 결합함으로써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능력과 함께 개선된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
의 글로벌 표준을
준수합니다.
IEEE C37.20.7
CSA C22.2 No. 22-11
EEMAC G14-1

효율적인 설계로 안전 표준 충족

IEC 62271-200

ArcShield를 갖춘 PowerFlex 7000 인버터 시스템은 완전히 통합된 Allen-Bradley® CENTERLINE®
스타터 및 PowerFlex 7000 인버터의 조합입니다. 독립형, 완전 통합형 시스템과 기존 AllenBradley 고압 스타터 제품군과 연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40 kA 또는 50 kA 아아크
폴트 정격이 제공됩니다.

IEC 62477-2

아아크 발생시 생성되는 에너지를 우회시켜서 외함 상단으로 방출되도록 하여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Type 2B 접근성 기능은 아아크 폴트 발생시 외함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있는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목적을 위해 저압
제어 캐비넷 도어를 여는 경우에도 Type 2B 보호 기능이
유지됩니다.

아아크가 발생되는 개소는 19,500 °C /
35,000 °F의 온도로 인근에 있는 직원
에게 상해를 입히고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안전 개선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아크
사고시 관련되어 발생 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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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크가 발생하는 경우 감압 배기구는 아아
크 가스와 물질을 외함의 전면, 후면 및
측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방출합
니다.

2

가스 및 물질은 상부의 배기덕트를 통하여
외함 밖으로 배출됩니다.

3

특허를 받은 자체 폐쇄식 환기 플레이트는 아
아크 섬광 가스가 냉각팬 벤트를 통해 배
출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4

캐비닛 도어는 아아크 섬광이 발생하는 동안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
는 용접 채널을 사용하여 강화되어 있습
니다.

5

강화된 측면, 도어, 루프 및 후면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견고한 캐비닛 구조는 아아크 고
장 에너지를 억제하도록 견고성을 높여 설계
되어 있습니다.

6

고강도 힌지, 래치 및 볼트를 사용해서 도어
를 안전하게 캐비닛에 고정함으로써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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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은 자체 폐쇄식 환기 플레이트는
아아크 가스가 전면 흡기구를 통해 배출되
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아아크 발생시 향상된 보호 기능으로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현하도록 설계
ArcShield 외함을 갖춘 PowerFlex 7000 인버터 시스템은
아아크 발생시 생성되는 압력을 억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지지 구조물 및 플레이트가 추가되어 강화되었으며 모든
도어, 측면, 상부 및 뒷면 시트에 두께 12-게이지 스틸을
사용합니다. 고강도, 다지점 및 견고한 도어 힌지를 사용하여

도어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아크 방출 가스를
우회시키도록 외함 상부의 방압판이 파열되면서 압력이
방출됩니다. 다양한 상부 배기덕트 구조는 초고온 가스와
기화된 구리 및 금속을 안전하게 통제된 위치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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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통합된 50 kA 정격의 ArcShield 기술을 사용한 PowerFlex 7000 인버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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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리모트 모니터링
원격 모니터링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버터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동 장비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줄여줍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는 잠재적인 전기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EtherNet/IP 통신을 이용하여 제어 시스템으로 통합하거나 원격 PanelView™ HMI를 사용함으로써 PowerFlex 7000
인버터의 작동 상태를 효과적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에 대한 원격 연결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원이 전기실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를 Allen-Bradley Logix PAC(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와 결합하면 제어 및 운영
작업을 통제실까지 확대하고 한 곳에서 모든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Studio 5000 Logix Designer®와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는 통합 제어 인터페이스와 함께 터치 스크린 및 내장 PDF 뷰어가 있는 사용자 중심 PanelView™
그래픽 터미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HMI를 원격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긴 모터 케이블 길이
PowerFlex 7000 인버터는 긴 모터 케이블 길이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모터가 설치된 환경과 관련하여 작업자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사 고압 인버터 기술과는 달리,
PowerFlex 7000 인버터는, 높은 스위칭 주파수, 스위칭 소자의 높은 dv/dt 특성, 또는 캐패시터 성분의 의한 모터
케이블 길이 제한이 없습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버터로부터 15킬로미터(9.3마일) 거리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 또는 해상 플랫폼 기반 수중펌프 애플리케이션이나, 중앙 전기 제어실 또는 환경적, 재정적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매우 멀리 이격된 모터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PanelView™ 그래픽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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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 효과 극대화
글로벌 지원 센터 인프라와 분야별 전문가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동화 투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공장의 지속적인 가동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평가하며, 생산성 극대화/공장 자산 최적화/
전반적인 재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서비스
구성을 제안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요 안전 제어를 위한 안전평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및 신규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안전 평가가 완료되면, 완전한 문서화와
함께 개선책이 제공됩니다.

