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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전기 기계식에서 솔리드 스테이트까지 광범위한 기동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전압 스타터,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SMC™),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등의 제품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SMC 컨트롤러

Allen-Bradley SMC 컨트롤러는 모터의 기동 및 정지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기반한 소프트스타터입니다.  . 
SMC 컨트롤러는 3상 모터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부하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실리콘 제어 정류기(SCR)(각 상당 2개)를 
사용해 전도 기간을 변경하고 기동, 가동 및 정지 중 모터의 전압(토크)을 제어합니다. 

모터가 기동되어 정속도에 도달하면,전전압이 모터에인가 됩니다. 이 때,바이패스 접점을 내장한 모델의 경우 SCR로 공급되던 
전원을AC1정격의 내부 바이패스 접점으로 절체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기동 완료후 내부 바이패스 접점으로 절체하여 전류를 
공급하게되면열 방출을 극소화하고 공간이 제한된 애플리케이션에 소형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접점을 내장하지않는 모델의 
경우, 전원은 항상 SCR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충격 유형 부하 등)과 보다 과격한 듀티 사이클에서 내구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Allen-Bradley SMC 컨트롤러는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SMC 컨트롤러 제품군은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SMC-3

컴팩트한 설계 - 진정한 3상 제어, 향상된 인텔리전스 및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트립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전자식 과부하계전기와 모터 
및 시스템 진단 기능을 통해서 다운타임을 감소하고 중요한 자산을 보호해줍니다.

• 작은 설치 면적

• 간편하고 확실한 설정 방식

• 바이패스 접점 내장

• 5가지 기동/정지 모드

SMC Flex

모듈식 설계 - 까다로운 생산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급 인텔리전스, 성능 및 진단, 통신 유연성, 착탈식 제어 모듈, 전원 모듈 및 팬 
어셈블리를 제공합니다.

• 설치 및 유지관리를 간소화해주는 모듈식 설계

• 내장된 LCD & 키패드 및컴퓨터(PC)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설정

• 바이패스 접점 내장

• 9가지 기동/정지 모드 및 3가지 감속 모드

• 완벽한 계량 및 진단

SMC-50

유연성을 위한 설계 - 고급 모니터링 및 보호, 탁월한 통신 기능 및 에너지 절전 모드가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고 다운타임은 감소해줍니다.

•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일반 및 헤비 듀티 정격

 ―확장 가능한 I/O 및 센서 연결 기능

 ―네트워크 통합 기능

• LCD/키패드 또는 컴퓨터(PC)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설정

• 바이패스 접점 내장형 또는 솔리드 스테이트형  제공

• 외부 바이패스(옵션)
• 17가지 기동/정지 모드 및 3가지 감속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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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개요

Allen-Bradley SMC 컨트롤러는 표준 3상 유도 모터 제어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어 모드를 제공합니다. 각 제품 유형별로 제공되는 
제어 모드는 해당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제어 모드 설명 다이어그램 포함 제품

Soft Start
사용자가 조정한 초기 토크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기동 시간까지 출력 전압을 전환합니다.

전류 제한

시간(초)

램프 시간

기동 가동

%
 전

압

초기 
토크

초기 
토크

100%

%
 전

압

100%

킥스타트 
시간

시간(초)
 

기동 가동

킥스타트 
레벨

소프트
스탑

소프트 스탑

무동력 정지

%
 전

부
하

50%

600%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100%

시간(초)

가동

모
터

 속
도

펌프 기동
램프 시간

펌프 정지
정지 시간

%
 속

도

램프 시간

100%

정지 시간(초)

기동 가동 정지

정지 시간

선형 가속 선형 감속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가동 소프트

스탑

램프 시간

토크 램프
최대 모터 토크

%
 정

격
 모

터
 토

크 100%

기동 
토크

%
 전

압

시간(초)

전류 제한 1

전류 제한 2

100%

초기 
토크 2

초기 
토크 1

램프 시간 2

램프 시간 1

기동 1 가동 1
기동 2 가동 2

전류 제한

SMC-3
SMC Flex 
SMC-50

Kickstart
기동 시 부족할 수도 있는 토크의 보충을 위해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전압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전류 제한

시간(초)

램프 시간

기동 가동

%
 전

압

초기 
토크

초기 
토크

100%

%
 전

압

100%

킥스타트 
시간

시간(초)
 

기동 가동

킥스타트 
레벨

소프트
스탑

소프트 스탑

무동력 정지

%
 전

부
하

50%

600%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100%

시간(초)

가동

모
터

 속
도

펌프 기동
램프 시간

펌프 정지
정지 시간

%
 속

도

램프 시간

100%

정지 시간(초)

기동 가동 정지

정지 시간

선형 가속 선형 감속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가동 소프트

스탑

램프 시간

토크 램프
최대 모터 토크

%
 정

격
 모

터
 토

크 100%

기동 
토크

%
 전

압

시간(초)

전류 제한 1

전류 제한 2

100%

초기 
토크 2

초기 
토크 1

램프 시간 2

램프 시간 1

기동 1 가동 1
기동 2 가동 2

전류 제한

SMC-3
SMC Flex 
SMC-50

Current Limit
모터 기동시 설정된 전류 수준를 유지하여 사용자가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류 제한

시간(초)

램프 시간

기동 가동

%
 전

압

초기 
토크

초기 
토크

100%

%
 전

압

100%

킥스타트 
시간

시간(초)
 

기동 가동

킥스타트 
레벨

소프트
스탑

소프트 스탑

무동력 정지

%
 전

부
하

50%

600%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100%

시간(초)

가동

모
터

 속
도

펌프 기동
램프 시간

펌프 정지
정지 시간

%
 속

도

램프 시간

100%

정지 시간(초)

기동 가동 정지

정지 시간

선형 가속 선형 감속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가동 소프트

스탑

램프 시간

토크 램프
최대 모터 토크

%
 정

격
 모

터
 토

크 100%

기동 
토크

%
 전

압

시간(초)

전류 제한 1

전류 제한 2

100%

초기 
토크 2

초기 
토크 1

램프 시간 2

램프 시간 1

기동 1 가동 1
기동 2 가동 2

전류 제한

SMC-3
SMC Flex 
SMC-50

Pump Control
펌프의 기동 및 정지 중에 유체 서지를 감소하는데 
사용됩니다.

전류 제한

시간(초)

램프 시간

기동 가동

%
 전

압

초기 
토크

초기 
토크

100%

%
 전

압

100%

킥스타트 
시간

시간(초)
 

기동 가동

킥스타트 
레벨

소프트
스탑

소프트 스탑

무동력 정지

%
 전

부
하

50%

600%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100%

시간(초)

가동

모
터

 속
도

펌프 기동
램프 시간

펌프 정지
정지 시간

%
 속

도

램프 시간

100%

정지 시간(초)

기동 가동 정지

정지 시간

선형 가속 선형 감속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가동 소프트

스탑

램프 시간

토크 램프
최대 모터 토크

%
 정

격
 모

터
 토

크 100%

기동 
토크

%
 전

압

시간(초)

전류 제한 1

전류 제한 2

100%

초기 
토크 2

초기 
토크 1

램프 시간 2

램프 시간 1

기동 1 가동 1
기동 2 가동 2

전류 제한

SMC Flex 
SMC-50

Sensorless Linear 
Speed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기동 및/또는 정지 중 모터의 가속과 감속이 일정한 
속도로 유지됩니다. 기계 컴포넌트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전류 제한

시간(초)

램프 시간

기동 가동

%
 전

압

초기 
토크

초기 
토크

100%

%
 전

압

100%

킥스타트 
시간

시간(초)
 

기동 가동

킥스타트 
레벨

소프트
스탑

소프트 스탑

무동력 정지

%
 전

부
하

50%

600%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100%

시간(초)

가동

모
터

 속
도

펌프 기동
램프 시간

펌프 정지
정지 시간

%
 속

도

램프 시간

100%

정지 시간(초)

기동 가동 정지

정지 시간

선형 가속 선형 감속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가동 소프트

스탑

램프 시간

토크 램프
최대 모터 토크

%
 정

격
 모

터
 토

크 100%

기동 
토크

%
 전

압

시간(초)

전류 제한 1

전류 제한 2

100%

초기 
토크 2

초기 
토크 1

램프 시간 2

램프 시간 1

기동 1 가동 1
기동 2 가동 2

전류 제한

SMC-50

Torque Control
지정된 기동 시간 동안 사용자가 설정한 초기 
토크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최대 토크까지 토크를 
전환합니다.

전류 제한

시간(초)

램프 시간

기동 가동

%
 전

압

초기 
토크

초기 
토크

100%

%
 전

압

100%

킥스타트 
시간

시간(초)
 

기동 가동

킥스타트 
레벨

소프트
스탑

소프트 스탑

무동력 정지

%
 전

부
하

50%

600%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100%

시간(초)

가동

모
터

 속
도

펌프 기동
램프 시간

펌프 정지
정지 시간

%
 속

도

램프 시간

100%

정지 시간(초)

기동 가동 정지

정지 시간

선형 가속 선형 감속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가동 소프트

스탑

램프 시간

토크 램프
최대 모터 토크

%
 정

격
 모

터
 토

크 100%

기동 
토크

%
 전

압

시간(초)

전류 제한 1

전류 제한 2

100%

초기 
토크 2

초기 
토크 1

램프 시간 2

램프 시간 1

기동 1 가동 1
기동 2 가동 2

전류 제한

SMC Flex 
SMC-50

Dual Ramp Start
램프 시간과 초기 토크 레벨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기동 프로필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류 제한

시간(초)

램프 시간

기동 가동

%
 전

압

초기 
토크

초기 
토크

100%

%
 전

압

100%

킥스타트 
시간

시간(초)
 

기동 가동

킥스타트 
레벨

소프트
스탑

소프트 스탑

무동력 정지

%
 전

부
하

50%

600%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100%

시간(초)

가동

모
터

 속
도

펌프 기동
램프 시간

펌프 정지
정지 시간

%
 속

도

램프 시간

100%

정지 시간(초)

기동 가동 정지

정지 시간

선형 가속 선형 감속

전류 제한

시간(초)
기동 가동 소프트

스탑

램프 시간

토크 램프
최대 모터 토크

%
 정

격
 모

터
 토

크 100%

기동 
토크

%
 전

압

시간(초)

전류 제한 1

전류 제한 2

100%

초기 
토크 2

초기 
토크 1

램프 시간 2

램프 시간 1

기동 1 가동 1
기동 2 가동 2

전류 제한

SMC Flex SM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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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설명 다이어그램 포함 제품

Full Voltage Start
전전압 기동에서 SMC는 솔리드 스테이트 
접촉기처럼 동작합니다.

시간(초)

%
 전

압

100%

모
터

 속
도

100%

시간(초)

기동 기동

전진

후진

%
 전

압

100%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정지 시간

가동

무동력 정지

%
 전

압
100%

정지 시간

가동 Soft Stop

Soft Stop

모
터

 속
도

제동 영점 
속도 차단

100%

기동 제동  

스마트 모터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시간

모
터

 속
도

100%

감속
속도

가동

가동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기동

모
터

 속
도

100%

제동

무동력 정지

감속

감속
제동

감속
속도

가동 제동  기동

SMC Flex 
SMC-50

Preset Slow Speed

위치설정, 정렬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감속 작동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전진 
또는 후진 이동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동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초)

%
 전

압

100%

모
터

 속
도

100%

시간(초)

기동 기동

전진

후진

%
 전

압

100%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정지 시간

가동

무동력 정지

%
 전

압
100%

정지 시간

가동 Soft Stop

Soft Stop

모
터

 속
도

제동 영점 
속도 차단

100%

기동 제동  

스마트 모터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시간

모
터

 속
도

100%

감속
속도

가동

가동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기동

모
터

 속
도

100%

제동

무동력 정지

감속

감속
제동

감속
속도

가동 제동  기동

SMC Flex 
SMC-50

Coast 전압이 제거되고 모터가 무동력 정지를 합니다.

시간(초)

%
 전

압

100%

모
터

 속
도

100%

시간(초)

기동 기동

전진

후진

%
 전

압

100%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정지 시간

가동

무동력 정지

%
 전

압
100%

정지 시간

가동 Soft Stop

Soft Stop

모
터

 속
도

제동 영점 
속도 차단

100%

기동 제동  

스마트 모터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시간

모
터

 속
도

100%

감속
속도

가동

가동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기동

모
터

 속
도

100%

제동

무동력 정지

감속

감속
제동

감속
속도

가동 제동  기동

SMC-3
SMC Flex 
SMC-50

Soft Stop
사용자가 선택한 램프 시간에 맞춰 출력 전압이 
전전압에서 0으로 감소됩니다.

시간(초)

%
 전

압

100%

모
터

 속
도

100%

시간(초)

기동 기동

전진

후진

%
 전

압

100%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정지 시간

가동

무동력 정지

%
 전

압
100%

정지 시간

가동 Soft Stop

Soft Stop

모
터

 속
도

제동 영점 
속도 차단

100%

기동 제동  

스마트 모터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시간

모
터

 속
도

100%

감속
속도

가동

가동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기동

모
터

 속
도

100%

제동

무동력 정지

감속

감속
제동

감속
속도

가동 제동  기동

SMC-3
SMC Flex 
SMC-50

Smart Motor Braking 
(SMB™)

무동력 정지 보다 빠르게 정지를 할 필요가 
있는 제동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모터 제동을 
제공합니다.

시간(초)

%
 전

압

100%

모
터

 속
도

100%

시간(초)

기동 기동

전진

후진

%
 전

압

100%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정지 시간

가동

무동력 정지

%
 전

압

100%

정지 시간

가동 Soft Stop

Soft Stop

모
터

 속
도

제동 영점 
속도 차단

100%

기동 제동  

스마트 모터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시간

모
터

 속
도

100%

감속
속도

가동

가동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기동

모
터

 속
도

100%

제동

무동력 정지

감속

감속
제동

감속
속도

가동 제동  기동

SMC Flex 
SMC-50

Slow Speed with Braking
스마트 모터 제동과 감속을 결합합니다. 
위치설정이나 정렬에 사용됩니다.

시간(초)

%
 전

압

100%

모
터

 속
도

100%

시간(초)

기동 기동

전진

후진

%
 전

압

100%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정지 시간

가동

무동력 정지

%
 전

압

100%

정지 시간

가동 Soft Stop

Soft Stop

모
터

 속
도

제동 영점 
속도 차단

100%

기동 제동  

스마트 모터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시간

모
터

 속
도

100%

감속
속도

가동

가동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기동

모
터

 속
도

100%

제동

무동력 정지

감속

감속
제동

감속
속도

가동 제동  기동

SMC Flex 
SMC-50

Accu-Stop™
위치 정지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SMB와 감속을 결합합니다.

