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크웰 오토메이션  
헤비 리프팅 솔루션
크레인 및 호이스트 애플리케이션용 
PowerFlex 인버터



혁신적인 리프팅  
솔루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등을 사용한 리프팅 작업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생산성은 항상 

고려해야합니다. 다행히 Allen-Bradley® 인버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C, DC, 저압, 고압 등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의 인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인버터의 기능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시켜 보십시오.

• TorqProve™ 제어 기능은 리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안정적인 부하 제어를 보장합니다.

•  흔들림 방지기능은 움직이는 하중의 흔들림을 줄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  회생 기능을 통해 인버터가 인입선에 전력을 다시  

공급할 수 있어 저항 제동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  

제동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프리미어 통합 기능은 Allen-Bradley 스마트 장비를 
Logix 제어 환경으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구성 시간을 

절약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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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대한 
투자
리프팅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기술로 전환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owerFlex 인버터는 리프팅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버터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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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TorqProve™

기술

흔들림 방지
(Anti-Sway)

기능
회생 기능 프리미어 

통합

PowerFlex 755TR  
저압 인버터 a a a a

PowerFlex 755TM  
저압 인버터 시스템 a a a a

PowerFlex 755TL 
저압 인버터 a a a

PowerFlex 755 
저압 인버터 a a

PowerFlex DC 
저압 DC 드라이브 a a a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a a a



TorqProve는 부하와 브레이크의 통합되고 지속적인 

제어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능입니다. 
TorqProve는 모든 종류의 리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안정적인 부하 제어를 보장합니다. 인버터를 멈추면 

기계식 브레이크가 부하를 제어하고, 동작 명령 중에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인버터가 부하를 제어하도록 

제어 기능이 작동합니다.

뛰어난 저속 및 영속도 성능을 정확한 토크 및  

속도 조절과 결합하는 TorqProve는 브레이크 

타이밍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해 줍니다.

또한 부드러운 작동과 기계 스트레스의 감소를 통해 

기계식 브레이크의 마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TorqProve 기능은 인버터와 기계식 브레이크 간의  

연동이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레인

•  호이스트

•  드래그라인

•  자재 반송 리프트(수직 컨베이어)

• ASRS 
(Automatic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  팔레타이저 리프트

안정적인 부하 제어를 
보장하는 특허받은 
TorqProve 기술 
PowerFlex 인버터는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과 편리성을 위해 설계된 검증된 제품입니다. 설정 시간 감소 

•  인버터와 제어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으로  

설정 시간이 감소합니다.

•  몇 개의 파라미터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설정이 

간편합니다.

•  인버터가 브레이크 제어를 수행합니다.

특수 인버터나 소프트웨어 불필요 

• TorqProve 기술이 인버터의 표준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  동일한 장비나 설비에서 독립된 기능들에 동일한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어 재고 관리 비용이 

감소합니다.

• PowerFlex 인버터는 작은 설치 면적에서 높은 

전력을 제공합니다.

•  인버터가 제동을 제어해 기계식 브레이크  

수명이 늘어납니다.

시스템 성능

•  현재 사용 중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인버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PowerFlex 인버터와 Logix PAC 
(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의  

완벽한 통합으로 시스템 및 장비 수준  

데이터와 진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PowerFlex 인버터의 
TorqProve 기술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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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방지 기능
많은 리프팅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부하의 흔들림입니다. 크레인이 부하를 이동하는 시간이 

빨라지거나 멈추면 부하가 앞뒤로 흔들립니다. 부하가 무거울수록 흔들림의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부하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생산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PowerFlex 755T 인버터에는 흔들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PowerFlex 755T 인버터의 흔들림 방지 기능:

•  부하의 예측 불가능한 진자 운동을 줄여 인력과 자산을 보호합니다.

•  흔들리는 부하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  추가 센서, 외부 컨트롤러 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부하의 흔들림을 제어합니다.

•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몇 가지 인버터 파라미터만 구성하면 됩니다.

