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형 제어 시스템

산업용 스마트 제어 시스템

Allen-Bradley® 모듈형 제어 시스템
간단하고 사용이 쉬운 검증된 시스템
산업용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모듈형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 보세요.
다양한 지능형 구성요소, 옵션 및 커넥터가 있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작업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용 솔루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듈형 제어 시스템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증과 지원이
제공되는 높은 품질 수준의 검증된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템형 솔루션
시
내 작업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

 준 및 인증
표
글로벌 기준에 맞게 검증 및 인증되어
모든 작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

통합형 인터페이스
5~2650 Amps 모터 시동, 저항 및 절연
솔루션을 한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판매 및 지원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판매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품질의 명가 Allen-Bradley 제작
설계, 테스트, 생산 등 모든 단계에서
Allen-Bradley의 엄격한 품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터 보호용 차단기 및 모터 회로 보호기
Bulletin 140MP 및 140MT/UT 제품의
모터 보호용 차단기와 모터 회로 보호기에는
기본형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고급형이 있으며, 배선용 회로 차단기(MCCB)
옵션이 제공됩니다.

커넥터
커넥터로 회로 차단기를 컨택터에 장착하여
배선을 줄이고 통합 모터 스타터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컨택터
컨택터를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NEMA, IEC 및
소형 컨택터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해
손쉽게 유연한 모듈형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터 보호 릴레이
Allen-Bradley는 다양한 모터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간편한 단일용 보호부터
포괄적인 진단 및 Logix 통합 기능이 있는
스마트 과부하 기술이 제공됩니다.

나만의 조합으로 최적의 성능 구현
원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구성요소 모터 스타터 솔루션
모터 보호용 차단기에 과부하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판넬 비용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구성요소 스타터
별도의 과부하 릴레이를 이용해 원하는
모터 보호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립형 스타터
모듈형 구성요소 시스템 제품이 개별 구성요소로
제공되거나, 작업 시간과 양을 줄일 수 있는
개방형 또는 판넬형 어셈블리로 제공됩니다.

컨택터는 절연, 바이패스 및 저항 부하 제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전형 코일이 사용되어
발열이 적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룹 모터 설치에서 140MT/MP를 수동 모터
컨트롤러 또는 모터 단선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0MT 탭 컨덕터 등급으로 그룹 모터
설치에서 더 소형인 컨덕터를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140MT는 100-C 및 100-E 컨택터가 있는 E 타입
자체 보호 조합 모터 컨트롤러 또는 F 타입 조합
컨트롤러 등급으로써 별도의 분기 회로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고 완벽하게 통합된
액세서리가 유연한 모듈형 제어를 제공합니다.

모터 보호용 차단기 및
모터 회로 보호기
확장 등급, 고성능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두 가지 등급의 모터 보호용 차단기와 모터 회로 보호기를
제공합니다.
Bulletin 140MP 모터 보호용 차단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품 라인입니다. Bulletin 140MP는 자기 단락 기능과 최대 32A의 열 과부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Bulletin 140MT는 분기 회로 보호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도 조립된 스타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강화형 등급 제품입니다. 탭 컨덕터 보호 등급은 그룹 모터 설치에서 더욱 작은
전선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Bulletin 140MT 제품은 구성요소
3개인 스타터용 모터 회로 보호기와 구성요소가 2개인 스타터용 모터 보호용 차단기로
제공됩니다.
140MT의 특수 버전은 특정 어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모터를 사용하는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VFD) 출력에 적합한 140MT-D9V와 돌입 전류가
높은 고효율 모터 보호에 적합한 140MT-D9T가 있습니다.
모든 Bulletin 140 제품은 Bulletin 100-K/C/E 컨택터에 직접 배선하는 커넥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모터 보호용 차단기는
모터 부하별로 단락과
과부하를 동시에 방지하며
사용 가능한 모터 크기와
설치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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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보호용 차단기 및
모터 회로 보호기
모터 회로 보호기는 분기 회로 및 단락 회로 자기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별도의 과부하 릴레이와 연결됩니다. 모터 보호용 차단기는 모터
과부하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별도의 과부하 릴레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레임 크기

Bulletin
140MT-C

Bulletin
140MT-D

Bulletin
140M-F

C 프레임

D 프레임

F 프레임

32 A

32 A

40 A

45 A

0.1...32 A

0.1...32 A

0.4...40 A

6.3...45 A

표준 자기식 트립

140MT-D9E

140MT-F8E

고 자기식 트립

140MT-D9T

140MT-F8T

자기식 전용 트립(모터 회로 보호[MCP])

140MT-D9N

140MT-F8N

10

10

최대 전류 Ie
정격 전류

Bulletin
140MP-A

단락 회로 보호

과부하 보호
트립 클래스

10 A

10

상 손실 감도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VFD) 다운스트림 호환 가능

140MT-D9V...