시간(초)

%
 전

압

100%

모
터

 속
도

100%

시간(초)

기동 기동

전진

후진

%
 전

압

100%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정지 시간

가동

무동력 정지

%
 전

압

100%

정지 시간

가동 Soft Stop

Soft Stop
모

터
 속

도

제동 영점 
속도 차단

100%

기동 제동  

스마트 모터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시간

모
터

 속
도

100%

감속
속도

가동

가동

제동

무동력 정지

정지  기동

모
터

 속
도

100%

제동

무동력 정지

감속

감속
제동

감속
속도

가동 제동  기동

SMC Flex 
SMC-50(1)

Resistor Loads
참조값에 기반해 위상각을 조절함으로써 3상 저항 부하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저항 가열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SMC-50

(1)   SMC-50 컨트롤러에는 Accu-Stop이 파라미터/함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동 기능을 사용한 감속과 정지 옵션을 사용해 Accu-Stop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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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기능(1)

SMC™-3 SMC™ Flex
SMC™-50 컨트롤러

솔리드 스테이트 내부 바이패스 포함
200…690V; 200…690V; 200…690V; 200~690V

1~480 A 1~1250 A 90~520 A 108~480 A

소프트 스타트 S S S S

선형 가속/감속 — S S S

토크 제어 — — S S

킥스타트 S S S S

펌프 제어 — O S S

전류 제한 S S S S

듀얼 램프 스타트 — S S S

전전압 — S S S

에너지 절약 — — S S

위상 균형 조정 — — S —
소프트 스탑 S S S S

프리셋 감속 — S(2) S(3) S(3)

듀얼 감속 명령 — — S S

SMB™ 스마트 모터 제동 — O S S

Accu-Stop™ — O S(4) S(4)

제동을 통한 감속 — O S S

내장형 바이패스 접점(SMC-50 펌웨어 버전 5.XXX 이상) S S —(5) S

통합형 모터 과부하 보호 S S S S

DPI™ 통신 — S S S

계량 — S S S

실시간 시계 — — S S

에너지 절약 모드 — — S —
모터 권선 히터 기능 — (6) S S
저항 부하 제어(펌웨어 버전 5.XXX 이상, 솔리드 스테이트 장치만 해당) — — S —
진단 폴트 및 알람 — S S S

파라미터 설정/프로그래밍 툴 — S O O

HIM(Human Interface Module) — O O O

파라미터 설정 모듈 — — O O

DriveExplorer™ and DriveExecutive™ — O O O

설정 소프트웨어: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 O O O

네트워크 통신 — O O O

Inside-the-Delta 기능 S S S S

폴트 및 알람의 개별 비트 사용 — — S S

모터 파라미터의 자동 조정 — — S S

디지털 I/O 확장 모듈(7) — — O O

아날로그 I/O 확장 모듈(7) — — O O

지락/CT/PTC 모듈(7) — — O O

DeviceLogix™ (펌웨어 버전 4.XXX 이상) — — S S

(1)   S = 기본(Standard) 기능; O = 옵션(Optional) 기능

(2)   제한적인 감속 기능

(3)   고급 감속 기능

(4)   SMC-50 컨트롤러에는 Accu-Stop이 파라미터/함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동 기능을 사용한 감속과 정지 옵션을 사용해 Accu-Stop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옵션으로 외부 바이패스 접촉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Bulletin 1410 모터 권선 히터를 사용하는 옵션

(7)   착탈식 단자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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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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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3 컨트롤러

SMC-3 컨트롤러의 컴팩트한 설계는 3상 제어, 향상된 인텔리전스, 탁월한 성능의 과부하 보호, 내장형 바이패스 접점 및 모터 시스템 진단 
기능과 함께 비용 효율적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DIP 스위치와 로터리 다이얼은 설정을 안전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컨트롤러에는 
트립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전자 과부하 보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동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 스타트

• 전류 제한 기동

• 설정 가능한 킥스타트

• 무동력 정지

• 소프트 스탑

카탈로그 번호 설명

이 섹션에서 제공되는 예시는 제품 선택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SMC- Flex 컨트롤러의 구성은 ProposalWorks를 사용하십시오. 
ProposalWorks는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50 – C 30 N B D
                                                                                                    

a b c d e f

a b c d
Bulletin Number 컨트롤러 유형 전류 정격 외함 유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50 솔리드 스테이트 컨트롤러 C SMC-3 3 3 A N 외함없음

9 9 A

16 16 A

19 19 A

25 25 A

30 30 A

37 37 A

43 43 A

60 60 A

85 85 A

108 108 A

135 135 A

201 201 A

251 251 A

317 317 A

361 361 A

480 480 A

e f
입력 라인 전압 제어 전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B 200…460V AC, 3상, 50/60 Hz D 100…240V AC

C 200…600V AC, 3상, 50/60 Hz R 24V AC/DC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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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3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제품 선정

라인 결선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일반적인 결선 방식)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
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1 - 200/208V AC SMC-3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

200/208

1…3
—

0.5
100…240V AC, 50/60 Hz 150-C3NBD

— 24V AC/DC 150-C3NBR

3…9
—

0.75…2
100…240V AC, 50/60 Hz 150-C9NBD

— 24V AC/DC 150-C9NBR

5.3…16
—

1.5…3
100…240V AC, 50/60 Hz 150-C16NBD

— 24V AC/DC 150-C16NBR

6.3…19
—

1.5…3
100…240V AC, 50/60 Hz 150-C19NBD

— 24V AC/DC 150-C19NBR

9.2…25
—

3…7.5
100…240V AC, 50/60 Hz 150-C25NBD

— 24V AC/DC 150-C25NBR

10…30
—

3…7.5
100…240V AC, 50/60 Hz 150-C30NBD

— 24V AC/DC 150-C30NBR

12.3…37
—

5…10
100…240V AC, 50/60 Hz 150-C37NBD

— 24V AC/DC 150-C37NBR

14.3…43
—

5…10
100…240V AC, 50/60 Hz 150-C43NBD

— 24V AC/DC 150-C43NBR

20…60
—

7.5…15
100…240V AC, 50/60 Hz 150-C60NBD

— 24V AC/DC 150-C60NBR

28.3…85
—

10…25
100…240V AC, 50/60 Hz 150-C85NBD

— 24V AC/DC 150-C85NBR

27…108
—

20…30
100…240V AC, 50/60 Hz 150-C108NBD

— 24V AC/DC(2) 150-C108NBR

34…135
—

25…40
100…240V AC, 50/60 Hz 150-C135NBD

— 24V AC/DC(2) 150-C135NBR

67…201
—

40…60
100…240V AC, 50/60 Hz 150-C201NBD

— 24V AC/DC(2) 150-C201NBR

84…251
—

50…75
100…240V AC, 50/60 Hz 150-C251NBD

— 24V AC/DC(2) 150-C251NBR

106…317
—

60…100
100…240V AC, 50/60 Hz 150-C317NBD

— 24V AC/DC(2) 150-C317NBR

120…361
—

75…125
100…240V AC, 50/60 Hz 150-C361NBD

— 24V AC/DC(2) 150-C361NBR

160…480
—

100…150
100…240V AC, 50/60 Hz 150-C480NBD

— 24V AC/DC(2) 150-C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팬 작동을 위해서는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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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230V AC SMC-3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

230

1…3 0.55 0.5
100…240V AC, 50/60 Hz 150-C3NBD

24V AC/DC 150-C3NBR

3…9 2.2 0.75…2
100…240V AC, 50/60 Hz 150-C9NBD

24V AC/DC 150-C9NBR

5.3…16 4 1.5…5
100…240V AC, 50/60 Hz 150-C16NBD

24V AC/DC 150-C16NBR

6.3…19 4 2…5
100…240V AC, 50/60 Hz 150-C19NBD

24V AC/DC 150-C19NBR

9.2…25 5.5 3…7.5
100…240V AC, 50/60 Hz 150-C25NBD

24V AC/DC 150-C25NBR

10…30 7.5 5…10
100…240V AC, 50/60 Hz 150-C30NBD

24V AC/DC 150-C30NBR

12.3…37 7.5 5…10
100…240V AC, 50/60 Hz 150-C37NBD

24V AC/DC 150-C37NBR

14.3…43 11 5…15
100…240V AC, 50/60 Hz 150-C43NBD

24V AC/DC 150-C43NBR

20…60 15 7.5…20
100…240V AC, 50/60 Hz 150-C60NBD

24V AC/DC 150-C60NBR

28.3…85 22 15…30
100…240V AC, 50/60 Hz 150-C85NBD

24V AC/DC 150-C85NBR

27…108 30 20…40
100…240V AC, 50/60 Hz 150-C108NBD

24V AC/DC(2) 150-C108NBR

34…135 37 25…50
100…240V AC, 50/60 Hz 150-C135NBD

24V AC/DC(2) 150-C135NBR

67…201 55 40…75
100…240V AC, 50/60 Hz 150-C201NBD

24V AC/DC(2) 150-C201NBR

84…251 75 50…100
100…240V AC, 50/60 Hz 150-C251NBD

24V AC/DC(2) 150-C251NBR

106…317 90 60…125
100…240V AC, 50/60 Hz 150-C317NBD

24V AC/DC(2) 150-C317NBR

120…361 110 75…150
100…240V AC, 50/60 Hz 150-C361NBD

24V AC/DC(2) 150-C361NBR

160…480 132 100…200
100…240V AC, 50/60 Hz 150-C480NBD

24V AC/DC(2) 150-C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팬 작동을 위해서는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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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3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표 3 - 380/400/415/460V AC SMC-3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

380/400/415 (kW)
460 (Hp)

1…3 1.1 0.5…1.5
100…240V AC, 50/60 Hz 150-C3NBD

24V AC/DC 150-C3NBR

3…9 4 1.5…5
100…240V AC, 50/60 Hz 150-C9NBD

24V AC/DC 150-C9NBR

5.3…16 7.5 5…10
100…240V AC, 50/60 Hz 150-C16NBD

24V AC/DC 150-C16NBR

6.3…19 7.5 5…10
100…240V AC, 50/60 Hz 150-C19NBD

24V AC/DC 150-C19NBR

9.2…25 11 7.5…15
100…240V AC, 50/60 Hz 150-C25NBD

24V AC/DC 150-C25NBR

10…30 15 7.5…20
100…240V AC, 50/60 Hz 150-C30NBD

24V AC/DC 150-C30NBR

12.3…37 18.5 10…25
100…240V AC, 50/60 Hz 150-C37NBD

24V AC/DC 150-C37NBR

14.3…43 22 10…30
100…240V AC, 50/60 Hz 150-C43NBD

24V AC/DC 150-C43NBR

20…60 30 15…40
100…240V AC, 50/60 Hz 150-C60NBD

24V AC/DC 150-C60NBR

28.3…85 45 25…60
100…240V AC, 50/60 Hz 150-C85NBD

24V AC/DC 150-C85NBR

27…108 55 50…75
100…240V AC, 50/60 Hz 150-C108NBD

24V AC/DC(2) 150-C108NBR

34…135 75 60…100
100…240V AC, 50/60 Hz 150-C135NBD

24V AC/DC(2) 150-C135NBR

67…201 95…110 75…150
100…240V AC, 50/60 Hz 150-C201NBD

24V AC/DC(2) 150-C201NBR

84…251 95…132 100…200
100…240V AC, 50/60 Hz 150-C251NBD

24V AC/DC(2) 150-C251NBR

106…317 95…160 125…250
100…240V AC, 50/60 Hz 150-C317NBD

24V AC/DC(2) 150-C317NBR

120…361 110…200 250…300
100…240V AC, 50/60 Hz 150-C361NBD

24V AC/DC(2) 150-C361NBR

160…480 160…250 300…400
100…240V AC, 50/60 Hz 150-C480NBD

24V AC/DC(2) 150-C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팬 작동을 위해서는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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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500/575V AC SMC-3 컨트롤러와 라인 결선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

500 (kW)
575 (Hp)

1…3 1.5 0.75…2
100…240V AC, 50/60 Hz 150-C3NCD

24V AC/DC 150-C3NCR

3…9 5.5 3…7.5
100…240V AC, 50/60 Hz 150-C9NCD

24V AC/DC 150-C9NCR

5.3…16 7.5 5…10
100…240V AC, 50/60 Hz 150-C16NCD

24V AC/DC 150-C16NCR

6.3…19 11 7.5…15
100…240V AC, 50/60 Hz 150-C19NCD

24V AC/DC 150-C19NCR

9.2…25 15 7.5…20
100…240V AC, 50/60 Hz 150-C25NCD

24V AC/DC 150-C25NCR

10…30 18.5 10…25
100…240V AC, 50/60 Hz 150-C30NCD

24V AC/DC 150-C30NCR

12.3…37 22 15…30
100…240V AC, 50/60 Hz 150-C37NCD

24V AC/DC 150-C37NCR

14.3…43 22 15…40
100…240V AC, 50/60 Hz 150-C43NCD

24V AC/DC 150-C43NCR

20…60 37 20…50
100…240V AC, 50/60 Hz 150-C60NCD

24V AC/DC 150-C60NCR

28.3…85 55 30…75
100…240V AC, 50/60 Hz 150-C85NCD

24V AC/DC 150-C85NCR

27…108 75 60…100
100…240V AC, 50/60 Hz 150-C108NCD

24V AC/DC(2) 150-C108NCR

34…135 90 75…125
100…240V AC, 50/60 Hz 150-C135NCD

24V AC/DC(2) 150-C135NCR

67…201 75…132 100…200
100…240V AC, 50/60 Hz 150-C201NCD

24V AC/DC(2) 150-C201NCR

84…251 90…160 125…250
100…240V AC, 50/60 Hz 150-C251NCD

24V AC/DC(2) 150-C251NCR

106…317 100…200 200…300
100…240V AC, 50/60 Hz 150-C317NCD

24V AC/DC(2) 150-C317NCR

120…361 132…250 200…350
100…240V AC, 50/60 Hz 150-C361NCD

24V AC/DC(2) 150-C361NCR

160…480 200…315 250…500
100…240V AC, 50/60 Hz 150-C480NCD

24V AC/DC(2) 150-C480NC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팬 작동을 위해서는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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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
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5 - 200/208V AC SMC-3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된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

200/208

1.7…5.1
—

1
100…240V AC, 50/60 Hz 150-C3NBD

— 24V AC/DC 150-C3NBR

5.1…16
—

1.5…3
100…240V AC, 50/60 Hz 150-C9NBD

— 24V AC/DC 150-C9NBR

9.1…27.6
—

3…7.5
100…240V AC, 50/60 Hz 150-C16NBD

— 24V AC/DC 150-C16NBR

10.9…32.8
—

3…10
100…240V AC, 50/60 Hz 150-C19NBD

— 24V AC/DC 150-C19NBR

14.3…43
—

3…10
100…240V AC, 50/60 Hz 150-C25NBD

— 24V AC/DC 150-C25NBR

17.3…52
—

5…10
100…240V AC, 50/60 Hz 150-C30NBD

— 24V AC/DC 150-C30NBR

21…64
—

7.5…20
100…240V AC, 50/60 Hz 150-C37NBD

— 24V AC/DC 150-C37NBR

25…74
—

7.5…20
100…240V AC, 50/60 Hz 150-C43NBD

— 24V AC/DC 150-C43NBR

34.6…104
—

15…30
100…240V AC, 50/60 Hz 150-C60NBD

— 24V AC/DC 150-C60NBR

50…147
—

15…40
100…240V AC, 50/60 Hz 150-C85NBD

— 24V AC/DC 150-C85NBR

47…187
—

20…60
100…240V AC, 50/60 Hz 150-C108NBD

— 24V AC/DC(2) 150-C108NBR

59…234
—

20…75
100…240V AC, 50/60 Hz 150-C135NBD

— 24V AC/DC(2) 150-C135NBR

116…348
—

75…100
100…240V AC, 50/60 Hz 150-C201NBD

— 24V AC/DC(2) 150-C201NBR

145…435
—

100…150
100…240V AC, 50/60 Hz 150-C251NBD

— 24V AC/DC(2) 150-C251NBR

183…549
—

100…200
100…240V AC, 50/60 Hz 150-C317NBD

— 24V AC/DC(2) 150-C317NBR

208…625
—

125…200
100…240V AC, 50/60 Hz 150-C361NBD

— 24V AC/DC(2) 150-C361NBR

277…831
—

200…300
100…240V AC, 50/60 Hz 150-C480NBD

— 24V AC/DC(2) 150-C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팬 작동을 위해서는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40ra.rockwell.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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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230V AC SMC-3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된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

230

1.7…5.1 0.25…1.1 1
100…240V AC, 50/60 Hz 150-C3NBD

24V AC/DC 150-C3NBR

5.1…16 1.1…4 1…5
100…240V AC, 50/60 Hz 150-C9NBD

24V AC/DC 150-C9NBR

9.1…27.6 2.2…7.5 3…7.5
100…240V AC, 50/60 Hz 150-C16NBD

24V AC/DC 150-C16NBR

10.9…32.8 2.2…7.5 3…10
100…240V AC, 50/60 Hz 150-C19NBD

24V AC/DC 150-C19NBR

14.3…43 4…11 3…15
100…240V AC, 50/60 Hz 150-C25NBD

24V AC/DC 150-C25NBR

17.3…52 4…15 5…15
100…240V AC, 50/60 Hz 150-C30NBD

24V AC/DC 150-C30NBR

21…64 5.5…18.5 7.5…20
100…240V AC, 50/60 Hz 150-C37NBD

24V AC/DC 150-C37NBR

25…74 5.5…22 7.5…25
100…240V AC, 50/60 Hz 150-C43NBD

24V AC/DC 150-C43NBR

34.6…104 7.5…30 15…40
100…240V AC, 50/60 Hz 150-C60NBD

24V AC/DC 150-C60NBR

50…147 15…45 20…50
100…240V AC, 50/60 Hz 150-C85NBD

24V AC/DC 150-C85NBR

47…187 55 20…60
100…240V AC, 50/60 Hz 150-C108NBD

24V AC/DC(2) 150-C108NBR

59…234 75 25…75
100…240V AC, 50/60 Hz 150-C135NBD

24V AC/DC(2) 150-C135NBR

116…348 110 75…125
100…240V AC, 50/60 Hz 150-C201NBD

24V AC/DC(2) 150-C201NBR

145…435 132 100…150
100…240V AC, 50/60 Hz 150-C251NBD

24V AC/DC(2) 150-C251NBR

183…549 160 125…200
100…240V AC, 50/60 Hz 150-C317NBD

24V AC/DC(2) 150-C317NBR

208…625 200 150…250
100…240V AC, 50/60 Hz 150-C361NBD

24V AC/DC(2) 150-C361NBR

277…831 250 200…300
100…240V AC, 50/60 Hz 150-C480NBD

24V AC/DC(2) 150-C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팬 작동을 위해서는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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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380/400/415/460V AC SMC-3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된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

380/400/415 (kW)
460 (Hp)