•  기계적 구성요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동 또는 자동 운전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방지 기능을 사용해 감속을 관리하면 목표에 도달했을 때 

호이스트를 내릴 수 있어 사이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Charles MONGEAU, ing., P. Eng. REEL COH Inc. Québec, Canada

 
흔들림 방지 기능은 
유체의 이동을 
수반하는  
작업에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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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기능이 내장된  
인버터를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

회생 기능이 내장된 일부 PowerFlex 인버터는  

인입 전원 공급 장치로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저항식 또는 기계식 

제동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인버터는 제동 저항기와 냉각 

장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배선, 공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owerFlex 755TR 인버터, PowerFlex 755TM 버스 

공급 장치, PowerFlex DC 드라이브 및 PowerFlex 7000 
인버터는 회생 기능이 내장되어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한 에너지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 기능의  
작동 원리 

부하가 올라갈 때 에너지는 인버터에서 모터로  

이동한 다음, 모터에서 장비로 이동합니다.  
이때 모터와 회전은 동일한 방향이고, 이는 시스템이 
“모터 구동” 또는 “소비” 모드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하가 내려갈 때 모터와 인버터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부하를 억제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장비에서 모터로 이동한 다음, 모터에서 

인버터로 이동합니다. 이때 모터 토크와 회전은  

동일한 방향이 아니고 시스템은 “회생”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모터는 발전기처럼 동작합니다.

인버터가 회생 모드이면 에너지는 본선으로  

다시 이동하고 에너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에너지가 본선으로 

다시 이동하고 

에너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 구동 
모드

회생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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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

통합 
아키텍처 시스템

안전

설계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코드 매니저
(Application code manager)

자동화 디바이스 환경 설정
(Automatic device configuration)

이동성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분석

프리미어 통합
프리미어 통합 기능은 Allen-Bradley 스마트 장비를  

Logix 제어 환경으로 통합합니다.
Studio 5000® 환경은 애플리케이션의 설계와 구성을 위한 단일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이산, 프로세스, 배치, 안전 및 인버터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하나의 단일 소프트웨어 패키지만 있으면 됩니다. 

•  인버터 구성은 Studio 5000 Logix Designer® 프로젝트 파일의 일부로 
저장되며 Logix 컨트롤러에 저장됩니다. 컨트롤러 및 모든 인버터 구성에 
하나의 파일만 필요합니다.

•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및 장비 시스템 구성을 통합하면 복잡성을 줄이고 
불일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버터 프로파일이 자동 태그 생성을 위한 시각적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와 인버터의 즉각적인 페어링 그리고 인버터 구성 툴을 
제공합니다.

•  진단, 폴트, 알람 및 이벤트 정보가 모두 Studio 5000 환경에  
통합됩니다.

Studio 5000 환경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사전 구성된 코드를 모든 Allen-Bradley 자동화 
장비에 적용하여 장비를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코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 Application Code Manager를 사용하면 자동화 장비 플랫폼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재사용해 시운전 중에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석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분석 및 비쥬얼라이제이션 기능을 통해 PowerFlex 인버터 

같은 자가 인식 및 시스템 인식 스마트 장비에서 수집한  

생산 및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  기계적 문제를 예측하고 실시간 진단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설정이나 인프라 변경 없이 공장에서 조사, 협업 및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 작업자 및 유지보수 인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구성된 페이스플레이트를 통해 모든 로크웰 오토메이션 장비에서 
공통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안전 솔루션

통합 기능 안전을 통해 장비 작동과 유지보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 SIL3, PLe 및 CAT 4의 안전 등급을 

지원합니다.
•  네트워크 방식 솔루션은 물리적 결선 방식 안전에 비해 설정 시간이 

감소합니다.

•  진단이 전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더욱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명령어와 기능이 컨트롤러에 통합되어 모듈성과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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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755T 인버터만의 장점

PowerFlex 755T 인버터는 TorqProve 기술, 흔들림 방지 기능, 회생 및 프리미어 통합을 모두 
제공하는 유일한 VFD입니다.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 리프팅 애플리케이션의 안전성, 신뢰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55T 인버터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유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고조파 완화, 회생 및 커먼 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TotalFORCE® 기술을 제공하는 최초의 인버터로 전기 모터의 속도, 토크 및 위치의 

정밀하고 유연한 제어를 통해 탁월한 모터 제어 성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55T 인버터 구성:

• PowerFlex 755TL 인버터 – AFE(Active Front End) 기술을 통해 고조파 완화 및 역률 보상을 제공합니다. 
고조파 왜곡의 악영향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생산 현장의 전력 분배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 PowerFlex 755TR 인버터 – 내장 회생 기능으로 모터에서 전원 공급 장치로 회생 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라인 회생으로 제동 저항기와 관련 냉각 장비의 필요가 감소하고 에너지 낭비가 최소화됩니다.  
또한 고조파 완화 기능도 제공합니다.

