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는 EtherNet/IP 통합 모션의 가치를 대규모 맞춤형 장비  
제조 업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합니다.

Logix 단일 제어 엔진 및 단일 설계 환경(Studio 5000®)로 장비 제조 업체의 확장,  
설계 및 제어 유연성을 개선하여 요구사항 충족을 지원합니다. 또한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는 시운전 시간을 단축하고 장비 성능을 향상합니다. 더 신속한 장비 시작과  
작동을 위해 간편성, 전력 및 공간 절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는 전력 요구량이 많은 다축 장비용으로 설계되었으며,  
통합 및 물리적 결선 방식 안전 토크 오프와 통합 고급 안전 기능이 있는 단일 및  
듀얼 축 서보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en-Bradley® Kinetix 5700 시스템

Allen-Bradley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

혁신적인 모션 제어 시스템 제공 지원

기능 및 이점

•  듀얼 축 모듈

• 200V 및 400V 등급 모터 지원

•  가상 토크 센서 기능이 이상 감지 및  
분석 제공

•  명령어 노치 필터로 부하 센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부하 진동 감소

• 1.6 ~ 112 kW의 넓은 용량 범위

•  서보 및 인덕션 모터 컨트롤

•  광범위한 피드백 유형 지원 

•  선형 및 DLR(Device Level Ring)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듀얼 이더넷 포트

•  단일 케이블 기술로 배선 감소 

•  대부분의 축에 대해 튜닝이 필요 없는 시운전

•  캐비닛 공간을 최대 67% 절감하는 업계 
최고의 출력 밀도

•  혁신적인 스냅핏 버스 시스템

•  공통 산업용 프로토콜 지원으로 에너지 
데이터 모니터링 

•  액세서리 모듈로 설치 유연성 제공

•  심층 방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물리적 위협과 전자적 위협을 해결하는  
CIP Security



통합 안전

EtherNet/IP 통합 안전을 지원하는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는 안전을 위한 별도의  
드라이브 배선 필요성을 완화합니다. 전체 시스템 배선을 줄이고, 설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잠재적인 고장 지점을 제거하여 가동 중단 시간 및 문제 해결 발생이 감소합니다. 
통합 안전이 물리적인 장치 재배선 없이도 안전 구역 및 환경 설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션 및 안전 기능을 위해 단일 네트워크 EtherNet/IP를 사용하여 복잡성 감소

• EtherNet/IP를 사용하여 풍부한 진단 데이터 제공

•  구역 설정 간편화 및 전환 시간 감소

•  통합 또는 물리적 결선 방식 안전 - 안전 토크 오프 – SIL3 PLe

• 5개의 안전 정지 기능과 3개의 안전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고급 안전

튜닝리스 작동 기능으로 시간 절감 및 장비 성능 강화

전통적으로 장비의 축을 튜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장비 시운전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비 변경으로 인한 유지보수 작업이든, 튜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Kinetix 5700 튜닝리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드 옵저버 각 축을 자동으로 튜닝하고, 알 수 없는 메커니즘을 보정하고, 작동 중 관성이 
변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조정하는 실시간 튜닝 기술

•  가상 토크 센서 이상 감지 및 분석 제공 기능

•  공진 완화를 위해 다중 트래킹 노치 필터를 사용하는 조정형 튜닝



정지 기능

안전 토크 오프 기능으로 회전(리니어 모터의 경우 모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원을 모터에서 제거합니다. 드라이브는  
토크(리니어 모터의 경우 물리력)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모터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안전 정지 1은 설정된 한계치 내에서 모터 감속을 시작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 기능은 모터 속도가 지정된 한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모터를 정지시키고 안전 토크 오프 기능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안전 브레이크 컨트롤은 안전 출력 신호를 제공해 
외부 브레이크를 제어합니다. 이 기능은 안전 토크 
오프 기능과 함께 조정됩니다.

안전 작동 정지 기능은 모터가 정지 위치에서 지정된 양 이상 벗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드라이브는 모터가 외부 물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정지 중에 모터의 
위치 또는 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안전 정지 2는 설정된 한계 내에서 모터 감속을 시작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 기능은 모터 속도가 지정된 한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모터를 정지시키고  
안전 작동 정지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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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기능

안전 제한 속도 기능은 모터가 지정된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전 방향 기능은 모터 샤프트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전한 제한 위치 기능은 모터 샤프트가 하나 이상의 
지정된 위치 제한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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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 대상 산업 및 애플리케이션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는 ControlLogix® 또는 CompactLogix™를 사용하는 대용량 고성능 
대형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비 제조 업체를 위한 솔루션으로 축 수가 많고 전력 요구량이 높은 장비 
제조 업체에게 이상적입니다. 통합 안전이 있는 Kinetix 5700은 안전를 위해 EtherNet/IP 솔루션이 
필요한 고객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Kinetix 5700은 고성능 서보와 벡터 모터 컨트롤을 
결합하여 장비 복잡도를 줄이고 통합에 필요한 시간과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Kinetix 5700은 다양한 산업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요구 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 산업

•  음료

•  소비재

•  식품

•  자동차 및 타이어

대상 세분화 –  
컨버팅 인쇄 및 웹 처리

•  기저귀 기계

•  골판지 기계

•  와이프 및 냅킨 기계

•  플렉소 폴더 글루어 및 다이커터

•  내로우 웹 프레스

•  티슈 컨버팅

•  와이어 압연 기계

•  봉투 제조기

•  슬리터 리와인더

•  코팅 및 라미네이팅 기계

대상 세분화 – 제조 및 어셈블리

•  타이어 제조 기계

•  프레스 피드

•  컨베이어

•  자재 취급

•  주조 주입 시스템

대상 세분화 – 포장

•  카터닝

•  파우칭

•  트레이 로더

•  케이스 포장

•  제품 분배 시스템

•  제빵 및 제과 라인 및 시스템



Allen-Bradley® Kinetix 5700 회생 버스 공급 장치

기능 및 이점

•  입력 AC 전압과 관계없이 공통 DC 버스 전압 제어 실행

•  잉여 에너지를 재생하여 AC 전원으로 보내거나 공장 전체에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  통합 LC 필터로 설치 비용 및 캐비닛 공간 절약