1.7…5.1 0.55…2.2 0.5…2
100…240V AC, 50/60 Hz 150-C3NBD

24V AC/DC 150-C3NBR

5.1…16 2.2…7.5 2…7.5
100…240V AC, 50/60 Hz 150-C9NBD

24V AC/DC 150-C9NBR

9.1…27.6 4…11 5…15
100…240V AC, 50/60 Hz 150-C16NBD

24V AC/DC 150-C16NBR

10.9…32.8 4…15 5…15
100…240V AC, 50/60 Hz 150-C19NBD

24V AC/DC 150-C19NBR

14.3…43 5.5…22 7.5…20
100…240V AC, 50/60 Hz 150-C25NBD

24V AC/DC 150-C25NBR

17.3…52 7.5…22 7.5…30
100…240V AC, 50/60 Hz 150-C30NBD

24V AC/DC 150-C30NBR

21…64 7.5…30 10…40
100…240V AC, 50/60 Hz 150-C37NBD

24V AC/DC 150-C37NBR

25…74 11…37 10…50
100…240V AC, 50/60 Hz 150-C43NBD

24V AC/DC 150-C43NBR

34.6…104 15…55 20…75
100…240V AC, 50/60 Hz 150-C60NBD

24V AC/DC 150-C60NBR

50…147 22…75 25…100
100…240V AC, 50/60 Hz 150-C85NBD

24V AC/DC 150-C85NBR

47…187 90 40…150
100…240V AC, 50/60 Hz 150-C108NBD

24V AC/DC(2) 150-C108NBR

59…234 132 50…150
100…240V AC, 50/60 Hz 150-C135NBD

24V AC/DC(2) 150-C135NBR

116…348 160 150…250
100…240V AC, 50/60 Hz 150-C201NBD

24V AC/DC(2) 150-C201NBR

145…435 250 200…350
100…240V AC, 50/60 Hz 150-C251NBD

24V AC/DC(2) 150-C251NBR

183…549 315 250…450
100…240V AC, 50/60 Hz 150-C317NBD

24V AC/DC(2) 150-C317NBR

208…625 355 300…500
100…240V AC, 50/60 Hz 150-C361NBD

24V AC/DC(2) 150-C361NBR

277…831 450 350…700
100…240V AC, 50/60 Hz 150-C480NBD

24V AC/DC(2) 150-C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팬 작동을 위해서는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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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500/575V AC SMC-3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된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

500(kW)
575(Hp)

1.7…5.1 0.75…3 1…3
100…240V AC, 50/60 Hz 150-C3NBD

24V AC/DC 150-C3NBR

5.1…16 3…7.5 3…10
100…240V AC, 50/60 Hz 150-C9NBD

24V AC/DC 150-C9NBR

9.1…27.6 5.5…15 7.5…20
100…240V AC, 50/60 Hz 150-C16NBD

24V AC/DC 150-C16NBR

10.9…32.8 5.5…22 7.5…30
100…240V AC, 50/60 Hz 150-C19NBD

24V AC/DC 150-C19NBR

14.3…43 7.5…22 10…40
100…240V AC, 50/60 Hz 150-C25NBD

24V AC/DC 150-C25NBR

17.3…52 11…30 15…50
100…240V AC, 50/60 Hz 150-C30NBD

24V AC/DC 150-C30NBR

21…64 11…37 15…60
100…240V AC, 50/60 Hz 150-C37NBD

24V AC/DC 150-C37NBR

25…74 15…45 20…60
100…240V AC, 50/60 Hz 150-C43NBD

24V AC/DC 150-C43NBR

34.6…104 22…55 30…100
100…240V AC, 50/60 Hz 150-C60NBD

24V AC/DC 150-C60NBR

50…147 30…90 40…150
100…240V AC, 50/60 Hz 150-C85NBD

24V AC/DC 150-C85NBR

47…187 132 50…150
100…240V AC, 50/60 Hz 150-C108NBD

24V AC/DC(2) 150-C108NBR

59…234 160 60…200
100…240V AC, 50/60 Hz 150-C135NBD

24V AC/DC(2) 150-C135NBR

116…348 250 250…300
100…240V AC, 50/60 Hz 150-C201NBD

24V AC/DC(2) 150-C201NBR

145…435 315 250…400
100…240V AC, 50/60 Hz 150-C251NBD

24V AC/DC(2) 150-C251NBR

183…549 400 300…500
100…240V AC, 50/60 Hz 150-C317NBD

24V AC/DC(2) 150-C317NBR

208…625 450 350…600
100…240V AC, 50/60 Hz 150-C361NBD

24V AC/DC(2) 150-C361NBR

277…831 560 400…900
100…240V AC, 50/60 Hz 150-C480NBD

24V AC/DC(2) 150-C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팬 작동을 위해서는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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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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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전원분리용 접촉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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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정-역회전 설정

• 참고: 최대 o� 시간 =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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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공급

사양

표 9 - 기본 기능

특성 설명

설정 가능한 기동 시간 2, 5, 10, 15, 20, 25, 30초

설정 가능한 초기 토크 구속 회전자 토크의 15%, 25%, 35%, 65%

설정 가능한 전류 제한 전부하 전류의 150%, 250%, 350%, 450%

설정 가능한 킥스타트 — 450% FLA 0, 0.5, 1.0, 1.5초

설정 가능한 소프트스탑 스탑 Off, 배선 시 설정된 기동 시간의 100%, 200%, 또는 300%

설정 가능한 과부하보호 트립 등급 트립 등급, 10, 15, 20

표 10 - 전원 회로 정격

특성 UL/CSA/NEMA IEC

정격 동작 전압
200…480V AC (–15%, +10%)
200…600V AC(-15%, +10%)

200…480V AC — 400V AC
500V AC — 500V AC

정격 절연 전압 600V AC 500V AC

전압 내성 2200V AC 2500V AC

반복 피크 전압
200…480V AC: 1400V
200…600V AC: 1600V

200…480V AC: 1400V
500V AC: 1600V

작동 주파수 50/60 Hz 50/60 Hz

활용 범주

1~37 A — AC-53b: 3.5-15:3585

43~60 A — AC-53b: 4.5-30:1770

85 A — AC-53b: 4.5-30:3570

108 A — AC-53b: 4.5-30:1770

135 A — AC-53b: 3.5-30: 1770

201~251 A — AC-53b: 3.5-30: 1770

317~480 A — AC-53b: 3.5-30: 1770

표 11 - 규격 준수 및 인증

표준 규격 인증

UL 508
c-UL-us 등재(외함을 제외한 본체에 해당)  
(File No. E96956, Guides NMFT, NMFT7)

CSA C22.2 No.14 CSA 인증(File No. LR 1234)

EN/IEC 60947-1
EMC 및 저압 규정에 따라 CE 마크 획득(외함을 
제외한 본체에 해당)

EN/IEC 60947-4-2 CC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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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단락 보호 정격

특성 설명

SCPD 성능
Type 1(1)

비시간 지연 열동자식 회로 차단기 고용량 시간 지연 등급 CC/J/L

SCPD 목록(2) 최대 표준 폴트 최대 표준 퓨즈 [A](3) 최대 표준 폴트
최대 회로 차단기 

[A]
최대 고폴트 최대 퓨즈 [A]

라인 장치 동작 전류 
정격 [A]

3 5 kA 12 5 kA 15 65 kA 6

9 5 kA 30 5 kA 30 65 kA 15

16 5 kA 60 5 kA 60 65 kA 30

19 5 kA 70 5 kA 70 65 kA 40

25 5 kA 100 5 kA 100 70 kA 50

30 10 kA 110 10 kA 110 70 kA 60

37 10 kA 125 10 kA 125 70 kA 60

43 10 kA 150 10 kA 150 70 kA 90

60 10 kA 225 10 kA 225 70 kA 125

85 10 kA 300 10 kA 300 70 kA 175

108 10 kA 400 10 kA 300 70 kA 200

135 10 kA 500 10 kA 400 70 kA 250

201 18 kA 600 18 kA 600 70 kA 350

251 18 kA 700 18 kA 700 70 kA 400

317 30 kA 800 30 kA 800 69 kA 500

361 30 kA 1000 30 kA 1000 69 kA 600

480 42 kA 1200 42 kA 1200 69 kA 800

델타 장치 동작 전류 
정격 [A]

5.1 5 kA 15 5 kA 15 65 kA 10

16 5 kA 60 5 kA 60 65 kA 30

27.6 5 kA 70 5 kA 70 65 kA 60

32.8 5 kA 125 5 kA 125 65 kA 70

43 5 kA 150 5 kA 150 70 kA 90

52 10 kA 200 10 kA 200 70 kA 100

64 10 kA 250 10 kA 250 70 kA 100

74 10 kA 250 10 kA 250 70 kA 150

104 10 kA 400 10 kA 300 70 kA 225

147 10 kA 400 10 kA 400 70 kA 300

187 10 kA 600 10 kA 500 70 kA 400

234 10 kA 700 10 kA 700 70 kA 400

348 18 kA 1000 18 kA 1000 70 kA 600

435 18 kA 1200 18 kA 1200 69 kA 800

549 30 kA 1600 30 kA 1600 69 kA 1000

625 30 kA 1600 30 kA 1600 69 kA 1200

831 42 kA 1600 30 kA 1600 69 kA 1600

831 42 kA 1600 42 kA 1200 69 kA 1600

(1)   Type 1 성능/보호 - 단락이 발생한 경우 퓨즈 또는 회로 차단기로 보호되는 스타터가 사람이나 설비에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   적절한 단락 보호 크기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3)   비시간 지연 퓨즈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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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격

표 13 - 제어 회로

UL/CSA/NEMA IEC
정격 동작 전압 (+10%, –15%) 100…240V AC, 24V AC/DC 100…240V AC, 24V AC/DC

정격 절연 전압 250V 250V AC

정격 임펄스 전압 2.5 kV 4 kV

전압 내성 1500V AC 2000V AC

과전압 카테고리 II III(1)

작동 주파수 50/60 Hz 50/60 Hz

기동 중(IN1, IN2) 최소 입력 On 상태 전압 85V AC, 19.2V DC / 19.2V AC

입력 On 상태 전류 (IN1, IN2) 9.8 mA @120V AC/19.6 mA @ 240V AC, 7.3 mA @ 24V AC/DC

최대 입력 O� 상태 전압 (IN1, IN2) 40V AC, 17V DC / 12V AC

입력 O� 상태 전압에서 입력 O� 상태 전류 (IN1, IN2) <10 mA, <12 mA

(1)   제어 또는 보조 회로가 SELV 또는 PELV 회로로 연결된 경우는 과전압 카테고리 II

표 14 - 기동 중 제어 전원

UL/CSA/NEMA IEC

팬 포함

3~37 A 215 mA @ 120V AC / 180 mA @ 240V AC, 800 mA @ 24V DC / 660 mA @ 24V AC

43~85 A 200 mA @ 120V AC / 100 mA @ 240V AC, 700 mA @ 24V AC/DC

팬 전원 제어 전원

108~135 A 20VA

200 mA @ 120V AC / 120 mA @ 240V AC, 600 mA @ 24V AC/DC
201~251 A 40VA

317~480 A 60VA

 팬 불포함 3…37 A 205 mA @ 120V AC / 145 mA @ 240V AC, 705 mA @ 24V DC / 580 mA @ 24V AC

표 15 - 안정(Steady) 상태 열 방출 및 과부하 전류 범위

컨트롤러 정격 [A] 안정 상태 열 방출 [W] 과부하 전류 범위 [A]
3 11 1…3

9 12 3…9

16 14 5.3…16

19 15 6.3…19

25 17 8.3…25

30 19 10…30

37 24 12.3…37

43 34 14.3…43

60 50 20…60

85 82 28.3…85

108 62 27…108

135 75 34…135

201 129 67…201

251 147 84…251

317 174 106…317

361 194 120…361

480 239 16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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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 환경 정격

특성  정격

동작 온도 범위 -5…+50 °C (23…122 °F) (개방)
-5…+40 °C (23…104 °F) (폐쇄)

보관 및 이송 온도 범위 -25~+85 °C (-13~+185 °F)

고도 2000 m (6560 ft)

습도 5…95% (비응축)

오염도 2

보호 유형 IP2X

표 17 - 기계 정격

특성 정격

내진동
작동 최고 1.0 G, 0.15 mm(0.006 in.) 변위

비작동 최고 2.5 G, 0.38 mm(0.015 in.) 변위

내충격
작동 15G

비작동 30 G

라인 전원 단자

전선 크기 조임 토크
3~37 A

2.5…25 mm2 (14…4 AWG); 2.3…3.4 N•m (30 in•lbs)
상단 단자에 1 25 mm2 (4 AWG)로 배선 시, 4.0 N•m (35 lb•in.)

43~85 A
2.5…95 mm2 (14…3/0 AWG)

11.3…12.4 N•m (100…110 in•lbs)

연결단자  구멍 사양

108~135 A 상 당 M10 x 1.5 직경 구멍 1개

201~251 A 상 당 M10 x 1.5 직경 구멍 2개

317~480 A 상 당 M12 x 1.75 직경 구멍 2개

부하 전원 단자

전선 크기 조임 토크
3~37 A

2.5…16 mm2 (14…6 AWG)
2.3…2.5 N•m (20…22.5 in•lbs)

43~85 A
2.5…50 mm2 (14…1 AWG)

11.3…12.4 N•m (100…110 in•lbs)

연결단자 구멍 사양

108~135 A 상 당 M10 x 1.5 직경 구멍 1개

201~251 A 상 당 M10 x 1.5 직경 구멍 2개

317~480 A 상 당 M12 x 1.75 직경 구멍 2개

제어 단자 전선 크기 조임 토크 전체
0.2…2.5 mm2 (24…14 AWG)

0.45…0.9 N•m (4.0…8.0 in•lbs)

표 18 - 기타 정격

UL/CSA/NEMA IEC

EMC 방출 레벨
전도 무선 주파수 방출 — Class A

복사성 방출 — Class A

EMC 내성 레벨

전자 방전 4 kV 접점 및 8 kV 기중 방전 8kV 기중 방전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 EN/IEC 60947-4-2 준수

급속 과도 — EN/IEC 60947-4-2 준수

서지 과도 — EN/IEC 60947-4-2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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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 보조 접점

UL/CSA/NEMA IEC
정격 동작 전압 250V AC/30V DC 250V AC/30V DC

정격 절연 전압 250V 250V AC

정격 임펄스 전압 2.5 kV 4 kV

전압 내성 1500V AC 2000V AC

과전압 카테고리 II III(1)

작동 주파수 50/60 Hz 50/60 Hz

활용 범주 D300/D300 AC-15/DC

TB-97, -98
(OVLD/폴트)

제어 회로의 유형 전자 릴레이

접점 수 1

접점 유형 정상 개방 (N.O.)

전류 유형 AC/DC

정격 동작 전류 (최대) 120V AC에서 0.6 A, 240V AC에서 0.3 A

규약 열 전류 Ith 1 A

가동/제동 VA 432/72

TB-13, -14 Aux 1
(정상/전속력 가동)

제어 회로의 유형 전자 릴레이

접점 수 1

접점 유형 정상 개방 (N.O.)

전류 유형 AC/DC

정격 동작 전류 (최대) 120V AC에서 0.6 A, 240V AC에서 0.3 A

규약 열 전류 Ith 1 A

가동/제동 VA 432/72

(1)   제어 또는 보조 회로가 SELV 또는 PELV 회로로 연결된 경우는 과전압 카테고리 II

표 20 - 측면 장착 보조 접점

UL/CSA/NEMA IEC
정격 동작 전압 250V AC/30V DC 250V AC/30V DC

정격 절연 전압 250V 250V AC

정격 임펄스 전압 2.5 kV 4 kV

전압 내성 1500V AC 2000V AC

과전압 카테고리 II III(1)

작동 주파수 50/60 Hz 50/60 Hz

TB-23, -24
(정상/전속력 가동) 
TB-33, -34
(정상/전속력 가동)

활용 범주 C300/R150 AC-15/DC-13

제어 회로의 유형 전자 릴레이

접점 수 1

접점 유형 정상 개방 (N.O.)

전류 유형 AC/DC

정격 동작 전류 (최대) 1.5 A @ 120V AC, 0.75 A @ 240V AC, 1.17 A @ 24V DC

규약 열 전류 Ith 2.5 A

가동/제동 VA 1800/180V AC, 28V DC (저항)

TB-11, -12
(정상/전속력 가동)

제어 회로의 유형 B300/R300 AC-15/DC-13

제어 회로의 유형 전자 릴레이

접점 수 1

접점 유형 정상 폐쇄 (N.C.)