• PowerFlex 755TM 인버터 시스템 – 회생형 커먼 버스 공급 장치 및 커먼 버스 인버터용으로 사전 설계된 일련의 

구성 중에서 선택하여 시스템 설계와 전력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커먼 버스 인버터 시스템은 설계 유연성, 
에너지 최적화 및 설치 비용 감소 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55TM 시스템은 고조파 완화 및  

내장 회생 기능을 제공합니다.

10…6000 Hp / 7.5…4550 kW의  
넓은 용량 범위에서 고조파 완화,  
회생 및 커먼 버스 솔루션 제공

PowerFlex 755T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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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755T 인버터의 주요 이점

넓은 용량 범위 10…6000 Hp / 7 .5…4550 kW를 지원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용량 정격은 컴팩트한 판넬 마운트 인버터로 제공됩니다.

인버터 작동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인버터 구성요소의 남은 수명을 계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장비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상합니다.

예측 진단 및 유지보수 

적응형 제어기능 

고조파 완화 IEEE 519 표준을 준수합니다(5% 이하의 총 고조파 왜곡).

핵심 구성요소가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정비 간소화

롤인/롤아웃 설계 
플로어 마운트 인버터의 경우 전원 및 필터 모듈의 설치와 정비가 간편합니다. 
장비를 롤아웃하는 동안 전원 배선을 연결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슬롯 기반  

하드웨어 구조 

DeviceLogix™ 제어 

영구 자석 모터 제어 

안전, 피드백, 통신 옵션 모듈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I/O 옵션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내장 인버터 기능을 통해 로컬에서 로직을 처리하고 컨트롤러 및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를 줄입니다. 인버터를 독립적으로 또는 관리 제어에 대한 보조로 작동하는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처리량에 대한 종속성을 줄임으로써 반응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지원되는 다양한 모터에 에너지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www.ab.com/Drives

PowerFlex 755T 브로슈어 
(Publication 755T-B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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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극대화
PowerFlex 인버터의 활용

PowerFlex 인버터 및 DC 드라이브 제품군은 리프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뛰어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탁월한 편리성, 유연성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755 인버터

1 ~ 2000 Hp (0.75 ~ 1500 kW)의 용량 범위를 지원하는 PowerFlex 755 인버터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해 아키텍처로의 통합이 간소화되고 EtherNet/IP 네트워크를 

통해 인버터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EtherNet/IP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PLe/SIL3, Cat 3 및 Cat 4를 포함하는 안전 솔루션을 제공해 인력과 장비를 보호하고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ADC(Automatic Device Configuration) 기능은 프리미어 

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인버터를 EtherNet/IP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C 기능을 통해 Logix 컨트롤러가 교체된 PowerFlex 755 인버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든 구성 파라미터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수동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owerFlex 7000 인버터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제품군은 2.4 kV - 6.6 kV의 정격으로 200 ~ 34,000 Hp  
(150 kW ~ 25,400 kW) 범위의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PLe/SIL3 및 Cat 3을 포함하는 안전 솔루션을 제공해 인력과 

장비를 보호하고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Direct-to-Drive™ 기술을 사용한 구성을 

선택하고 절연 변압기 없이 인버터를 라인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Direct-to-Drive 기술은 

라인 측 고조파를 줄이는 AFE(Active Front End) 정류기와 특허받은 DC 링크 인덕터를 

결합하여 전원에서 커먼 모드 전압을 해결합니다. 그 결과 표준 모터를 사용할 수 있어  

새 프로젝트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 모두에 이상적입니다. 
 

