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어플리케이션용 고압 솔루션
선박 효율 개선

새로운 차원의 효율과 성능
에너지 비용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대형 다용도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경제적인 고성능 디젤 전기 선박의 설계에
있어 오늘날의 조선업체들은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혹독한 해양 환경을
견뎌내는 동시에 차지하는 공간과 무게를 감소시키고
해상에서의 유지보수를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해양 어플리케이션용 고압 솔루션은
친환경적인 고효율 디젤 전기 추진 선박을 단순한 공간
절약형 설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솔루션은 모든 모터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향상된 선박 제어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선박 유형에 상관없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고압 솔루션을
사용하면 선박의 효율과 성능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선
• 채취선
• 예인선
• 바지선
• 쇄빙선
• 순시선
• 연구선

크루즈 및 페리
• 크루즈선
• 페리
• 요트

상선
• 화물선
• 컨테이너선
• LNG선
• 셔틀탱커
• 화학운반선

해양
• PSV(Platform Support Vessel)
• OSV(Offshore Supply Vessel)
• 시추선
• 앵커 핸들러
• 플랫폼
• 이동식 크레인선

최적의 기동을 위한 솔루션
주 추진기관(main propulsion)과 Thruster로부터
펌프와 보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압 기술을 적용해 선박 시스템의 설계와 설치를
간소화하고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해양 어플리케이션용 고압 솔루션은
혹독한 산업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검증된 기술에 기반을 둡니다.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솔루션을 통해 해양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성능과 보호 성능 그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다양한 용량 정격으로
제공되는 이 인버터는 무변압기 설계 방식에 따라
컴팩트하게 제작되었고 표준 유도식 또는 동기식 AC 모터의
속도, 토크, 방향, 기동 및 정지 기능을 제어합니다.
주 추진기관, 추력 시스템, 보조 시스템과 같은 해양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압 모터 컨트롤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모터 컨트롤러는 다양한 제어 형식을
제공하고 설치와 유지보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플러그앤플레이 기능과 실시간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솔루션인 IntelliCENTER®
기술을 이용합니다. 펌프 등 인버터 입출력 제어/절연 및
보조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해양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압 스위치보드:
고객의 해양 요구사항에 맞게 사용자 지정 설계 방식으로
제작되는 고압 스위치보드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해양 전력
관리 시스템의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SMC™ Flex 고압 소프트 스타터: 이 전자식 감압 컨트롤러는
모든 기동 및 정지 방식을 지원하고 모터 보호 기능, 통신
기능,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방 펌프, 카고 펌프,
Hydrolic Winch와 같은 해양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압 PowerFlex 7000 인버터,
SMC Flex 소프트 스타터, 전전압 컨트롤러

환경을 생각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그린 솔루션.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해양 어플리케이션용 고압 솔루션은 모터 제어와 전력 관리를 선박
전체로 확장해 선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소프트 스타팅부터
능동 역률 제어와 상태 감시에 이르기까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솔루션은 발전기 로딩과
디젤 엔진 작동을 최적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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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 4160 V: ⢿ᨂ ∶⠺ 12 + ⠢ᴮ㇚ ∶⠺ 12 =  ∶⠺ 24

6000 – 6600 V: ⢿ᨂ ∶⠺ 18 + ⠢ᴮ㇚ ∶⠺ 18 =  ∶⠺ 36

Active Front End (AFE) ⋊

᳆⢮ ⻋ ⢿ᨂ

᭒㇚ ⻋

PowerFlex 7000 AFE ⋊⟪ ⠯ᣏ ඊ⤚㎶ᨦ ∶⎆⿆ ⇊Ჿ ᳆⢮ ඟຳ᪇ඦ⠂ 㛢㜂⇛⟮ ⣆ඟ㘓፲ᎎ.
ച⠂ ⅖⠢㎶ ᭒☻⠂ ⹆ᣏ ⢮ᨂ/⢮◿ ㎶㚿⟦ᤆ ⅲ 㔆⦪ ᭒㇚ᅂ ⤞ 㔆⦪ ᭒㇚⛪ 㛢㜂ᓓ፲ᎎ
(⠢ᴮ㇚ ᕪ㎚ ᭒㇚ 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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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냉각 시스템, 게이트 연결부가 특허를 받은 하우징인
|PowerCage 안에 모두 패키지되어 있습니다.
• 간단한 툴을 사용한 손쉬운 유지보수 및 수리
• 공급수 연결부나 대형 전력 모듈 제거 불필요