전류 유형 AC/DC

정격 동작 전류 (최대) 3 A @ 120V AC, 1.5 A @ 240V AC, 1.17 A @ 24V DC

규약 열 전류 Ith 5 A

가동/제동 VA 3600/360VA, 28VA (DC 저항)

(1)    제어 또는 보조 회로가 SELV 또는 PELV 회로로 연결된 경우는 과전압 카테고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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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 트립 곡선

그림 5 - SMC-3 과부하 트립 곡선—Trip 등급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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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기동 회수 곡선

그림 6 - 시간 당 SMC-3 기동 수(3…37 A) 40 °C, 100% 듀티 사이클, 10초,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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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시간 당 SMC-3 기동 회수(43…85 A) 40 °C, 100% 듀티 사이클, 20초,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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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시간 당 SMC-3 기동 수(108…135 A) 40 °C, 100% 듀티 사이클, 20초,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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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시간 당 SMC-3 기동 회수(201…480 A) 40 °C, 100% 듀티 사이클, 20초,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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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치수(mm) 제시한 치수는 제작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치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림 10 -컨트롤러 본체

GC

E

D

A

B

F

컨트롤러  
정격 [A]

A B C D E F G 장착 구멍 크기 중량 kg(lb)

1…37(1) 44.8 (1-49/64) 139.7 (5-1/2) 110 (4-21/64) 35 (1-3/8) 132 (5-13/64) 46.4 (1.81) 2 (1/16) 4.6 (0.18) 0.86 (1.9)

43…85(2) 72 (2.83) 206 (8.11) 130 (5.12) 55 (2.17) 198 (7.8) 102 (4.02) 2 (1/16) 5.3 (0.21) 2.25 (5.0)

108…135(2) 196.4 (7.74) 443.7 (17.47) 205.2 (8.08) 166.6 (6.56) 367 (14.45) — — 7.5 (0.295) 15 (33)

201…251(2) 225 (8.86) 560 (22.05) 265.3 (10.45) 150 (5.91) 504.1 (19.85) — — 11.5 (0.45) 30.4 (67)

317…480(2) 290 (11.42) 600 (23.62) 298 (11.73) 200 (7.87) 539.2 (21.23) — — 11.5 (0.45) 45.8 (101)

(1)   옵션 팬으로 치수 B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2)   팬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림 11 - 최소 외함 크기

A

B

C

컨트롤러 정격 [A] B (높이) A (폭) C (깊이) 팬 필요 여부
1…37 305 (12) 224 (9) 152 (6) 불필요

43…85 406 (16) 305 (12) 203 (8) 불필요

108…135 762 (30) 610 (24) 305 (12) 불필요

201…251 965 (38) 762 (30) 356 (14) 불필요

317…480 1295 (51) 914 (36) 356 (14)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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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보조 접점 블록

설명 N.O. N.C. 접속 배선도 Cat. No.

시퀀스 기호 표시 측면 장착용 보조 접점 블록
• 1극 및 2극
• 툴 없이 신속하고 쉽게 장착 가능
• 장치 당 한 개 블록만 가능

1 0 150-CA10
2 0 150-CA20
0 1 150-CA01

1 1 150-CA11 (C형식)

팬

설명 함께 사용 패키지 수량 Cat. No.

팬

• 현장 설치

옵션 150-C3…37

1

150-CF64

교체

150-C43…85 150-CF147
150-C108, 150-C135 41391-801-03
150-C201, 150-C251 41391-801-01

150-C317…C480 41391-801-02

연결 모듈

설명 함께 사용 패키지 수량 Cat. No.

140-M으로 모듈 연결
• SMC-3과 140-M 간의 전기적 상호연결
• 모터 보호기와 SMC-3은 별도로 장착

140-M-C를 150-C3…25로 연결 1 150-CC25
140-M-D를 150-C3…25로 연결 1 150-CD25

140-M-F를150-C3…37로 연결 1 150-CF45

100-C로 모듈 연결
• SMC-3과 100-C 간의 전기적 상호연결
• 접촉기와 SMC-3은 별도로 장착

100-C09…23을 150-C3…19로 연결 1 150-CI23

100-C30…37을 150-C3…37로 연결 1 150-CI37

보호 모듈

Inside-the-delta 연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장치의 부하 측에 보호 모듈을 위치시키면 안됩니다.

설명 함께 사용 패키지 수량 Cat. No.

480V 보호 모듈
150-C3…37NB 1 150-C84

150-C43…85NB 1 150-C84P
150-C108…480NB (라인 및/또는 부하) 1 150-F84L

600V 보호 모듈

150-C3…37NC 1 150-C86
150-C43…85NC (라인 및/또는 부하) 1 150-C86P

150-C108…480NC (라인 및/또는 부하) 1 150-F86L

IEC 라인 또는 부하 단자 커버

설명(1) 전류 범위[A] 패키지 수량 Cat. No.
• 전방 사각지대 보호
• 250 MC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경우, IP2X 손가락 
보호

108…135 1 150-TC1

201…251 1 150-TC2

• 전방 사각지대 보호
• 500 MC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경우, IP2X 손가락 
보호

317…480 1 150-TC3

(1)   3…85 A 유닛에는 단자 가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단자 가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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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러그 키트

전류 범위 [A](1) 전선 사이즈 범위
각 측에 가능한 총 단자 러그 수 패키지 

수량
Cat. No.

라인 측 부하 측
108…135(2) #6…250 MCM AWG

16 mm2…120 mm2
3 3 3

199-LF1
201…251(2) 6 6 3

317…480(2) #4…500 MCM AWG
25 mm2…240 mm2 6 6 3 199-LG1

(1)   3…85 A 유닛에는 박스 러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러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복선 러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 지침에 나와 있는 러그 카탈로그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마킹 태그 및 커버

설명 함께 사용 패키지 수량 Cat. No.
마킹 태그 시트
• 천공 종이 라벨(각 160장), 6 x 17 mm, 투명 커버와 함께 사용

150-C, 150-D
10 100-FMP

투명 커버
• 마킹 태그 시트와 함께 사용

100 100-FMC

원격 리셋 솔레노이드

설명 함께 사용 패키지 수량 Cat. No.

원격 리셋 솔레노이드
• 전자식 과부하 장치의 원격 리셋용

193-T all, 150-C 1 193-ER1⊗

⊗ 전압코드

• 가용 코일 전압: 12…600V 50 Hz/12…600V 60 Hz
• 표준 코일 전압:

전압 24 48 110 115 120 220 240
50 Hz J — D — — A —

60 Hz J — — — D — A

DC Z24 Z48 — Z01 — — —

• 상기 표준코일 전압외에 특수 전압의 경우 20개 이하는 추가 요금 부과(21개 이상은 추가 요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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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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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Flex 컨트롤러

SMC Flex 컨트롤러는 모듈형으로 설치와 시운전이 간단합니다. 내장형 LCD 디스플레이, 키패드 및 다양한 통신 네트웨크 지원으로 
최적화된 설정 환경, 뛰어난 성능, 진단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3상 제어 방식, 내장형 전자식 과부하계전기, 내장형 바이패스 접점과 
착탈식 제어 모듈, 전원 모듈 및 팬 어셈블리는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비용 효율적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작동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 스타트 • 전전압 스타트

• 전류 제한 기동 • 듀얼 램프 스타트

• 선택 가능한 킥스타트 • 펌프 스타트

• 무동력 정지 • 프리셋 감속

• 소프트 스탑 • 펌프 스탑

• 스마트 모터 제동

• Accu-Stop
• 제동을 통한 감속

• 선형 가속(타코미터 필요)

카탈로그 번호 설명

이 섹션에서 제공되는 예시는 제품 선택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구성하려면 ProposalWorks를 사용하십시오. 
ProposalWorks는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50 – F135 N B D B
                                                                                                    

a b c d e f

a b 외함 유형 d
Bulletin Number 컨트롤러 정격 코드 입력 라인 전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50 솔리드 스테이트 컨트롤러 F5 5 A, 3 Hp @ 460V AC N 개방형 B 200…460V AC, 3상, 50 및 60 Hz
F25 25 A, 15 Hp @ 460V AC C 200…575V AC, 3상, 50 및 60 Hz
F43 43 A, 30 Hp @ 460V AC

Z
230…690V AC, 3상, 50 및 60 Hz 

(SMC본체에만 해당, 108 A 이상) 
(690V AC 라인 결선에만 해당)

F60 60 A, 40 Hp @ 460V AC

F85 85 A, 60 Hp @ 460V AC

F108 108 A, 75 Hp @ 460V AC

F135 135 A, 100 Hp @ 460V AC

F201 201 A, 150 Hp @ 460V AC

F251 251 A, 200 Hp @ 460V AC

F317 317 A, 250 Hp @ 460V AC

F361 361 A, 300 Hp @ 460V AC

F480 480 A, 400 Hp @ 460V AC

F625 625 A, 500 Hp @ 460V AC

F780 780 A, 600 Hp @ 460V AC

F970 970 A, 800 Hp @ 460V AC

F1250 1250 A, 1000 Hp @ 460V AC

e f
제어 전압 옵션 - 1개만 선택 가능

코드 설명 코드 설명

D 100…240V AC (5…480 A 장치) 공백 표준

R 24V AC/DC (5…480 A 장치) B 펌프 제어
E 110/120V AC (625…1250 A 장치) D 제동 제어
A 230/240V AC (625…1250 A 장치)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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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라인 결선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21 - 200/208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개방형 카탈로그 No.(3)

200/208

1…5 — 1
100…240V AC, 50/60 Hz 150-F5NBD

24V AC/DC 150-F5NBR

5...25 — 5
100…240V AC, 50/60 Hz 150-F25NBD

24V AC/DC 150-F25NBR

8.6...43 — 10
100…240V AC, 50/60 Hz 150-F43NBD

24V AC/DC 150-F43NBR

12...60 — 15
100…240V AC, 50/60 Hz 150-F60NBD

24V AC/DC 150-F60NBR

17...85 — 25
100…240V AC, 50/60 Hz 150-F85NBD

24V AC/DC 150-F85NBR

27…108 — 30
100…240V AC, 50/60 Hz 150-F108NBD

24V AC/DC 150-F108NBR

34…135 — 40
100…240V AC, 50/60 Hz 150-F135NBD

24V AC/DC 150-F135NBR

67…201 — 60
100…240V AC, 50/60 Hz 150-F201NBD

24V AC/DC 150-F201NBR

84…251 — 75
100…240V AC, 50/60 Hz 150-F251NBD

24V AC/DC 150-F251NBR

106…317 — 100
100…240V AC, 50/60 Hz 150-F317NBD

24V AC/DC 150-F317NBR

120…361 — 125
100…240V AC, 50/60 Hz 150-F361NBD

24V AC/DC 150-F361NBR

160…480 — 150
100…240V AC, 50/60 Hz 150-F480NBD

24V AC/DC 150-F480NBR

208…625 — 200
110/120V AC, 50/60 Hz 150-F625NBE
230/240V AC, 50/60 Hz 150-F625NBA

260…780 — 250
110/120V AC, 50/60 Hz 150-F780NBE
230/240V AC, 50/60 Hz 150-F780NBA

323…970 — 350
110/120V AC, 50/60 Hz 150-F970NBE
230/240V AC, 50/60 Hz 150-F970NBA

416…1250 — 4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B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B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전압 기동 모드에서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원이 24V AC/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팬 작동을 위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40ra.rockwell.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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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230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개방형 카탈로그 No.(3)

230

1…5 1.1 1
100…240V AC, 50/60 Hz 150-F5NBD

24V AC/DC 150-F5NBR

5...25 5.5 7.5
100…240V AC, 50/60 Hz 150-F25NBD

24V AC/DC 150-F25NBR

8.6...43 11 15
100…240V AC, 50/60 Hz 150-F43NBD

24V AC/DC 150-F43NBR

12...60 15 20
100…240V AC, 50/60 Hz 150-F60NBD

24V AC/DC 150-F60NBR

17...85 22 30
100…240V AC, 50/60 Hz 150-F85NBD

24V AC/DC 150-F85NBR

27…108 30 40
100…240V AC, 50/60 Hz 150-F108NBD

24V AC/DC 150-F108NBR

34…135 37 50
100…240V AC, 50/60 Hz 150-F135NBD

24V AC/DC 150-F135NBR

67…201 55 75
100…240V AC, 50/60 Hz 150-F201NBD

24V AC/DC 150-F201NBR

84…251 75 100
100…240V AC, 50/60 Hz 150-F251NBD

24V AC/DC 150-F251NBR

106…317 90 125
100…240V AC, 50/60 Hz 150-F317NBD

24V AC/DC 150-F317NBR

120…361 110 150
100…240V AC, 50/60 Hz 150-F361NBD

24V AC/DC 150-F361NBR

160…480 132 200
100…240V AC, 50/60 Hz 150-F480NBD

24V AC/DC 150-F480NBR

208…625 200 250
110/120V AC, 50/60 Hz 150-F625NBE

230/240V AC, 50/60 Hz 150-F625NBA

260…780 250 300
110/120V AC, 50/60 Hz 150-F780NBE

230/240V AC, 50/60 Hz 150-F780NBA

323…970 315 400
110/120V AC, 50/60 Hz 150-F970NBE

230/240V AC, 50/60 Hz 150-F970NBA

416…1250 400 5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B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B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원이 24V AC/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팬 작동을 위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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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400/415/460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개방형 카탈로그 No.(3)

400/415(kW)
460(Hp)

1…5 2.2 3
100…240V AC, 50/60 Hz 150-F5NBD

24V AC/DC 150-F5NBR

5...25 11 15
100…240V AC, 50/60 Hz 150-F25NBD

24V AC/DC 150-F25NBR

8.6...43 22 30
100…240V AC, 50/60 Hz 150-F43NBD

24V AC/DC 150-F43NBR

12...60 30 40
100…240V AC, 50/60 Hz 150-F60NBD

24V AC/DC 150-F60NBR

17...85 45 60
100…240V AC, 50/60 Hz 150-F85NBD

24V AC/DC 150-F85NBR

27…108 55 75
100…240V AC, 50/60 Hz 150-F108NBD

24V AC/DC 150-F108NBR

34…135 75 100
100…240V AC, 50/60 Hz 150-F135NBD

24V AC/DC 150-F135NBR

67…201 110 150
100…240V AC, 50/60 Hz 150-F201NBD

24V AC/DC 150-F201NBR

84…251 132 200
100…240V AC, 50/60 Hz 150-F251NBD

24V AC/DC 150-F251NBR

106…317 160 250
100…240V AC, 50/60 Hz 150-F317NBD

24V AC/DC 150-F317NBR

120…361 200 300
100…240V AC, 50/60 Hz 150-F361NBD

24V AC/DC 150-F361NBR

160…480 250 400
100…240V AC, 50/60 Hz 150-F480NBD

24V AC/DC 150-F480NBR

208…625 355 500
110/120V AC, 50/60 Hz 150-F625NBE

230/240V AC, 50/60 Hz 150-F625NBA

260…780 450 600
110/120V AC, 50/60 Hz 150-F780NBE

230/240V AC, 50/60 Hz 150-F780NBA

323…970 560 800
110/120V AC, 50/60 Hz 150-F970NBE

230/240V AC, 50/60 Hz 150-F970NBA

416…1250 710 10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B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B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원이 24V AC/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팬 작동을 위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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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500/575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개방형 카탈로그 No.(3)

500(kW)
575(Hp)

1...5 2.2 3
100…240V AC, 50/60 Hz 150-F5NCD

24V AC/DC 150-F5NCR

5...25 15 20
100…240V AC, 50/60 Hz 150-F25NCD

24V AC/DC 150-F25NCR

8.6...43 22 40
100…240V AC, 50/60 Hz 150-F43NCD

24V AC/DC 150-F43NCR

12...60 37 50
100…240V AC, 50/60 Hz 150-F60NCD

24V AC/DC 150-F60NCR

17...85 55 75
100…240V AC, 50/60 Hz 150-F85NCD

24V AC/DC 150-F85NCR

27…108 75 100
100…240V AC, 50/60 Hz 150-F108NCD

24V AC/DC 150-F108NCR

34…135 90 125
100…240V AC, 50/60 Hz 150-F135NCD

24V AC/DC 150-F135NCR

67…201 132 200
100…240V AC, 50/60 Hz 150-F201NCD

24V AC/DC 150-F201NCR

84…251 160 250
100…240V AC, 50/60 Hz 150-F251NCD

24V AC/DC 150-F251NCR

106…317 200 300
100…240V AC, 50/60 Hz 150-F317NCD

24V AC/DC 150-F317NCR

120…361 250 350
100…240V AC, 50/60 Hz 150-F361NCD

24V AC/DC 150-F361NCR

160…480 315 500
100…240V AC, 50/60 Hz 150-F480NCD

24V AC/DC 150-F480NCR

208…625 450 600
110/120V AC, 50/60 Hz 150-F625NCE

230/240V AC, 50/60 Hz 150-F625NCA

260…780 560 800
110/120V AC, 50/60 Hz 150-F780NCE

230/240V AC, 50/60 Hz 150-F780NCA

323…970 710 1000
110/120V AC, 50/60 Hz 150-F970NCE

230/240V AC, 50/60 Hz 150-F970NCA

416…1250 900 13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C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C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원이 24V AC/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팬 작동을 위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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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690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 개방형 카탈로그 No.(2)