PowerFlex DC 드라이브 

PowerFlex DC 드라이브는 1.5 ~ 1400 Hp (1.2 ~ 1044 kW)의 강력한 성능과 유연한  

제어 기능을 결합해 비용 효율적인 고기능 드라이브 및 제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owerFlex DC 드라이브 모듈은 회생 및 비회생 구성과 표준 IP20 개방형 외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werFlex DC 드라이브에는 전기자 컨버터, 약화 계자 또는 약여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레귤레이티드 필드 컨버터, DPI 기능이 통합된 고급 레귤레이터, 
DC 타코미터 및 엔코더 기능이 포함됩니다. 많은 다른 DC 드라이브와 달리 PowerFlex DC 
드라이브는 전체 제조 시스템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엔드 유저는 프리미어 통합을 

위한 드라이브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단일 소프트웨어 접근법을 통해 컨트롤러, 드라이브 

시스템, 작동 및 유지보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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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Flex 755 인버터  PowerFlex 755TL 인버터  PowerFlex 755TR 인버터  PowerFlex 755TM 인버터 시스템

정격 200V 0.37…132 kW N/A N/A N/A

정격 240V 0.5…200 Hp N/A N/A N/A

정격 400V 0.75…1400 kW 7.5…1250 kW 7.5…3640 kW 커먼 버스 인버터: 160…3640 kW
회생 버스 공급: 87. . .4358 kW

정격 480V 1…2000 Hp 10…1800 Hp 10…6000 Hp 커먼 버스 인버터: 250. . .6000 Hp
회생 버스 공급: 90…4818kW

정격 600V 0.5…1500 Hp 10…1500 Hp 10…5100 Hp 커먼 버스 인버터: 250. . . 5100 Hp
회생 버스 공급: 69…4432 kW

정격 690V 5.5…1500 kW 11…1400 kw 11…4596 kw 커먼 버스 인버터: 200. . .4550 kW
회생 버스 공급: 84. . .4714 kW

서비스  
등급

• CMAA Class A – F Service
• AISE TR6 Class 1 – 4 
• AsME HST – 4M  H1 – H5

• CMAA Class A – F Service
• AISE TR6 Class 1 – 4
• AsME HST – 4M H1 – H5

• CMAA Class A – F Service
• AISE TR6 Class 1 – 4
• AsME HST – 4M H1 – H5

• CMAA Class A – F Service
• AISE TR6 Class 1 – 4
• AsME HST – 4M H1 – H5

속도 제어  
소스

•  최대 7단계의 속도 
• 2단계 무한 변속 
• 3단계 무한 변속 
•  아날로그(0 – 10V DC, 4 – 20 mA, +/- 10V DC) 
•  디지털 펄스 트레인 입력/출력 

•  최대 7단계의 속도 
• 2단계 무한 변속 
• 3단계 무한 변속 
•  아날로그(0 – 10V DC, 4 – 20 mA, +/- 10V DC) 
•  디지털 펄스 트레인 입력/출력

•  최대 7단계의 속도 
• 2단계 무한 변속 
• 3단계 무한 변속 
•  아날로그(0 – 10V DC, 4 – 20 mA, +/- 10V DC) 
•  디지털 펄스 트레인 입력/출력

•  최대 7단계의 속도 
• 2단계 무한 변속 
• 3단계 무한 변속 
•  아날로그(0 – 10V DC, 4 – 20 mA, +/- 10V DC) 
•  디지털 펄스 트레인 입력/출력

통신  
인터페이스

•  내장 EtherNet/IP 포트 또는 듀얼 포트 
EtherNet/IP 옵션 모듈 

• ControlNet
• DeviceNet
• RS485 DFI
• PROFIBUS DP
• Modbus/TCP
• Profinet IO
• CANopen

•  내장 듀얼 EtherNet/IP 포트
• ControlNet
• DeviceNet
• PROFIBUS DP
• PROFINET

•  내장 듀얼 EtherNet/IP 포트
• ControlNet
• DeviceNet
• PROFIBUS DP
• PROFINET

•  내장 듀얼 EtherNet/IP 포트
• ControlNet
• DeviceNet
• PROFIBUS DP
• PROFINET

안전
옵션

• Safe Torque Off
• Safe Speed Monitoring
•  네트워크 방식 Safe Torque Off
•  네트워크 방식 통합 안전 기능