안전한 항해 보장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협력하게 되면 전문 기술영업 직원,
엔지니어링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구성된 해양 전담팀의 지원을 받아 직면한 과제의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술적 요구사항
충족
• 온라인 및 전화 지원
• 교육 서비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고객 및 고객의 파트너(주 계약업체,
조선소 또는 해양 통합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또한
PartnerNetwork™ 프로그램의 해양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확대된
팀을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점, 시스템 통합업체,
장비 제조업체, 협력업체, 보완제품 공급업체 등 업계 최고의
기업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적인 측면 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전체 동작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시해
일상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동화 투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현장 지원
• 수리 서비스
자동화 투자 효과 극대화
• MRO 자산 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
• 안전 및 에너지 서비스
• 현장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컨셉으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팀은 해상이나 항구에서 고객의 해양
어플리케이션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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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7000 고압 해양 인버터
기술 사양
∑㥎#❃ၛ#
ᴥ#⯷

⹆ᣏ#㎶❶#ᴾ➮#
(⟊ᑮ#⢿)

⦦#ඟຳ#⢮◿
(50/60 Hz)
᭒㇚ ⢮◿
㜶⇊#⠯ᣏ#⚗ᨊ
⢿#Ḫ㘂♺⇆#㝒⟒
⠮㗦ᐂ⍎#⡏⼂
⠢ᴮ㇚#⹆ᣏ#⦦㎶⋂
⹆ᣏ#⚗ᨊ
ᶞ⤚#⣆♞#⢮◿
✢Ḫ#ᅳಫ⋂
(⅖❓⠺#ඟຳ)

ₖ≒⯷ᇵ Active Front End (AFE)
⼐Ṿᇵ

18 㯫⣲

ᝁ#
ⶣ#ⷼᜳ
⹜〪#
ⶣ#ⷼᜳ
4 〪#
ⶣ#ⷼᜳ

4160 V

6600 V

4160 V

6600 V

800 Kw – 3.6 MW

800 Kw – 6 MW

800 Kw – 3.25MW

800 Kw – 5.2 MW

1.6 MW – 7.2 MW

1.6 MW – 12 MW

1.6 MW – 6.5 MW

1.6 MW – 10 MW

3.2 MW – 14.4 MW

3.2 MW – 24 MW

3.2 MW – 13 MW

3.2 MW – 21 MW

4160 V

6600 V

4160 V

6600 V

4000 V
6600 V
4000 V
6300 V
0.95
1.0 (㧡㸊)
> 96%
> 97.5%
ᾄ㭅#⛑#≒⯷ᇵ#
ᱧ#ỞⰆ㥎
50/60 HZ 㓾 75 Hz ួ#ᒿ⸠#❃ၛ#ᇵ#〔㭣⡕ᛣ#ᵤ㡰#Ⳣ㧋ᾙ⹜❼Ⲃ#ₚ⸼㷸⥄⤲Ⳣ.
␈ᡐᇵ⤳#Ό㥎 (ⷼᠺ⤳): ↕⸜ᵤ > 0.84; ᡐᇵ⤳#Ό㥎 (AC ₖ⏈᳧⤲): 0.95
3 x 400 ~ 690 V AC – 50/60 Hz
1 x 120/230 V AC, ⴿ⌫ UPS
䁁ᇵ#⳦ᠺ: 㓾➸ 5 °C, 㓾 36 °C (㓾 42 °C 㴍ヹ#㷸)
⯷ᴥ#ྔ㷸: 7 ~ 43 kPa, Ⲫჸ㼙ᇵ#❃ၛⲂ#᧒ᱧ#Ắ
⚻#႑ᇇ#ᓞཿ⡕#ⷼᲽ: ᴥ#㚽∑㥎#㧋㱨ᵤヱⲂ#᧒ᱧ#⌯ᝓ#100 – 300Ở㥎
Ⲫჸ㼙ᇵཾ#㯳㶚#❠Ⲃ#㧡㸊

↕#❃ၛ#㬆ㄇ
ᶞ㛢#ᖛຳ (⼺Ữᎅ)
⢮❺#⾪⠞Ế#⠯ถ/⹆ถ
⣆♞#⾪⠞Ế#⠯ถ2⹆ถ
ᅳಫ⋂#ඟຳ
⢫❓#㔆⦪
⦦ᵪ#⠻ᒃ
⛒ᑮ
⼺Ữᎅ#ⅳⅫ
⦻ᡳ
⣆♞#⠢㇚㑂⠞⍎
◮ᅊᤆຢ#⠢㇚㑂⠞⍎
⎆ᩖ♦#㉟⎊#
⠢㇚㑂⠞⍎