690/Y (kW)(3)

600(Hp)

27…108 90 100 100…240V AC, 50/60 Hz 150-F108NZD

34…135 132 125 100…240V AC, 50/60 Hz 150-F135NZD

67…201 160 200 100…240V AC, 50/60 Hz 150-F201NZD

84…251 200 250 100…240V AC, 50/60 Hz 150-F251NZD

106…317 315 400 100…240V AC, 50/60 Hz 150-F317NZD

120…361 355 450 100…240V AC, 50/60 Hz 150-F361NZD

160…480 450 600 100…240V AC, 50/60 Hz 150-F480NZD

208…625 630 800
110/120V AC, 50/60 Hz 150-F625NZE

230/240V AC, 50/60 Hz 150-F625NZA

260…780 800 1000
110/120V AC, 50/60 Hz 150-F780NZE

230/240V AC, 50/60 Hz 150-F780NZA

323…970 1000 1300
110/120V AC, 50/60 Hz 150-F970NZE

230/240V AC, 50/60 Hz 150-F970NZA

416…1250 1200 16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Z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Z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Y-유형 시스템에서만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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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26 - 200/208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개방형 카탈로그 No.(3)

200/208

1.7…8.7 — 2
100…240V AC, 50/60 Hz 150-F5NBD

24V AC/DC 150-F5NBR

8.7…43 — 10
100…240V AC, 50/60 Hz 150-F25NBD

24V AC/DC 150-F25NBR

14.9…74 — 20
100…240V AC, 50/60 Hz 150-F43NBD

24V AC/DC 150-F43NBR

20.8…104 — 30
100…240V AC, 50/60 Hz 150-F60NBD

24V AC/DC 150-F60NBR

29.4…147 — 40
100…240V AC, 50/60 Hz 150-F85NBD

24V AC/DC 150-F85NBR

47…187 — 60
100…240V AC, 50/60 Hz 150-F108NBD

24V AC/DC 150-F108NBR

59…234 — 75
100…240V AC, 50/60 Hz 150-F135NBD

24V AC/DC 150-F135NBR

116…348 — 100
100…240V AC, 50/60 Hz 150-F201NBD

24V AC/DC 150-F201NBR

145…435 — 150
100…240V AC, 50/60 Hz 150-F251NBD

24V AC/DC 150-F251NBR

183…549 — 200
100…240V AC, 50/60 Hz 150-F317NBD

24V AC/DC 150-F317NBR

208…625 — 200
100…240V AC, 50/60 Hz 150-F361NBD

24V AC/DC 150-F361NBR

277…831 — 300
100…240V AC, 50/60 Hz 150-F480NBD

24V AC/DC 150-F480NBR

283…850 — 300
110/120V AC, 50/60 Hz 150-F625NBE

230/240V AC, 50/60 Hz 150-F625NBA

300…900 — 300
110/120V AC, 50/60 Hz 150-F780NBE

230/240V AC, 50/60 Hz 150-F780NBA

400…1200 — 400
110/120V AC, 50/60 Hz 150-F970NBE

230/240V AC, 50/60 Hz 150-F970NBA

533…1600 — 5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B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B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원이 24V AC/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팬 작동을 위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40ra.rockwell.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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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230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개방형 카탈로그 No.(3)

230

1.7…8.7 2.2 2
100…240V AC, 50/60 Hz 150-F5NBD

24V AC/DC 150-F5NBR

8.7…43 11 15
100…240V AC, 50/60 Hz 150-F25NBD

24V AC/DC 150-F25NBR

14.9…74 22 25
100…240V AC, 50/60 Hz 150-F43NBD

24V AC/DC 150-F43NBR

20.8…104 30 40
100…240V AC, 50/60 Hz 150-F60NBD

24V AC/DC 150-F60NBR

29.4…147 45 50
100…240V AC, 50/60 Hz 150-F85NBD

24V AC/DC 150-F85NBR

47…187 55 60
100…240V AC, 50/60 Hz 150-F108NBD

24V AC/DC 150-F108NBR

59…234 75 75
100…240V AC, 50/60 Hz 150-F135NBD

24V AC/DC 150-F135NBR

116…348 110 125
100…240V AC, 50/60 Hz 150-F201NBD

24V AC/DC 150-F201NBR

145…435 132 150
100…240V AC, 50/60 Hz 150-F251NBD

24V AC/DC 150-F251NBR

183…549 160 200
100…240V AC, 50/60 Hz 150-F317NBD

24V AC/DC 150-F317NBR

208…625 200 250
100…240V AC, 50/60 Hz 150-F361NBD

24V AC/DC 150-F361NBR

277…831 250 350
100…240V AC, 50/60 Hz 150-F480NBD

24V AC/DC 150-F480NBR

283…850 250 350
110/120V AC, 50/60 Hz 150-F625NBE

230/240V AC, 50/60 Hz 150-F625NBA

300…900 250 350
110/120V AC, 50/60 Hz 150-F780NBE

230/240V AC, 50/60 Hz 150-F780NBA

400…1200 400 400
110/120V AC, 50/60 Hz 150-F970NBE

230/240V AC, 50/60 Hz 150-F970NBA

533…1600 500 6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B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B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원이 24V AC/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팬 작동을 위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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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400/415/460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개방형 카탈로그 No.(3)

400/415(kW)
460(Hp)

1.7…8.7 4 5
100…240V AC, 50/60 Hz 150-F5NBD

24V AC/DC 150-F5NBR

8.7…43 22 30
100…240V AC, 50/60 Hz 150-F25NBD

24V AC/DC 150-F25NBR

14.9…74 37 50
100…240V AC, 50/60 Hz 150-F43NBD

24V AC/DC 150-F43NBR

20.8…104 55 75
100…240V AC, 50/60 Hz 150-F60NBD

24V AC/DC 150-F60NBR

29.4…147 75 100
100…240V AC, 50/60 Hz 150-F85NBD

24V AC/DC 150-F85NBR

47…187 90 150
100…240V AC, 50/60 Hz 150-F108NBD

24V AC/DC 150-F108NBR

59…234 132 150
100…240V AC, 50/60 Hz 150-F135NBD

24V AC/DC 150-F135NBR

116…348 160 250
100…240V AC, 50/60 Hz 150-F201NBD

24V AC/DC 150-F201NBR

145…435 250 350
100…240V AC, 50/60 Hz 150-F251NBD

24V AC/DC 150-F251NBR

183…549 315 450
100…240V AC, 50/60 Hz 150-F317NBD

24V AC/DC 150-F317NBR

208…625 355 500
100…240V AC, 50/60 Hz 150-F361NBD

24V AC/DC 150-F361NBR

277…831 450 700
100…240V AC, 50/60 Hz 150-F480NBD

24V AC/DC 150-F480NBR

283…850 500 700
110/120V AC, 50/60 Hz 150-F625NBE

230/240V AC, 50/60 Hz 150-F625NBA

300…900 500 700
110/120V AC, 50/60 Hz 150-F780NBE

230/240V AC, 50/60 Hz 150-F780NBA

400…1200 710 1000
110/120V AC, 50/60 Hz 150-F970NBE

230/240V AC, 50/60 Hz 150-F970NBA

533…1600 900 14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B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B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원이 24V AC/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팬 작동을 위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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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500/575V AC SMC Flex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 모터와 사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개방형 카탈로그 No.(3)

500(kW)
575(Hp)

1.7…8.7 5.5 7.5
100…240V AC, 50/60 Hz 150-F5NCD

24V AC/DC 150-F5NCR

8.7…43 15 40
100…240V AC, 50/60 Hz 150-F25NCD

24V AC/DC 150-F25NCR

14.9…74 45 60
100…240V AC, 50/60 Hz 150-F43NCD

24V AC/DC 150-F43NCR

20.8…104 55 100
100…240V AC, 50/60 Hz 150-F60NCD

24V AC/DC 150-F60NCR

29.4…147 90 150
100…240V AC, 50/60 Hz 150-F85NCD

24V AC/DC 150-F85NCR

47…187 132 150
100…240V AC, 50/60 Hz 150-F108NCD

24V AC/DC 150-F108NCR

59…234 160 200
100…240V AC, 50/60 Hz 150-F135NCD

24V AC/DC 150-F135NCR

116…348 250 300
100…240V AC, 50/60 Hz 150-F201NCD

24V AC/DC 150-F201NCR

145…435 315 400
100…240V AC, 50/60 Hz 150-F251NCD

24V AC/DC 150-F251NCR

183…549 400 500
100…240V AC, 50/60 Hz 150-F317NCD

24V AC/DC 150-F317NCR

208…625 450 600
100…240V AC, 50/60 Hz 150-F361NCD

24V AC/DC 150-F361NCR

277…831 560 900
100…240V AC, 50/60 Hz 150-F480NCD

24V AC/DC 150-F480NCR

283…850 560 900
110/120V AC, 50/60 Hz 150-F625NCE

230/240V AC, 50/60 Hz 150-F625NCA

300…900 630 900
110/120V AC, 50/60 Hz 150-F780NCE

230/240V AC, 50/60 Hz 150-F780NCA

400…1200 800 1300
110/120V AC, 50/60 Hz 150-F970NCE

230/240V AC, 50/60 Hz 150-F970NCA

533…1600 1100 1600
110/120V AC, 50/60 Hz 150-F1250NCE

230/240V AC, 50/60 Hz 150-F1250NCA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원이 24V AC/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팬 작동을 위해 별도의 120V 또는 240V 단상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3)   108 A 정격 이상의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5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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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배선도

그림 12 -  SMC Flex—라인 컨트롤러의 배선도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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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표 30 - SMC Flex 기능 사양

특성 설명

표준 기능

설치
전원 배선 표준 농형(squirrel-cage) 유도 모터 또는 Wye-Delta, 6리드 모터

제어 배선 2 및 3-선 제어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설정

키패드 전면 키패드와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 옵션 20-HIM-A 모듈은 가용 DPI 포트를 사용해 연결 가능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값은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DriveTools, 및  

DriveExplorer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해 SMC Flex 컨트롤러로 다운로드됨

통신 옵션 휴먼 인터페이스로의 연결과 통신 모듈 연결을 위해 각각 1개의 DPI 포트 제공

기동 및 정지 모드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기동
듀얼 램프 전전압
선형 가속 프리셋 감속
소프트 스탑

보호 및 진단
전력 손실, 라인 폴트, 전압 불균형, 과도한 기동/시간, 상 역전, 저전압, 과전압,  
컨트롤러 온도, 중단, 걸림, 개방 게이트, 과부하, 저부하 및 통신 폴트

계량 암페어, 볼트, kW, kWh, MW, MWH, 경과 시간, 역률, 모터 열용량 활용률

알람 접점 과부하, 저부하, 저전압, 과전압, 불균형, 걸림, 중단 및 접지 폴트

상태 표시 정지됨, 기동중, 정지중, 현재 속도, 알람 및 폴트

보조 접점 프로그래밍 가능한 4가지 접점 - 정상/전속력 가동/폴트/알람/네트워크(N.O./N.C.) 또는 외부 바이패스 (N.O.만 해당)

기능 옵션

펌프 제어
기동 및 정지 중 원심 펌핑 시스템의 유체 서지를 감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동 시간은 0~30초 범위 내에서, 정지 시간은 0~30초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동 제어(1)

SMB 스마트 모터 
제동

모터를 빠르게 정지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추가 장비 없이 모터 제동을 제공합니다.  
제동 전류는 0에서 모터의 전부하 전류 정격의 4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Accu-Stop

제어되는 위치 정지를 제공합니다. 정지 중 제동 토크는 모터가 사전 설정된 감속값 
(정격 속도의 7% 또는 15%)에 도달할 때까지 모터에 적용되며 정지 명령이 지정될 때까지  
이 속도로 모터를 유지합니다. 모터가 0의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제동 토크가 적용됩니다.

제동 전류는 0에서 전부하 전류의 450%까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제동을 통한 감속 배치나 정렬을 위해 정방향 감속이 필요하고 정지하기 위해 제동 제어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1)   비상 정지 용도는 아닙니다. 비상 정지 요구사항은 해당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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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전원 및 제어 회로 정격

특성 장치 정격 UL/CSA/NEMA IEC
전원 회로

정격 동작 전압
480V 200…480V AC (–15%, +10%) 200~415V

600V 200…600V AC (–15%, +10%) 200~500V

690V 230…600V AC (–15%, +10%) 230…690V/Y (–15%, +10%)

정격 절연 전압
480V

—

500V

600V 500V

690V 690V

정격 임펄스 전압
480V

— 6000V600V

690V

전압 내성
480V

2200V AC 2500V600V

690V

최대 반복 역전압 정격
480V 1400V 1400V

600V 1600V 1600V

690V 1800V 1800V

작동 빈도 전체 50/60 Hz

활용 범주
5~480 A MG 1 AC-53b:3.0-50:1750

625~1250 A MG 1 AC-53b:3.0-50:3550

전기 충격 보호
5~85 A

—

IP20

108~480 A IP2X (단자 커버 포함)

625~1250 A IP00 (개방형 장치)

DV/DT 보호
480V 및 600V RC Snubber 네트워크

690V 없음

과도전압 방지
480V 및 600V 금속산화물 바리스터: 220 Joules (옵션)

690V 없음

제어회로

정격 동작 전압(1) 5~480 A 100…240V AC 또는 24V AC/DC

625~1250 A 110/120V AC 및 230/240V AC

정격 절연 전압 전체 — 240V

정격 임펄스 전압 전체 — 3000V

전압 내성 전체 1600V AC 2000V

작동 주파수 전체 50/60 Hz

최소 입력 On 상태 전압 85V AC, 19.2V DC / 20.4V AC

입력 On 상태 전류 20 mA @120V AC / 40 mA @ 240V AC, 7.6 mA @ 24V AC/DC

최대 입력 O� 상태 전압 50V AC, 10V DC / 12V AC

입력 O� 상태 전압에서 입력 O� 상태 전류 <10 mA AC, <3 mA DC

(1)   690V 전원은 100…240V 제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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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단락 보호 성능, 200…600V, Type 1 코디네이션(1)(2)

SCCR 목록(3) 장치 정격 최대 표준 폴트 최대 표준 퓨즈 [A](4) 최대 표준 폴트 최대 회로 차단기 [A] 최대 고폴트 최대 퓨즈 [A] (5)

라인 장치 동작 
전류 정격 [A]

5 5 kA 20 5 kA 20 70 kA 10

25 5 kA 100 5 kA 100 70 kA 50

43 10 kA 150 10 kA 150 70 kA 90

60 10 kA 225 10 kA 225 70 kA 125

85 10 kA 300 10 kA 300 70 kA 175

108 10 kA 400 10 kA 300 70 kA 200

135 10 kA 500 10 kA 400 70 kA 225

201 18 kA 600 18 kA 600 70 kA 350

251 18 kA 700 18 kA 700 70 kA 400

317 30 kA 800 30 kA 800 69 kA 500

361 30 kA 1000 30 kA 1000 69 kA 600

480 42 kA 1200 42 kA 1200 69 kA 800

625 42 kA 1600 42 kA 1600 74 kA 1600

780 42 kA 1600 42 kA 2000 74 kA 1600

970 85 kA 2500 85 kA 2500 85 kA 2500

1250 85 kA 3000 85 kA 3200 85 kA 3000

델타 장치 동작 
전류 정격 [A]

8.7 5 kA 35 5 kA 35 70 kA 17.5

43 5 kA 150 5 kA 150 70 kA 90

74 10 kA 300 10 kA 300 70 kA 150

104 10 kA 400 10 kA 400 70 kA 200

147 10 kA 400 10 kA 400 70 kA 200

187 10 kA 600 10 kA 500 70 kA 300

234 10 kA 700 10 kA 700 70 kA 400

348 18 kA 1000 18 kA 1000 70 kA 600

435 18 kA 1200 18 kA 1200 70 kA 800

549 30 kA 1600 30 kA 1600 69 kA 1000

625 30 kA 1600 30 kA 1600 69 kA 1200

831 42 kA 1600 30 kA 1600 69 kA 1600

831 42 kA 1600 42 kA 1200 69 kA 1600

850 42 kA 1600 42 kA 2000 74 kA 1600

900 42 kA 1600 42 kA 2000 74 kA 1600

1200 85 kA 3000 85 kA 3200 85 kA 3000

1600 85 kA 3000 85 kA 3200 85 kA 3000

(1)   Type 1 성능/보호 - 단락이 발생한 경우, 퓨즈 또는 회로 차단기로 보호되는 스타터가 사람이나 설비에 손상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   외부 바이패스 또는 절연 접촉기가 있는 폐쇄형 패널의 단락 전류 정격(SCCR) 정보는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lobal-sccr.page를 참고하십시오.
(3)   적절한 단락 보호 규모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4)   비시간 지연 퓨즈 (K5 — 5…480A (8.7…831 A) 장치; Class L — 625…1250A (850…1600 A) 장치).
(5)   시간 지연 Class CC, J, 또는 L 퓨즈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의 고용량 폴트 정격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lobal-sccr.page