• Safe Torque Off
• Safe Speed Monitoring
•  네트워크 방식 Safe Torque Off
•  네트워크 방식 통합 안전 기능

• Safe Torque Off
• Safe Speed Monitoring
•  네트워크 방식 Safe Torque Off
•  네트워크 방식 통합 안전 기능

• Safe Torque Off
• Safe Speed Monitoring
•  네트워크 방식 Safe Torque Off
•  네트워크 방식 통합 안전 기능

외함  
유형

• IP20/Type 1
•  플랜지 마운트
• IP54/Type 12

• IP21/Type 1
• IP54/Type 12

• IP21/Type 1
• IP54/Type 12

• IP21/Type 1
• IP54/Type 12

주변 온도  
정격

•  IP00/IP20, NEMA/UL  
Open Type = 0…50 ˚C (32…122 ˚F)*

•  NEMA/UL Type 1 Kit =  
0…40 ˚C (32…104 ˚F)

•  플랜지 마운트 전면: IP00/IP20, NEMA/UL 
Open Type = 0…50 ˚C (32…122 ˚F)*

•  플랜지 마운트 후면: IP66, NEMA/UL  
Type 4X = 0…40 ˚C (32…104 ˚F)

•  IP54, NEMA/UL Type 12 = 0…40 ˚C (32…104 ˚F)

-20…40 °C 
-20…55 °C(Derate 시)

-20…40 °C 
-20…55 °C(Derate 시)

-20…40 °C 
-20…55 °C(Derat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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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lex 고압 인버터 및 DC 드라이브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버터 및 드라이브

(1) 인버터 용량 정격은 단일 모듈 유닛 기준입니다.  
PowerFlex 7000 확장 전원 구성은 제조사로 문의하십시오.

*  PowerFlex 7000을 TorqProve 제어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엔코더  

카드가 필요합니다.

정격(1) Heavy Duty 
150% OL

• 2400V: 200…2000 Hp
• 3300V: 187…1865 kW
• 4160V: 350…3000 Hp
• 6600V: 400…3000 kW

모터 제어

•  피드백 장비를 사용한 Flux 벡터
•  인덕션 모터 제어
•  싱글 인버터 멀티 모터 동기화 전송 기능
•  멀티 인버터 부하 공유 작동

속도 제어  
소스

•  아날로그(0 – 10V DC, 4 – 20 mA, +/- 10V DC)
•  디지털 펄스 트레인 입력/출력
•  인버터 생성 세그먼트 램프 또는 S 곡선
•  시리얼 통신 디지털 레퍼런스

통신  
인터페이스

• EtherNet/IP  
• DeviceNet 
• Modbus   
• ControlNet

• Profibus RS485 DF1
• Lon Works
• Can Open
• USB

안전 • Safe Torque Off

외함 유형 • IP21   • IP42

애플리케이션 호이스트, 드래그라인, 컨베이어, 윈치, 그라인딩 밀

정격

• 200…240V: 1.2…224 kW / 1.5…300 Hp / 7…1050 A
• 380…480V: 1.5…671 kW / 2…900 Hp / 4.1…1494 A
• 500…600V: 37…932 kW / 50…1250 Hp / 67.5…1688 A
• 690V: 298…1044 kW / 400…1400 Hp / 452…1582 A

모터 제어

•  전파형(Full Wave) 회생
• 6 펄스
•  레귤레이티드 필드 공급
•  약화 계자 및 약여자

추가 기능

•  과부하 방지
• PID 제어(속도 또는 토크)
•  적응 게인, 드룹, 피드백 손실 절체
• TorqProve 제어

인증

• cULus 
• CE 
• China RoHS 
• KCC 
• RCM 
• RoHS 
전체 목록은 아래 웹 사이트에서 PowerFlex Certifications을 
검색하십시오: 
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

통신  
인터페이스

• EtherNet/IP 
• BACnet 
• ControlNet
• DeviceNet 

• HVAC 
• Modbus/TCP 
• PROFIBUS DP 
•  듀얼 포트 EtherNet/IP

외함 유형 • IP20, NEMA/UL Type Open

애플리케이션 크레인, 호이스트, 컨베이어, 엘리베이터, 팔레타이저, ASRS 

PowerFlex 7000 고압 인버터  PowerFlex DC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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