또한 Kinetix 5700 회생 버스 공급 장치는 
기능을 확장해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클러스터에서  
최대 70 m 떨어진 DC 버스를 DC 버스  
퓨징 없이 Kinetix 5700 인버터로 구성된 
확장 드라이브 클러스터로 확장합니다. 
버스 공유 그룹당 총 모터 케이블 길이를 
최대 1200 m까지 확장합니다.

Kinetix 5700 회생 버스 공급 장치는 EtherNet/IP를 이용해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잉여 에너지를 재생하여 AC 전원으로 보내거나 공장 전체에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합니다. 또한 통합 LC 필터를 제공해 설치 비용이 감소합니다. 더욱 작은  
전체 설치 면적으로 필요한 캐비닛 공간을 최대 70% 줄일 수 있습니다. CIP Security를 지원하여 
심층 방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물리적 위협과 전자적 위협을 해결합니다. 또한 입력 VAC 강하 
보상을 통한 안정된 DC 버스 전압이 피크 장비 생산 출력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장비 제조 업체들은 세계 어디서나 출력 사양을 충족하는 장비를 출하할 수 있습니다.

Allen-Bradley Kinetix 5700 회생 버스 공급 장치

전 세계 어디서나 일관된 장비 성능 제공



Bulletin 2198 엔코더 출력 모듈은 장치와 EtherNet/IP 통합 모션 시스템을 동기화합니다.  
모터와 드라이브 간 엔코더 분할 필요성 감소로 배선이 간편해져 신뢰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장비 설계 유연성을 개선합니다. Kinetix® 및 PowerFlex® 드라이브의 모든 모션 축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EtherNet/IP 통합 모션 또는 가상).

기능 및 이점

성능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타사 장치와 로크웰 오토메이션 통합 
모션 시스템의 동기화

• Studio 5000 Logix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환경 설정 및 
프로그램

•  캐비닛 내 설치로 장비에 엔코더 장착 
필요성 감소

•  배선 감소

유연성 향상

•  모든 모션 축과 동기화. 주변 축으로 
제한되지 않음.

•  출력 설정 가능: 구적 또는 펄스 
트레인

•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듀얼 이더넷 포트

•  루틴 및 애드온 명령어에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제공

Bulletin 2198 EtherNet/IP 엔코더 출력 모듈

미래지향적 시스템 및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지원



모델 입력 전압 출력 전류 피크 출력 전류 모듈 너비

2198-P031

195-528V AC

10 A 31 A 55 mm

2198-P070 25 A 70 A 55 mm

2198-P141 47 A 141 A 85 mm

2198-P208 69 A 207 A 85 mm

2198-RP088

324-506V AC

35 A 88 A 165 mm

2198-RP200 100 A 200 A 275 mm

2198-RP263 176 A 263 A 440 mm

2198-RP312 207 A 312 A 440 mm

모델 모듈 너비

2198-CAPMOD-2240 55 mm

2198-DCBUSCOND-RP312 55 mm

2198-CAPMOD-DCBUS-IO 55 mm

Kinetix 5700 전원 공급 장치 사양

Kinetix 5700 액세서리 모듈 사양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모델 피크 출력 전류
연속 출력 전원

모듈 너비
240V 입력 480V 입력

2198-D006-ERSx 2 x 8.8 A 2x 0.9 kW 2 x 1.7 kW 55 mm

2198-D012-ERSx 2 x 17.6 A 2x 1.7 kW 2 x 3.4 kW 55 mm

2198-D020-ERSx 2 x 28.2 A 2x 2.8 kW 2 x 5.5 kW 55 mm

2198-D032-ERSx 2 x 45.9 A 2x 4.5 kW 2 x 8.9 kW 55 mm

2198-D057-ERSx 2 x 81.3 A 2x 8.0 kW 2 x 15.9 kW 85 mm

2198-S086-ERSx 121.6 A 14.9 kW 29.7 kW 85 mm

2198-S130-ERSx 183.8 A 22.5 kW 44.9 kW 85 mm

2198-S160-ERSx 226.2 A 30.1 kW 60.1 kW 100 mm

Kinetix 5700 서보 드라이브 사양

옵션에는 물리적 결선 방식 및 통합 STO 모드를 제공하는 2198-xxxx-ERS3 드라이브가 포함됩니다. 
 또한 정지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2198-xxxx-ERS4 드라이브도 포함됩니다(3 및 4 페이지).

혁신적인 스냅 핏 버스 시스템은 툴이 필요하지 
않고 더 손쉬운 어셈블리와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Kinetix 5700은 로드 옵저버 실시간 튜닝 
기술을 지원하여 대부분 축의 튜닝 필요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성능 제어를 제공하여  
시운전 시간을 단축합니다. DSL 피드백 포트는 
단일 케이블 기술을 지원하여 Allen-Bradley® 
Kinetix VP 모터의 배선을 간편화합니다.

Connect with us.

 
Allen-Bradley, CompactLogix, ControlLogix, expanding human possibility, Kinetix, PowerFlex, Rockwell Software, Studio 5000 및 Studio 5000 Logix Design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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