SMC Flex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50-TD009A-KO-P - 2017년 11월 43

표 33 - 단락 보호 성능, 690V, Type 1 코디네이션(1)

SCCR 목록(2) 장치 정격 최대 표준 폴트 테스트된 최대 전류 — 북미 유형 테스트된 최대 전류 — 유럽 유형

최대 FLC

108 70 kA A070URD33xxx500
6,9 gRB 73xxx400
6,6URD33xxx500

135 70 kA A070URD33xxx500
6,9 gRB 73xxx400
6,6URD33xxx500

201 70 kA A070URD33xxx700
6,9 gRB 73xxx630
6,6URD33xxx700

251 70 kA A070URD33xxx700
6,9 gRB 73xxx630
6,6URD33xxx700

317 70 kA A070URD33xxx900
6,9 gRB 73xxx800
6,6URD33xxx900

361 70 kA A070URD33xxx900
6,9 gRB 73xxx800
6,6URD33xxx900

480 70 kA A070D33xxx1250 A100URD73xxx1250
9 URD 73xxx1250
6,6URD33xxx1250

625 70 kA A070URD33xxx1400 6,6URD33xxx1400
780 70 kA A070URD33xxx1400 6,6URD33xxx1400
970 85 kA 병렬 A070URD33xxx1250에 퓨즈 2개 병렬 6,6URD33xxx1250에 퓨즈 2개

1250 85 kA 병렬 A070URD33xxx1250에 퓨즈 2개 병렬 6,6URD33xxx1250에 퓨즈 2개

(1)   Type 1 성능/보호 - 단락이 발생한 경우, 퓨즈 또는 회로 차단기로 보호되는 스타터가 사람이나 설비에 손상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   적절한 단락 보호 규모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표 34 - 전원 요구사항

장치 정격 [A] 제어 전원 설명

제어 모듈
1…480

100…240V AC (–15%, +10%) 변압기 75 VA

24V AC (-15%, +10%) 변압기 130 VA

24V DC (-15%, +10%)

돌입 전류 5 A

돌입 시간 250 ms

과도 와트 60 W

과도 시간 500 ms

안정 상태 와트 24 W

최소 Allen-Bradley 전원 공급 장치 1606-XLP50E

625…1250 751 VA (800 VA 권장)

방열판 팬(1)

5…135 A, 20 VA

201…251 A, 40 VA

317…480 A, 60 VA

625…1250 A, 150 VA

(1)   방열판 팬은 110/120V AC 또는 220/240V AC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44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50-TD009A-KO-P - 2017년 11월

SMC Flex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표 35 - 안정 상태 열 방출

컨트롤러 정격 [A] 제어 및 팬 전원이 있는 경우 안정 상태 열 방출 [W] 컨트롤러 정격 [A] 제어 및 팬 전원이 있는 경우 안정 상태 열 방출 [W]
5 70 251 198

25 70 317 225

43 81 361 245

60 97 480 290

85 129 625 446

108 91 780 590

135 104 970 812

201 180 1250 1222

표 36 - 보조 접점 정격

접점 유형 특성 값

보조 접점
19/20 (Aux #1)
29/30 (Aux #2)
31/32 (Aux #3)
33/34 (Aux #4)

제어 회로 유형 전자 릴레이

접점 수 1
접점 유형 프로그래밍 가능한 N.O./N.C.
전류 유형 AC
정격 동작 전류 3 A @ 120V AC, 1.5 A @ 240V AC

규약 열 전류 Ith AC/DC 5 A
가동/제동 VA 3600/360

활용 범주 AC-15/DC

표 37 - 입력 정격

입력 유형 특성 수치

PTC 입력 정격

응답 저항 3400 Ω ±150 Ω
저항 재설정 1600 Ω ±100 Ω
단락 트립 저항 25 Ω ±10 Ω

PTC 단자에서 최대 전류 (RPTC = 4 kΩ) < 7.5V

PTC 단자에서 최대 전압 (RPTC = open) 30V

최대 센서 수 6

PTC 센서 체인의 최대 냉기 저항 1500 Ω
응답 시간 800 ms

타코미터 입력 0…5V DC, 4.5V DC = 100% 속도

표 38 - 환경 정격

특성 수치

동작 온도 범위 -5…+50 °C (23…+122 °F) (개방); -5…+40 °C (23…+104 °F) (폐쇄)

보관 및 이송 온도 범위 -20~+75 °C (-4~167 °F)

고도 2000 m (6560 ft)

습도 5…95% (비응축)

오염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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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기계 정격

특성 장치 정격 수치

내진동

작동 전체 최고 1.0 G, 0.15 mm(0.006 in.) 변위

비작동
5~480 A 최고 2.5 G, 0.38 mm(0.015 in.) 변위

625~1250 A 최고 1.0 G, 0.15 mm(0.006 in.) 변위

내충격

작동

5~85 A 15 G

108~480 A 5.5 G

625~1250 A 4 G

비작동

5~85 A 30 G

108~480 A 25 G

625~1250 A 12 G

구조

전원 극성 5~85 A 방열판 사이리스터 모듈식 설계

전원 극성 108~1250 A 방열판 하키 퍽 사이리스트 모듈식 설계

제어 모듈 서모셋 및 열가소성 몰딩

금속 부품 도금된 황동, 구리 또는 도장 금속

표 40 - 전원 및 제어 단자

특성 장치 정격
수치

라인 측 부하 측

전원 단자

5~85 A

전선 크기 — 상단 — 2.5…95 mm2 (14…3/0 AWG)
하단 — 0.8…2.5 mm2 (18…14 AWG)

전선 크기 — 상단 — 2.5…50 mm2 (14…1 AWG)
하단 — 0.8…2.5 mm2 (18…14 AWG)

조임 토크 — 14.7 N•m (130 lb.-in.) 
전선 스트립 길이—18…20 mm (0.22…0.34 in.)

108~135 A 전원 극성 당 M10 x 1.5 직경 구멍 1개

201~251 A 전원 극성 당 M10 x 1.5 직경 구멍 2개

317~480 A 전원 극성 당 M12 x 1.75 직경 구멍 2개

625~1250 A 전원 극성 당 13.5 mm 직경 구멍 2개

전력 단자 표시 NEMA, CENELEC EN50 012

제어 단자 M3 나사 클램프 Yoke 연결 클램프

표 41 - EMC 배출 정격

특성 수치

EMC 방출 레벨
전도 무선 주파수 방출 Class A

복사성 방출 Class A

EMC 내성 레벨

전자 방전 8kV 기중 방전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EN/IEC 60947-4-2 준수

급속 과도 EN/IEC 60947-4-2 준수

서지 과도 EN/IEC 60947-4-2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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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과부하 특징

전류 범위[A] 라인 결선 컨트롤러 델타 결선 컨트롤러
5 1...5 1.7…9

25 5...25 8.6…43

43 8.6...43 14.8…75

60 12...60 20.8…104

85 17...85 29.4…147

108 27…108 47…187

135 34…135 59…234

201 67…201 116…348

251 84…251 145…435

317 106…317 183…549

361 120…361 208…625

480 160…480 277…831

625 208…625 283…850

780 260…780 300…900

970 323…970 400…1200

1250 416…1250 533…1600

트립 클래스 10, 15, 20 및 30

트립 전류 정격 모터 FLC의 117%

극 수 3

규격 준수 및 인증

규격 준수 인증

UL 508
c-UL-us 등재(외함을 제외한 본체에 해당)  
(File No. E96956, Guides NMFT, NMFT7)

CSA C22.2 No.14 CSA 인증(File No. LR 1234)
EN/IEC 60947-1 CE 마크 획득
EN/IEC 60947-4-2 CC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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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및 배송 중량

치수는 밀리미터(인치) 단위입니다. 제시된 치수는 제작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개방형 컨트롤러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p j ` J c ä É ñ

Lang

q j

b ëÅ p Éä

CA

B

정격 전류 [A] B (높이) A (폭) C (깊이) 무게

5…85 321.0 (12.60) 150.0 (5.90) 203.0 (8.00) 5.7 kg (12.5 lb)

108…135 443.7 (17.47) 196.4 (7.74) 212.2 (8.35) 15.0 kg (33.0 lb)

201…251 560.0 (22.05) 225.0 (8.86) 253.8 (9.99) 30.4 kg (67.0 lb)

317…480 600.0 (23.62) 290.0 (11.42) 276.5 (10.89) 45.8 kg (101 lb)

625…780 1041.1 (41.00) 596.9 (23.50) 346.2 (13.63) 179 kg (395 lb)

970…1250 1041.1 (41.00) 596.9 (23.50) 346.2 (13.63) 224 kg (495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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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5…85 A 컨트롤러

단위 A (폭) B (높이) C (깊이) D E F H 배송 중량
mm 150.1 307 203.1 120 291 119.8 14.1 5.7 kg

in. 5.91 12.09 8.00 4.72 11.46 4.72 0.56 12.6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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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108…135 A 컨트롤러

A

B

C
D

E

F

G

단위 A (폭) B (높이) C (깊이) D E F G 배송 중량
mm 196.4 443.7 212.2 166.6 367 129.5 26 15 kg

in. 7.74 17.47 8.35 6.56 14.45 5.10 1.02 33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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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201…251 A 컨트롤러

1.000

13.5
(.531)

50.8
(2.0)

24.9
(.980)

25
(.984)

48
(1.890)

DETAIL AA
SCALE 

#8-32 UNC-2B

M10 X 1.5

560
(22.047)

225
(8.858)

504.1
(19.847)

150
(5.906) Ø 13Ø

(.513)

Ø 11.5Ø
(.453)

Ø 27.5Ø
(1.083)

19.7
(.776)

91.189
(3.59)

164.126
(6.46)

152.749
(6.01)

44.311
(1.74)

79.811
(3.14)

245.689
(9.67)

80
(3.15)

SEE DETAIL AA 

B

A

H I

E

D

G

157.25
(6.2)

6.4
(.250)

253.8
(9.992)

40.9
(1.6)

C

F

단위 A (폭) B (높이) C (깊이) D E F G H I 배송 중량
mm 225 560 253.8 150 504.1 157.25 91.189 44.311 79.811 30.4 kg

in. 8.858 22.047 9.992 5.906 19.847 6.2 3.59 1.74 3.14 67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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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 치수: 317…480 A 컨트롤러

63.5
(2.50)

17
(.67)

22.5
(.89)

#8 - 32 UNC - 2B

12.522
(.49)

32.74
(1.29)

48
(1.89)

M12 x 1.75

30.5
(1.20)

157.25
(6.2)

6.4
(.250)

253.8
(9.992)

40.9
(1.6)

C

F

단위 A (폭) B (높이) C (깊이) D E F G H I 배송 중량
mm 290 600 276.5 200 539.18 182.25 104.5 55.5 103.5 45.8 kg

in. 11.42 23.62 10.89 7.87 21.23 7.18 4.11 2.19 4.07 101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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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치수: 625…780 A 컨트롤러

23.50
596,9[ ]

41.00
1041,4[ ]

2.00
50,8[ ]

4.00
101,6[ ]

1.20
30,5[ ]

21.69
550,9[ ]

1.64
41,6[ ]

7.89
200,4[ ]

23.39
594,1[ ]

38.45
976,6[ ]

.90
23[ ]

13.63
346,2[ ]

2X .25
6,4[ ]

.78
19,8[ ]

3.62
92,1[ ]

8.46
214,9[ ]

3X .25
.05[ ]

.39
10[ ]

13.86
351,9[ ]

14.54
369,4[ ]

19.54
496,3[ ]

29.02
737[ ]

Ø.500
12,7[ ]

Ø.531
13,49[ ]

7.35
186,6[ ]

14.35
364,4[ ]

8.25
209,5[ ]

7.00
177,8[ ]

4X 2.75
69,8[ ]

4X 3.00
76,2[ ] Ø.734

18,64[ ]

1.00
25,4[ ]

SEE DETAIL  A

3X DETAIL  A

#8-32 UNC-2B

C

F

B

E

G

A

D

단위 A (폭) B (높이) C (깊이) D E F G 배송 중량
mm 596.9 1041.4 346.2 550.9 594.1 214.9 200.4 224 kg

in. 23.5 41.0 13.63 21.69 23.39 8.46 7.89 495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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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970…1250 A 컨트롤러

41.00
1041,4[ ]

23.39
594,1[ ]

7.89
200,4[ ]

1.64
41,6[ ]

.90
23[ ]

21.69
550,9[ ]

23.50
596,9[ ]

3X .15
3,8[ ]

13.86
351,9[ ]

14.54
369,4[ ]

19.54
496,3[ ]

29.02
737[ ]

4.57
116,2[ ]

8.46
214,9[ ]

2X .25
6,4[ ]

13.63
346,2[ ]

Ø.500
12,7[ ]

2.50
63,5[ ]

5.00
127[ ]

.74
18,8[ ]

1.20
30,5[ ]

.28
7,2[ ]

Ø.531
13,49[ ]

38.45
976,6[ ]

4X 2.25
57,1[ ]

4X 2.00
50,8[ ] Ø.734

18,64[ ]

8.25
209,5[ ]

7.00
177,8[ ]

7.35
186,6[ ]

14.35
364,4[ ]

1.25
31,8[ ]

SEE DETAIL  A

3X DETAIL  A

#8-32 UNC-2B

C

F

B

E

G

A

D

단위 A (폭) B (높이) C (깊이) D E F G 배송 중량
mm 596.9 1041.4 346.2 550.9 594.1 214.9 200.4 224 kg

in. 23.5 41.0 13.63 21.69 23.39 8.46 7.89 495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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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최소 외함 크기

A

B

C

정격 전류 [A] B 높이 [mm (in.)] A 넓이 [mm (in.)] C 깊이 [mm (in.)]
5 610 (24) 406 (16) 254 (10)

25 610 (24) 406 (16) 254 (10)

43 610 (24) 406 (16) 254 (10)

60 610 (24) 406 (16) 254 (10)

85 610 (24) 406 (16) 254 (10)

108 762 (30) 610 (24) 305 (12)

135 762 (30) 610 (24) 305 (12)

201 965 (38) 762 (30) 356 (14)

251 965 (38) 762 (30) 356 (14)

317 1295 (51) 914 (36) 356 (14)

361 1295 (51) 914 (36) 356 (14)

480 1295 (51) 914 (36) 356 (14)

625 2286 (90) 762 (30) 508 (20)

780 2286 (90) 762 (30) 508 (20)

970(1) 2286 (90) 762 (30) 508 (20)

1250(1) 2286 (90) 762 (30) 508 (20)

(1)   970과 1250 A SMC-Flex 컨트롤러는 240 cfm를 공급할 수 있는 도어 장착 팬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유입 및 유출 필터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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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보호 모듈

동일한 보호 모듈이 SMC-Flex 컨트롤러의 라인 또는 부하 측에 장착됩니다. 보호 모듈의 사용을 적극 권합니다. 라인 측과 부하 측 
보호가 모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보호 모듈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Inside-the-delta 연결 방식이나 펌프 또는 제동 제어 옵션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SMC Flex 컨트롤러의 부하(모터) 측에 보호 모듈을 위치하면 안됩니다.

정격 전류 [A] 설명 Cat. No.
5…85

480V 보호 모듈
150-F84

108…1250 150-F84L

5…85
600V 보호 모듈

150-F86

108…1250 150-F86L

단자 러그 키트

전류 범위 [A](1) 전선 크기 범위
각 측에 가능한 총 단자 러그 수 패키지 

수량
Cat. No.

라인 측 부하 측
108…135(2)

#6…250 MCM AWG
16 mm2…120 mm2

3 3 3
199-LF1

201…251(2) 6 6 3

317…480(2) #4…500 MCM AWG
25 mm2…240 mm2 6 6 3 199-LG1

625…780 2/0…500 MCM 6 6 3 100-DL630

970 4/0…500 MCM 3 3 3 100-DL860

1250(3)
2/0…500 MCM 3 3 3 100-DL630

4/0…500 MCM 3 3 3 100-DL860

(1)   5…85 A 유닛에는 박스 러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러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복선 러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적절한 러그 카탈로그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3)   1250 A 장치는 연결 당 100-DL630(1)과 100-DL860(1)이 필요합니다.

IEC 라인 또는 부하 단자 커버

설명(1) 전류 범위[A] 패키지 수량 카탈로그 No.