IP21, IP42, IP44(❼), ྞ⣲㣄, 㢰#㥎ᵥ#⤲⣲㥻
⛑ᝁ#ᛣ#㷸ᝁ
⛑ᝁ#ᛣ#㷸ᝁ
⛑ᝁ, 㷸ᝁ#ᛣ#㗜᾽
IEC 61800-3, 61800-4, 61800-5-1, EMC Directive 89/336 /EEc, CE, UL 508C, UL347A, IEC 60068-2-6 (Fc)
㓾➸ +5 °C, 㓾 +45 °C
0 °C ⹜㷸#ᡐ.#ួ#ᒿ⸠#❃ၛ#⼐ြ⸠#ᵤ㡰#Ⳣ㧋ᾙ⹜❼Ⲃ#ₚ⸼㷸⥄⤲Ⳣ.
RAL 7035 Light Sandtex Gray, RAL 9004 Black: ⼗ⱥ#ᠺⱥ#↋#✿ᵤ#㚹∑
Ⱖ 1500 kg/m ᇽ⹜
I/O - ᦴヱ㥖#⼗ⱥ
4ྞ⸼#✿㣯⤳#↋#㼖⺐⤳#㏄ᔰ (0 – 10 V, 4 – 20 MA)
❼: Ethernet, Profibus, Modbus. Ả#⚿ⱷ#㳝〘#㧡⤶#㥎㰀⹜⣲Ⲃ#㷼#⼐⊎ᛣ#ᵤ㡰#Ⳣ㧋ᾙ⹜❼Ⲃ#
ₚ⸼㷸⥄⤲Ⳣ.

㘞☻#㔆⦪
㘞☻#⠢⩇

IEC 6000092m UEC 721-3-6m UEC 68-2-(1, 2, 6, 30, 52).
EU ヱ㘫Ⲃ#᧒Ả#CE Ỽ㡰
Lloyd’s, DNV, ABS, BV ↋#ⵟ㐺#⤲#ᇵ㣎#デ
ᵤ㛁#⼗ⱥ#㷸ᥴⱥ – Ⳣ㯣#ᴄ⹜㥎#㥎㰀⹜⣲, ⼐ヱ, ᇵᡐ, e-stop,#➹ᠺ#ヱᴺ,#ᡐ – ⡕ᡐ,
ᵤ㛁#–#ỞΌ㬅
ヵᡐ#❃ၛ: 0.7 G
(〔㭣⡕#∡: 13.2 – 100 Hz)
ᠺⱥ#㱠ヱ❸ᔨ
㸘ⰻ#ᠺⱥ#➼⺌⹜
ᒬⲦ#➹❑
၃ᵤ#↧ヱ#䁯㥎
ₖ㸀ᵤဟ#↱✿
㚽㱠ᾄ#㜶㭛
⼌ヱ#⊖
ᥴỰ Shields
ⶣ#∑⣲#↋#⼌ヱ#∑⣲ཾ#ᛣ#㛖⹜⏐#↱✿#ြ⤺
PMS ⼗ⱥ#㥎㰀⹜⣲#I/O
25ᠺ#ᇵⶇᇵ

㸘ⰻ#❃ၛ#㬆ㄇ

㔆⦪#⇎൮#㍣⩿

㘂ᖆ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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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해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고압 솔루션을 보완하기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선박에서 완전한 제어 및 정보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통합 아키텍처 시스템을 통해 단일한 확장 가능 인프라를 적용함으로써
선박 전체와 항구에서 효율성, 유연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공 기능:
프로그램 가능 컨트롤러
Allen-Bradley® 프로그램 가능 컨트롤러는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도록 제작되었고
고객별 사양에 맞는 다양한 컨트롤러 유형과 크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설정, 알람 및 감시 기능
• 300가지 이상의 핫스왑(hot swappable) 카드
• 표준 개방형 네트워크와 호환
• 기존 시스템의 1/3 크기
상태 감시
실시간 감시 기능을 통해 선박 자산의 상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진동, 마모, 오일, 전류, 열 감시
• 예측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유지보수 필요성 제거

비쥬얼라이제이션
비쥬얼라이제이션 제품을 통해 선박이나 항구의 중요
제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데크에서 주야간 사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 키패드 및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가변 속도 인버터
Allen-Bradley PowerFlex 인버터 제품군은 펌프, 팬 및
공기 처리 시스템, 양화기, 카고 펌프, 압축기 시스템의
공조 제어를 위한 다양한 제어 모드, 기능, 옵션, 패키징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해양시험기관이 인증한 제품 공급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수십 년 동안 해양 업계에 다음과 같은 유수의 인증 기관이 인증한 제품과 시스템을 공급해 왔습니다.
Det Norske Veritas, Korean, RINA, Bureau Veritas, Lloyds, American Bureau Shipping, Russian Maritimes
Registar of Shipping

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트위터에서 ROKAutomation을 팔로우하세요.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검색하세요.

Allen-Bradley, Direct-to-Drive, IntelliCENTER, PartnerNetwork, PowerCage, PowerFlex, Rockwell Software 및 SMC Flex는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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