탭 컨덕터 보호
수동 자가 보호 조합 모터 컨트롤러(E 타입)
UL 60947-4-1, CSA C22.2, No. 60947-4-1(1)
IEC/EN 60947-2,IEC/EN 60947-4-1
CE
ATEX

(2)

IECEx

(2)

EAC
CCC
KC
CB 방식
(1)

자세히 알아보려면 Publication 140-TD006을 참고하십시오. | (2) 카테고리 넘버 140MT-D9N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택터
사용이 쉬운 유연한 모듈형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00~8의 NEMA 크기 또는 5~2650Amps의 IEC 크기로 구성된
완벽한 NEMA 및 IEC 등급 컨택터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모두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완벽한 품질과 최고의 지원 네트워크가 특징이며, 광범위한 제품 유형 및 설계 도구,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택터는 독립형으로 사용 가능하며, 또는 호환 가능한 회로 차단기와 과부하
릴레이와 연결하여 구성요소가 2개 또는 3개인 시동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모두 활용하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뿐 아니라 드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으로 구분되어 배선이 쉬운 사전 설정된 개방형 또는 판넬형
스타터로 많은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NEMA 및 IEC 컨택터는
유연한 모듈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액세서리가
다양하여 선택과 사용이
쉽습니다

제품 범위

글로벌 컨택터
IEC 표준을 준수하는 당사의 Bulletin 100 컨택터는 산업 제어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전 세계에서 승인된 솔루션입니다.

용량

Bulletin
100-K

Bulletin
100-C

Bulletin
100-E

초소형

구성요소

아키텍처

5...12 A

9...97 A

9...2650 A

전원 공급 장치 요건 최소화: 표준 비전자 코일에 비해 돌입 전류 VA를 최대 68%, 밀폐형 VA를
75% 이상 줄였습니다.
광범위한 전자 AC/DC 코일 선택 간소화
안전 버전 사용 가능
동일한 AC 및 DC 치수
통합 서지 억제기
가역 코일 종단(라인 또는 부하 측)

12/24 DC 전압
옵션

DC 코일

AC 및 DC 코일
분해가 필요하지 않음

기계식 인터록으로 컨택터 반전을 위해 컨택터 사이의 공간이 필요 없음
삽입 릴레이가 없는 통합 PLC 인터페이스(옵션)
전면 및 측면 장착 보조 접점 제공
코일 터미널이 있는 전면 장착 보조 장치(옵션)로 구성요소가 3개인 스타터를 쉽게
배선할 수 있음
전자식 및 공압식 타이밍 모듈 옵션(9…97 A)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와 호환 가능
바이메탈 과부하 릴레이와 호환 가능

100 Amps 초과

제품 범위

NEMA 등급 컨택터

NEMA 표준 등급의 컨택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뛰어난 옵션: 가장 까다로운 작업에서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Bulletin 500 컨택터와 비용 효율적인 공간 절약형 Bulletin 300 컨택터

Bulletin
300

크기
공간 절약

Bulletin
500

표준

에너지 절약

기존

NEMA 크기 0…3

NEMA 크기 00…8

NEMA 크기 00…5

기존 NEMA 제품에 비해 설치 면적 최대 25% 감소

에너지 절약, 광범위한 코일
안전 버전 사용 가능
핑거세이프
삽입 릴레이가 없는 통합 PLC 인터페이스(옵션)
DIN 레일 장착 가능

NEMA 크기 4...8
크기 3까지

통합 서지 억제
글로벌 표준 충족
기계식 인터록으로 컨택터 반전을 위해 컨택터 사이의 공간이 필요 없음
판넬에서 컨택터를 제거하지 않고 검사 및 서비스 가능
상단 배선 옵션으로 손쉬운 전원 연결 가능
현장 수리 가능
작업 유연성을 위한 전원 극 가산기(옵션)
평생 품질 보증 코일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와 호환 가능
공정 과부하 릴레이와 호환 가능

최대 5개의 극으로
구성 가능

모터 과부하 릴레이
더욱 스마트한 장비를 위한 스마트 장치
Allen-Bradley 모터 보호 장치 제품군은 간편한 단일 목적의 보호 기능을
진단 및 Logix 통합 기능을 갖춘 최신 과부하 기술까지 포함합니다.
대부분 제조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 모터는 오늘날 현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너무 세게 또는 너무 자주 밀면 고가의 장비가 손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터 고장의 원인

5%
로터 바

10%
알 수 없음

16%

51

%

외부 요인

베어링

16%

2%

샤프트 커플링

고정자 권선

모터 고장 중 75%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IEEE Petro-Chemical Paper PCIC-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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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 릴레이
Allen-Bradley 모터 보호 장치 제품군은 진단 및
네트워킹 기능이 있는 최신 과부하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 제품의 바이메탈 장치를 포괄합니다.

Bulletin 193 T/K
바이메탈
과부하
상 손실
접지 폴트
전류 불균형
막힘
과전압/부족전압
전압 불균형
과전력/부족전력
% 전부하 전류(amp)
% 열용량 사용
전압
전력
에너지
DeviceLogix™
Logix 컨트롤러
NEMA 버전 사용 가능

Bulletin
193 E100

Bulletin
193 E200

Bulletin
193 E300

단락 전류 정격(SCCR) 툴

장비 제조업체가 SCCR 등급을 문서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온라인 글로벌 SCCR 툴을 독점 제공합니다.
이 툴을 이용해 사용자는 회로 차단기, 컨택터, 과부하 릴레이 등
Allen-Bradley 구성요소의 조합을 적용하고 특정 제품의 IEC 및
UL 표준 준수 여부를 문서화하는 테스트 요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화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공인 테스트 시설의 공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UL에서 인증합니다.

SCCR 도구: rok.auto/s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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