• 전방 사각지대 보호
• 250 MC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경우, IP2X 손가락 안전

108…135 1 150-TC1

201…251 1 150-TC2

• 전방 사각지대 보호
• 500 MC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경우, IP2X 손가락 안전

317…480 1 150-TC3

(1)   5…85 A 유닛에는 단자 가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단자 가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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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Human Interface Module) 및 통신 모듈

설명 카탈로그 No.

휴대용 HIM
LCD 디스플레이, 숫자 전용 키패드(2) 20-HIM-A3

LCD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머 전용(2) 20-HIM-A5

도어 장착형 HIM
원격 (패널 장착) LCD 디스플레이, 숫자 전용 키패드 20-HIM-C3S

LCD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머 전용 (3 m 케이블 포함) 20-HIM-C5S

HIM 인터페이스 케이블

HIM 인터페이스 케이블, 1m 20-HIM-H10

케이블 키트(Male-Female) 0.33m 1202-H03

케이블 키트(Male-Female) 1m 1202-H10

케이블 키트(Male-Female) 3m 1202-H30

케이블 키트(Male-Female) 9m 1202-H90

DPI/SCANport™ 1:2 포트 분배용 케이블 1203-S03

설명 함께 사용 카탈로그 No.

통신 모듈

RS-485 DF1 통신 어댑터

SMC Flex

20-COMM-S

PROFIBUS™ DP 통신 어댑터 20-COMM-P

ControlNet™ 통신 어댑터(Coax) 20-COMM-C

Interbus™ 통신 어댑터 20-COMM-I

Modbus/TCP 통신 어댑터 20-COMM-M

DeviceNet™ 통신 어댑터 20-COMM-D

EtherNet/IP™ 통신 어댑터 20-COMM-E

듀얼 포트 EtherNet/IP 통신 어댑터 20-COMM-ER

HVAC 통신 어댑터 20-COMM-H

ControlNet™ 통신 어댑터(광섬유) 20-COMM-Q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Windows 7/2000/XP/Vista

www.rockwellautomation.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DriveExecutive™ 9303-4DTE01ENE

DriveTools™ SP (1) 9303-4DTS01ENE

AnaCANda™ RS-232 - DPI
PC 인터페이스

직렬 1203-SSS(3)

DPI - USB USB 1203-USB(4)

(1)   DriveExecutive™와 DriveObserver™ 포함

(2)   SMC Flex 컨트롤러와의 연결을 위해 20-HIM-H10 케이블 1개 필요

(3)   카탈로그 No. 1203-SFC와 1202-C10 케이블 포함

(4)   카탈로그 No. 20-HIM-H10과 22-HIM-H10 케이블 포함

http://www.rockwellautom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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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50 컨트롤러

SMC-50 컨트롤러는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유연하게 다양한 제어 요구를 충족해줍니다. 고급 모니터링 및 보호, 탁월한 통신 
기능 및 에너지 절전 모드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고 다운타임은 감소해줍니다. 3상 제어, 내장형 과부하보호기능, 착탈식 제어 
모듈과 단자대가 비용 효율적인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며, 바이패스 내장형 또는 솔리드 스테이트형 전원 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격 및 헤비 듀티 정격, 확장 가능한 I/O 및 외부 센서 연결성, LCD 스크린 또는 PC 소프트웨어를 통한 설정 및 
네트워크 통합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작동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 스타트 • 전전압 기동 • 무센서 선형 가속

• 전류 제한 기동 • 듀얼 램프 스타트 • 무센서 선형 감속

• 선택 가능한 킥스타트 • 펌프 기동 • 토크 제어

• 무동력 정지 • 프리셋 감속 • 통합 모터 권선 히터

• 소프트 스탑 • 펌프 정지 • 에너지 절약

• 스마트 모터 제동 • 비상 가동

• Accu-Stop • 외부 바이패스

• 제동을 통한 감속 • 저항 부하

카탈로그 번호 설명

이 섹션에서 제공되는 예시는 제품 선택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SMC- 50 컨트롤러를 구성하려면 ProposalWorks를 사용하십시오. 
ProposalWorks는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50-S 135 N B D
                                                                                    

a b c d e

a b c
Bulletin Number 컨트롤러 유형 및 정격 외함 유형

코드 설명 바이패스 내장형 SMC-50 컨트롤러 솔리드 스테이트형 SMC-50 컨트롤러 코드 설명

150-S SMC-50 모터 컨트롤러 코드 설명 코드 설명 N 외함없음

108 108 A 내부 바이패스 포함 B1 90 A

135 135 A 내부 바이패스 포함 B2 110 A

201 201 A 내부 바이패스 포함 B3 140 A

251 251 A 내부 바이패스 포함 B4 180 A

317 317 A 내부 바이패스 포함 C1 210 A

361 361 A 내부 바이패스 포함 C2 260 A

480 480 A 내부 바이패스 포함 C3 320 A

D1 361 A

D2 420 A

D3 520 A

d e
라인 전압 제어 전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B 200…480V AC, 3상, 50 및 60 Hz D 100…240V AC(2개의 24V DC 입력 및 2개의 릴레이 출력 내장)

U 200…690V AC, 3상, 50 및 60 Hz R 24V DC(2개의 24V DC 입력 및 2개의 릴레이 출력 내장)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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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바이패스 내장형 SMC-50 컨트롤러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연결하는 경우

활용 범주: AC-53b:3.0-50:1750. 과도하지 않은 기동: 컨트롤러 최대 전류 정격의 300%, 기동 시간 50초, 주변 온도가 50°C인 환경에서 
시간당 두 번의 기동 지원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43 -바이패스 내장형 200/208V AC 및 230V AC SMC-50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카탈로그 No.(3)

200/208

27…108 — 30
100…240V AC, 50/60 Hz 150-S108NBD

24V DC 150-S108NBR

34…135 — 40
100…240V AC, 50/60 Hz 150-S135NBD

24V DC 150-S135NBR

67…201 — 60
100…240V AC, 50/60 Hz 150-S201NBD

24V DC 150-S201NBR

84…251 — 75
100…240V AC, 50/60 Hz 150-S251NBD

24V DC 150-S251NBR

106…317 — 100
100…240V AC, 50/60 Hz 150-S317NBD

24V DC 150-S317NBR

120…361 — 125
100…240V AC, 50/60 Hz 150-S361NBD

24V DC 150-S361NBR

160…480 — 150
100…240V AC, 50/60 Hz 150-S480NBD

24V DC 150-S480NBR

230

27…108 30 40
100…240V AC, 50/60 Hz 150-S108NBD

24V DC 150-S108NBR

34…135 37 50
100…240V AC, 50/60 Hz 150-S135NBD

24V DC 150-S135NBR

67…201 55 75
100…240V AC, 50/60 Hz 150-S201NBD

24V DC 150-S201NBR

84…251 75 100
100…240V AC, 50/60 Hz 150-S251NBD

24V DC 150-S251NBR

106…317 90 125
100…240V AC, 50/60 Hz 150-S317NBD

24V DC 150-S317NBR

120…361 110 150
100…240V AC, 50/60 Hz 150-S361NBD

24V DC 150-S361NBR

160…480 132 200
100…240V AC, 50/60 Hz 150-S480NBD

24V DC 150-S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력이 24V 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나 Allen-Bradley 대리점에 구입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3)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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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바이패스 내장형 400/415/460V AC, 500/575V AC, 및 690V AC SMC-50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AC] 모터 전류 [A](2)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3) 카탈로그 No.(4)

400/415(kW)
460(Hp)

27…108 55 75
100…240V AC, 50/60 Hz 150-S108NBD

24V DC 150-S108NBR

34…135 75 100
100…240V AC, 50/60 Hz 150-S135NBD

24V DC 150-S135NBR

67…201 110 150
100…240V AC, 50/60 Hz 150-S201NBD

24V DC 150-S201NBR

84…251 132 200
100…240V AC, 50/60 Hz 150-S251NBD

24V DC 150-S251NBR

106…317 160 250
100…240V AC, 50/60 Hz 150-S317NBD

24V DC 150-S317NBR

120…361 200 300
100…240V AC, 50/60 Hz 150-S361NBD

24V DC 150-S361NBR

160…480 250 400
100…240V AC, 50/60 Hz 150-S480NBD

24V DC 150-S480NBR

500(kW)
575(Hp)

27…108 75 100
100…240V AC, 50/60 Hz 150-S108NUD

24V DC 150-S108NUR

34…135 90 125
100…240V AC, 50/60 Hz 150-S135NUD

24V DC 150-S135NUR

67…201 132 200
100…240V AC, 50/60 Hz 150-S201NUD

24V DC 150-S201NUR

84…251 160 250
100…240V AC, 50/60 Hz 150-S251NUD

24V DC 150-S251NUR

106…317 200 300
100…240V AC, 50/60 Hz 150-S317NUD

24V DC 150-S317NUR

120…361 250 350
100…240V AC, 50/60 Hz 150-S361NUD

24V DC 150-S361NUR

160…480 315 500
100…240V AC, 50/60 Hz 150-S480NUD

24V DC 150-S480NUR

690/Y (kW)(1)

600(Hp)

27…108 90 100
100…240V AC, 50/60 Hz 150-S108NUD

24V DC 150-S108NUR

34…135 132 175
100…240V AC, 50/60 Hz 150-S135NUD

24V DC 150-S135NUR

67…201 160 200
100…240V AC, 50/60 Hz 150-S201NUD

24V DC 150-S201NUR

84…251 200 250
100…240V AC, 50/60 Hz 150-S251NUD

24V DC 150-S251NUR

106…317 315 400
100…240V AC, 50/60 Hz 150-S317NUD

24V DC 150-S317NUR

120…361 355 450
100…240V AC, 50/60 Hz 150-S361NUD

24V DC 150-S361NUR

160…480 450 600
100…240V AC, 50/60 Hz 150-S480NUD

24V DC 150-S480NUR

(1)   Y-유형 시스템에서만 사용되어야 함.
(2)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3)   제어 전력이 24V 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나 Allen-Bradley 대리점에 구입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4)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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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활용 범주: AC-53b:3.0-50:1750. 과도하지 않은 기동: 컨트롤러 최대 전류 정격의 300%, 기동 시간 50초, 주변 온도가 50°C인 환경에서 
시간당 두 번의 기동 지원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45 -바이패스 내장형 200/208V AC 및 230V AC SMC-50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카탈로그 No.(3)

200/208

47…187 — 60
100…240V AC, 50/60 Hz 150-S108NBD

24V DC 150-S108NBR

59…234 — 75
100…240V AC, 50/60 Hz 150-S135NBD

24V DC 150-S135NBR

116…348 — 100
100…240V AC, 50/60 Hz 150-S201NBD

24V DC 150-S201NBR

145…435 — 150
100…240V AC, 50/60 Hz 150-S251NBD

24V DC 150-S251NBR

183…549 — 200
100…240V AC, 50/60 Hz 150-S317NBD

24V DC 150-S317NBR

208…625 — 200
100…240V AC, 50/60 Hz 150-S361NBD

24V DC 150-S361NBR

277…831 — 300
100…240V AC, 50/60 Hz 150-S480NBD

24V DC 150-S480NBR

230

47…187 55 60
100…240V AC, 50/60 Hz 150-S108NBD

24V DC 150-S108NBR

59…234 75 75
100…240V AC, 50/60 Hz 150-S135NBD

24V DC 150-S135NBR

116…348 110 100
100…240V AC, 50/60 Hz 150-S201NBD

24V DC 150-S201NBR

145…435 132 150
100…240V AC, 50/60 Hz 150-S251NBD

24V DC 150-S251NBR

183…549 160 200
100…240V AC, 50/60 Hz 150-S317NBD

24V DC 150-S317NBR

208…625 200 200
100…240V AC, 50/60 Hz 150-S361NBD

24V DC 150-S361NBR

277…831 250 300
100…240V AC, 50/60 Hz 150-S480NBD

24V DC 150-S480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력이 24V 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나 Allen-Bradley 대리점에 구입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3)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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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바이패스 내장형 400/415/460V AC 및 500/575V AC SMC-50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정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최대 kW, 50 Hz 최대 Hp, 60 Hz 제어 전원(2) 카탈로그 No.(3)

400/415(kW)
460(Hp)

47…187 90 60
100…240V AC, 50/60 Hz 150-S108NBD

24V DC 150-S108NBR

59…234 132 75
100…240V AC, 50/60 Hz 150-S135NBD

24V DC 150-S135NBR

116…348 160 100
100…240V AC, 50/60 Hz 150-S201NBD

24V DC 150-S201NBR

145…435 250 150
100…240V AC, 50/60 Hz 150-S251NBD

24V DC 150-S251NBR

183…549 315 200
100…240V AC, 50/60 Hz 150-S317NBD

24V DC 150-S317NBR

208…625 355 200
100…240V AC, 50/60 Hz 150-S361NBD

24V DC 150-S361NBR

277…831 450 300
100…240V AC, 50/60 Hz 150-S480NBD

24V DC 150-S480NBR

500(kW)
575(Hp)

47…187 132 60
100…240V AC, 50/60 Hz 150-S108NUD

24V DC 150-S108NUR

59…234 160 75
100…240V AC, 50/60 Hz 150-S135NUD

24V DC 150-S135NUR

116…348 250 100
100…240V AC, 50/60 Hz 150-S201NUD

24V DC 150-S201NUR

145…435 315 150
100…240V AC, 50/60 Hz 150-S251NUD

24V DC 150-S251NUR

183…549 400 200
100…240V AC, 50/60 Hz 150-S317NUD

24V DC 150-S317NUR

208…625 450 200
100…240V AC, 50/60 Hz 150-S361NUD

24V DC 150-S361NUR

277…831 560 300
100…240V AC, 50/60 Hz 150-S480NUD

24V DC 150-S480NU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제어 전력이 24V DC인 컨트롤러의 경우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나 Allen-Bradley 대리점에 구입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3)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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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일반/표준 듀티 정격(펌프, 압축기, 엘리베이터 및 짧은 컨베이어)

활용 범주: AC-53a:3.5-10:99-2. 과도하지 않은 기동: 컨트롤러 최대 전류 정격의 350%, 기동 시간 10초, 99% ON 부하 계수, 주변 온도가 
40˚C인 환경에서 시간당 두 번의 기동 지원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47 - 200/208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일반/표준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2)

200/208

30…90

—

10…25
100…240V AC, 50/60Hz 150-SB1NBD

24V DC 150-SB1NBR

37…110 15…3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47…140 20…4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60…180 25…6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70…210 25…6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87…260 30…75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07…32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20…361 50…125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140…42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174…520 75…15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ailto:ab.rockwellautomation.com?subject=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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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230V AC 및 400/415/460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일반/표준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2)

230

30…90 10…25 15…30
100…240V AC, 50/60Hz 150-SB1NBD

24V DC 150-SB1NBR

37…110 11…32 15…4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47…140 15…45 20…5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60…180 18.5…55 25…6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70…210 22…63 30…75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87…260 30…8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07…320 37…100 50…125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20…361 40…11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140…420 45…132 60…15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174…520 63…160 75…20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400/415(kW)
460(Hp)

30…90 17…50 25…60
100…240V AC, 50/60Hz 150-SB1NBD

24V DC 150-SB1NBR

37…110 20…55 30…75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47…140 30…75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60…180 37…9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70…210 40…110 60…15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87…260 50…132 75…200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07…320 63…16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20…361 75…200 100…30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140…420 80…22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174…520 100…300 150…45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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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500/575V AC 및 690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일반/표준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2)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3)

500(kW)
575(Hp)

30…90 20…63 30…75
100…240V AC, 50/60Hz 150-SB1NUD

24V DC 150-SB1NUR

37…110 25…75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2NUD

24V DC 150-SB2NUR

47…140 32…90 50…125
100…240V AC, 50/60Hz 150-SB3NUD

24V DC 150-SB3NUR

60…180 45…125 60…150
100…240V AC, 50/60Hz 150-SB4NUD

24V DC 150-SB4NUR

70…210 50…150 75…200
100…240V AC, 50/60Hz 150-SC1NUD

24V DC 150-SC1NUR

87…260 63…185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C2NUD

24V DC 150-SC2NUR

107…320 75…220 125…300
100…240V AC, 50/60Hz 150-SC3NUD

24V DC 150-SC3NUR

120…361 90…25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D1NUD

24V DC 150-SD1NUR

140…420 100…300 150…450
100…240V AC, 50/60Hz 150-SD2NUD

24V DC 150-SD2NUR

174…520 125…375 200…500
100…240V AC, 50/60Hz 150-SD3NUD

24V DC 150-SD3NUR

690/Y (kW)(1)

600(Hp)