안전 평가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위험 평가

Virtual Support Engineer™

•• 아아크 분석

자동화 설비의 성능에 대한 지속 감시는 운영을 최적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가동 중단 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입니다.

•• 세이프티 위험 평가
•• 해저드 평가

교육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평가 서비스 이외에도 전기 안전,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70E 및 아아크 규정 준수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OSHA 및 NFPA 70E 2015 의무 전기 교육을 준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감전, 아아크 및
아아크 폭발 위험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다음의 주요 토픽을 포함하는
다양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 NFPA 70E 2015® 전기 안전 요건
•• 전기 안전 방침
•• 아아크 플래시 보호 구역 계산
•• 개인 보호 용구
공인 Allen-Bradley 대리점이나 영업/지원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교육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다음 사이트에서 전체 교육 과정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training

Virtual Support Engineer(VSE)는 장비를 모니터하고 중요•
한 성능 분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
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장비가 얼마나 잘 작동•
하는지 잘 이해하고 성능이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에 경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Virtual
Support Engineer(VSE) 게이트웨이 장치를 인버터 내에
배치합니다. Virtual Support Engineer(VSE)는 인버터•
의 중요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인버터의 성능•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통보합니다.
Virtual Support Engineer(VSE)를 사용하면 설비에 대한
다양한 중요 데이터 및 분석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irtual Support Engineer(VSE)는 성능 분석 및 히스토리칼
데이터/트렌딩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합니다.
Virtual Support Engineer(VSE)는 인버터에서 다음을 비•
롯한 모든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하도록 설정될 수 있습•
니다.
•• 속도
•• 전류
•• 전압
•• 전력
•• 인버터 경고 히스토리
•• 인버터 폴트 히스토리
•• 인버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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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오토메이션 서비스 및 지원
Global Support. Local Address. Peace of Mind.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ISO 인증 수리 센터, 교체 허브, 현장 서비스 전문가, IACET 승인
교육센터, 기술 지원 전화 센터, 온라인 툴로 구성된 통합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go/services
일상에서의 기술적 필요요건충족
원격 지원 및 모니터링

교육 서비스

현장 지원

• 실시간 제품, 시스템 및

• 전문 교육 강사에 의한 교육

• 온라인 리소스 및 Tool 무제한
제공

• 가상 강의실

• 이메일,라이브 채팅 및 포럼
지원

• 워크스테이션 및 업무 참고

애플리케이션 수준 지원

또는 웹 기반 코스

• 교육 과정 평가

수리 서비스

• 현장 파견 엔지니어링

• 재 제조 서비스

• 예방적 유지보수

• 전체 산업용 자동화 브랜드
및 제품군에 대한 수리
서비스

• 마이그레이션 및 컨버전
• 스타트업 및 시운전

• 연간 수리 계약

자료 지원

• 보안 장비 모니터링, 알람
및 진단

자동화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십시오
MRO 수요 관리•

라이프사이클 연장
및 마이그레이션

• 포괄적인 자산 관리 계획

• Installed Base Evaluation™(IBE)

• 신뢰성 서비스

• 노후화 위험 파악

• 보증 관리

• 생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 전 세계 예비 부품 재고
현황에 신속한 액세스

툴 및 라이프사이클 지원
서비스 계약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
• 제어 시스템 수명 주기
서비스

• 네트워크 통합 관리

안전 서비스•
• 안전 평가 및 개선
• 안전 설계, 통합, 유효성 확인
서비스

• 보안 기술, 정책 및 절차
서비스

기술 정보 및 지원과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센터 www.rockwellautomation.com/knowledgebase
를 방문하십시오.

• 테크니컬/어플리케이션 노트 보기

• 제품/서비스 이메일 알림 가입

• 소프트웨어 패치 다운로드

• 질문 제출, 실시간 채팅, 지원 포럼 등

Get Support Now 웹사이트 www.rockwellautomation.com/go/support를 방문하셔서 국가를 선택하시고 지역 지원 정보를 찾아
보십시오.

Allen-Bradley, ArcShield, CENTERLINE, Direct-to-Drive, Listen. Think. Solve., PanelView, PowerFlex, Rockwell Automation, Rockwell Software, Studio 5000 Logix Designer 및 Virtual Support Engineer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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