30…90 30…80 30…75
100…240V AC, 50/60Hz 150-SB1NUD

24V DC 150-SB1NUR

37…110 37…10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2NUD

24V DC 150-SB2NUR

47…140 45…132 50…125
100…240V AC, 50/60Hz 150-SB3NUD

24V DC 150-SB3NUR

60…180 63…160 60…150
100…240V AC, 50/60Hz 150-SB4NUD

24V DC 150-SB4NUR

70…210 75…200 75…200
100…240V AC, 50/60Hz 150-SC1NUD

24V DC 150-SC1NUR

87…260 90…25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C2NUD

24V DC 150-SC2NUR

107…320 110…315 125…300
100…240V AC, 50/60Hz 150-SC3NUD

24V DC 150-SC3NUR

120…361 125…355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D1NUD

24V DC 150-SD1NUR

140…420 160…400 150…450
100…240V AC, 50/60Hz 150-SD2NUD

24V DC 150-SD2NUR

174…520 185…500 200…500
100…240V AC, 50/60Hz 150-SD3NUD

24V DC 150-SD3NUR

(1)   Y-유형 시스템에서만 사용되어야 함.
(2)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3)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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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듀티 정격(원심 팬, 분쇄기, 믹서, 긴 컨베이어 등)

활용 범주: AC-53a:3.5-30:99-1. 과도하지 않은 기동: 컨트롤러 최대 전류 정격의 350%, 기동 시간 30초, 99% ON 부하 계수, 주변 온도가 
50˚C인 환경에서 시간당 한 번의 기동 지원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50 - 200/208V AC 및 230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헤비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2)

200/208

30…90

—

10…25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37…110 15…3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47…140 20…4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60…180 25…6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70…210 25…60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87…260 30…75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07…32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120…361 50…125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140…42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230

30…90 10…25 15…3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37…110 11…32 15…4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47…140 15…45 20…5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60…180 18.5…55 25…6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70…210 22…63 30…75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87…260 30…8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07…320 37…100 50…125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120…361 40…11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140…420 45…132 60…15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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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 400/415/460V AC 및 500/575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헤비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2)

400/415(kW)
460(Hp)

30…90 17…50 25…6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37…110 20…55 30…75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47…140 30…75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60…180 37…9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70…210 40…110 60…150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87…260 50…132 75…20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07…320 63…16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120…361 75…200 100…30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140…420 80…22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500(kW)
575(Hp)

30…90 20…63 30…75
100…240V AC, 50/60Hz 150-SB2NUD

24V DC 150-SB2NUR

37…110 25…75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3NUD

24V DC 150-SB3NUR

47…140 32…90 50…125
100…240V AC, 50/60Hz 150-SB4NUD

24V DC 150-SB4NUR

60…180 45…125 60…150
100…240V AC, 50/60Hz 150-SC1NUD

24V DC 150-SC1NUR

70…210 50…150 75…200
100…240V AC, 50/60Hz 150-SC2NUD

24V DC 150-SC2NUR

87…260 63…185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C3NUD

24V DC 150-SC3NUR

107…320 75…220 125…300
100…240V AC, 50/60Hz 150-SD1NUD

24V DC 150-SD1NUR

120…361 90…25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D2NUD

24V DC 150-SD2NUR

140…420 100…300 150…450
100…240V AC, 50/60Hz 150-SD3NUD

24V DC 150-SD3NU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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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690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라인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헤비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2)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3)

690/Y (kW)(1)

600(Hp)

30…90 30…80 30…75
100…240V AC, 50/60Hz 150-SB2NUD

24V DC 150-SB2NUR

37…110 37…10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3NUD

24V DC 150-SB3NUR

47…140 45…132 50…125
100…240V AC, 50/60Hz 150-SB4NUD

24V DC 150-SB4NUR

60…180 63…160 60…150
100…240V AC, 50/60Hz 150-SC1NUD

24V DC 150-SC1NUR

70…210 75…200 75…200
100…240V AC, 50/60Hz 150-SC2NUD

24V DC 150-SC2NUR

87…260 90…25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C3NUD

24V DC 150-SC3NUR

107…320 110…315 125…300
100…240V AC, 50/60Hz 150-SD1NUD

24V DC 150-SD1NUR

120…361 125…355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D2NUD

24V DC 150-SD2NUR

140…420 160…400 150…450
100…240V AC, 50/60Hz 150-SD3NUD

24V DC 150-SD3NUR

(1)   Y-유형 시스템에서만 사용되어야 함.
(2)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3)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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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일반/표준 듀티 정격(펌프, 압축기, 엘리베이터 및 짧은 컨베이어)

활용 범주: AC-53a:3.5-10:99-2. 과도하지 않은 기동: 컨트롤러 최대 전류 정격의 350%, 기동 시간 10초, 99% ON 부하 계수, 주변 온도가 
40℃인 환경에서 시간당 두 번의 기동 지원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53 - 200/208V AC 및 230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일반/표준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2)

200/208

52…155

—

20…50
100…240V AC, 50/60Hz 150-SB1NBD

24V DC 150-SB1NBR

65…190 25…6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82…242 30…75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104…311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122…363 50…125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151…450 60…150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86…554 75…20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210…625 75…20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243…727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302…900 125…30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230

52…155 17…50 20…60
100…240V AC, 50/60Hz 150-SB1NBD

24V DC 150-SB1NBR

65…190 20…55 25…6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82…242 30…75 40…75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104…311 37…10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122…363 40…110 50…125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151…450 50…132 60…150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86…554 63…160 75…20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210…625 75…20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243…727 80…220 100…30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302…900 100…30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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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 400/415/460V AC 및 500/575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일반/표준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2)

400/415(kW)
460(Hp)

52…155 30…8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1NBD

24V DC 150-SB1NBR

65…190 37…10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82…242 50…132 75…20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104…311 63…16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122…363 75…200 100…30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151…450 90…25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86…554 110…315 200…45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210…625 125…355 200…50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243…727 150…400 250…60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302…900 185…530 250…70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500(kW)
575(Hp)

52…155 37…10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B1NUD

24V DC 150-SB1NUR

65…190 50…132 75…150
100…240V AC, 50/60Hz 150-SB2NUD

24V DC 150-SB2NUR

82…242 63…16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B3NUD

24V DC 150-SB3NUR

104…311 75…220 125…300
100…240V AC, 50/60Hz 150-SB4NUD

24V DC 150-SB4NUR

122…363 90…25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C1NUD

24V DC 150-SC1NUR

151…450 110…315 200…450
100…240V AC, 50/60Hz 150-SC2NUD

24V DC 150-SC2NUR

186…554 132…400 200…500
100…240V AC, 50/60Hz 150-SC3NUD

24V DC 150-SC3NUR

210…625 150…450 250…600
100…240V AC, 50/60Hz 150-SD1NUD

24V DC 150-SD1NUR

243…727 185…530 300…700
100…240V AC, 50/60Hz 150-SD2NUD

24V DC 150-SD2NUR

302…900 220…670 350…900
100…240V AC, 50/60Hz 150-SD3NUD

24V DC 150-SD3NU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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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 듀티 정격(원심 팬, 분쇄기, 믹서, 긴 컨베이어 등)

활용 범주: AC-53a:3.5-30:99-1. 과도하지 않은 기동: 컨트롤러 최대 전류 정격의 350%, 기동 시간 30초, 99% ON 부하 계수, 주변 온도가 
50℃인 환경에서 시간당 한 번의 기동 지원

• 참고: SMC 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와 SMC 열 예측 마법사(Thermal Estimation Wizard)를 사용하면, 원하는 SMC 컨트롤러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ab.rockwellautomation.com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전화(440-646-5800)로 산업 제어 기술 지원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 55 - 200/208V AC 및 230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헤비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2)

200/208

52…155

—

20…5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65…190 25…6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82…242 30…75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104…311 40…10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122…363 50…125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51…450 60…15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86…554 75…20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210…625 75…20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243…727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230

52…155 17…50 20…6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65…190 20…55 25…6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82…242 30…75 40…75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104…311 37…10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122…363 40…110 50…125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51…450 50…132 60…15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86…554 63…160 75…20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210…625 75…20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243…727 80…220 100…30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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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 400/415/460V AC 및 500/575V AC SMC-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를 델타 결선으로 모터와 연결하는 경우, 헤비 듀티

정격 사용 전압 [V AC] 모터 전류 [A](1) 모터 kW, 50Hz 모터 Hp, 60Hz 제어 전원 카탈로그 No.(2)

400/415(kW)
460(Hp)

52…155 30…80 40…100
100…240V AC, 50/60Hz 150-SB2NBD

24V DC 150-SB2NBR

65…190 37…10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B3NBD

24V DC 150-SB3NBR

82…242 50…132 75…200
100…240V AC, 50/60Hz 150-SB4NBD

24V DC 150-SB4NBR

104…311 63…16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C1NBD

24V DC 150-SC1NBR

122…363 75…200 100…300
100…240V AC, 50/60Hz 150-SC2NBD

24V DC 150-SC2NBR

151…450 90…25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C3NBD

24V DC 150-SC3NBR

186…554 110…315 200…450
100…240V AC, 50/60Hz 150-SD1NBD

24V DC 150-SD1NBR

210…625 125…355 200…500
100…240V AC, 50/60Hz 150-SD2NBD

24V DC 150-SD2NBR

243…727 150…400 250…600
100…240V AC, 50/60Hz 150-SD3NBD

24V DC 150-SD3NBR

500(kW)
575(Hp)

52…155 37…100 50…150
100…240V AC, 50/60Hz 150-SB2NUD

24V DC 150-SB2NUR

65…190 50…132 75…150
100…240V AC, 50/60Hz 150-SB3NUD

24V DC 150-SB3NUR

82…242 63…160 100…250
100…240V AC, 50/60Hz 150-SB4NUD

24V DC 150-SB4NUR

104…311 75…220 125…300
100…240V AC, 50/60Hz 150-SC1NUD

24V DC 150-SC1NUR

122…363 90…250 125…350
100…240V AC, 50/60Hz 150-SC2NUD

24V DC 150-SC2NUR

151…450 110…315 200…450
100…240V AC, 50/60Hz 150-SC3NUD

24V DC 150-SC3NUR

186…554 132…400 200…500
100…240V AC, 50/60Hz 150-SD1NUD

24V DC 150-SD1NUR

210…625 150…450 250…600
100…240V AC, 50/60Hz 150-SD2NUD

24V DC 150-SD2NUR

243…727 185…530 300…700
100…240V AC, 50/60Hz 150-SD3NUD

24V DC 150-SD3NUR

(1)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모터의 FLA(전부하전류) 정격이 정해진 전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기동 전류가 높은 모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모터 
FLA의 10배 이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   장치들에는 라인 및 부하 단자 러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자 러그 키트는 10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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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배선도

표준 전원 배선도

그림 20 - 전원 배선도

NEMA 기호 표기에 따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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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촉기는 반드시 모터 Hp/kW 및 FLA 정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북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터의 Hp와 FLA에 맞는 크기의 접촉기를 선택하십시오. IEC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터 AC-1 또는 AC-3 정격에 따라 접촉기의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접촉기의 단락 회로 전류 정격은 SMC-50 컨트롤러와 유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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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어 배선도

그림 21 - 표준 3선 제어의 경우—DC 입력, DPI 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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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공급

(2)   제어 전원의 입력 정격은 컨트롤러의 명판을 참고하십시오.(100...240V AC 또는 24V DC)
(3)   단자 11(1 DC) 24V DC 입력은 파라미터 56을 사용해 START 입력을 위해 설정됨

(4)   단자 10(2 DC) 24V DC 입력은 파라미터 57을 사용해 COAST, STOP 옵션 등을 위해 설정됨

참고: START 또는 SLOW 속도를 위한 입력이 설정되었고 COAST 또는 STOP을 위한 입력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컨트롤러는 I/O 설정 폴트를 발생시킵니다.
(5)   표준 I/O 연산을 활성화하려면 고객이 점퍼를 자체 조달해 사용해야 합니다.
(6)   모터를 유지보수해야 하는 경우, OFF 상태(컨트롤러 정지됨)의 SCR에서 전류가 누설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상단 라인 전원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연 
접촉기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1개 이상의 솔리드 스테이트 전원 스위칭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O� 상태에서 SCR를 통해 소량의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 이외에도, 모터 권선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모터를 손상시키거나 과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부상이나 장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SMC-50 컨트롤러의 라인 측에 모터의 구속 
회전자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절연 접촉기나 분로 트립 유형의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 절연 장치들은 NORMAL로 설정된 SMC-50 컨트롤러의 보조 접접 중 하나를 
사용해 작동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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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Stopping 기능이 있는 2선 제어의 경우—DC 입력, DPI 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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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V/240V AC 제어 변압기
퓨즈 포함 또는 (2)
120/240V AC 전원 공급 장치 또는 
24V DC 전원 공급 장치

(1)

(1)   고객 공급

(2)   제어 전원의 입력 정격은 컨트롤러의 명판을 참고하십시오.(100...240V AC 또는 24V DC)
(3)   단자 10(2 DC) 24V DC N.O. 입력은 start/stop 또는 start/coast를 위해 파라미터 57(접점 폐쇄 start 개시, 접점 개방, stop 개시)를 사용해 설정됩니다. start/stop 또는 start/coast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N.O. 입력 접접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참고: START 또는 SLOW 속도를 위한 입력이 설정되었고 COAST 또는 STOP을 위한 입력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컨트롤러는 I/O 설정 폴트를 발생시킵니다.
(4)   컨트롤러의 표준 I/O 연산을 활성화하려면 고객이 점퍼를 자체 조달해 사용해야 합니다.
(5)   OFF 상태(컨트롤러 정지됨)에서 SCR을 통해 전류 누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터를 유지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상단 라인 전원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연 접촉기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6)   In1(Input 1—파라미터 56)을 "Disable"로 설정

참고: 1개 이상의 솔리드 스테이트 전원 스위칭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O� 상태에서 SCR를 통해 소량의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 이외에도, 모터 권선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모터를 손상시키거나 과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부상이나 장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SMC-50 컨트롤러의 라인 측에 모터의 구속 
회전자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절연 접촉기나 분로 트립 유형의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 절연 장치들은 NORMAL로 설정된 SMC-50 컨트롤러의 보조 접접 중 하나를 
사용해 작동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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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표 57 - 기능 설계

표준 기능 설명

설치
전원 배선 표준 농형(squirrel-cage) 유도 모터 또는 Wye-Delta, 6리드 모터

제어 배선 2 및 3-선 제어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설정(1)

키패드
카탈로그 No. 20-HIM-A6 숫자 전용 키패드, LCD 디스플레이

카탈로그 No. 20-HIM-C6S 원격 패널 마운트, 숫자 전용 키패드, LCD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값은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DriveTools, 및 DriveExplorer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해  

SMC-50 컨트롤러로 다운로드 됨.
파라미터 설정 옵션 
모듈(PCM)

카탈로그 No. 150-SM6은 DIP 및 회전형 다이얼을 사용하는 단순하고 제한된 설정 제공.

통신 로컬 직렬 통신용으로 4개 DPI 포트. 옵션으로 제공되는 20-COMM-X 모듈로 지원되는 네트워크 통신.

기동 및 정지 모드
포함되는 모듈: 소프트 스타트, Coast-to-Stop, 소프트 정지, 전류 제한 기동, 이중 Ramp, 전 전압, 직선 가속(기동),  

직선 감속(정지), 토크 기동 및 사전 설정된 감속
펌프 제어 시작 및 정지 기동 및 정지 중 원심 펌핑 시스템의 유체 서지를 감소하는 데 유용.

제동 제어(2)

SMB 스마트 모터 제동 모터를 빠르게 정지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추가 장비 없이 모터 제동 제공.

Accu-Stop(5)
제어된 위치 정지 제공, 정지 중 모터가 사전 설정된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제동 토크가 모터에 적용되고  
정지 명령이 제공될 때까지 모터를 이 속도로 유지함 - 그런 다음 모터가 0의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제동 토크가 적용됨 - 제동 전류는 프로그래밍 가능.

제동을 통한 감속 배치나 정렬을 위해 감속하고(정방향 또는 역방향), 제동 제어를 정지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됨.

외부 제동 보조 릴레이 출력을 사용하여 외부 제동 장치를 활성화.

보호 및 진단(3) 디스플레이: 전력 손실, 라인 폴트, 전압 불균형, 과도한 기동/시간, 상 역전, 저전압, 과전압, 컨트롤러 온도, 중단, 걸림, 
개방 게이트, 과부하, 저부하 및 통신 폴트

계량 표시(4)

제공 항목: 상 전류, 평균 전류, 선간 전압, 평균 전압 P-P, Phase-to-Neutral 전압, 계산된 토크, 상 유효 전력,  
유효 전력, 유효 에너지, 유효 수요, 최대 유효 수요, 무효 전력, 무효 에너지 + & -, 무효 에너지, 무효 수요, 최대 수요, 
피상 전력, 피상 에너지, 피상 수요, 기간 수, 역률, 에너지 절약, 경과 시간 1 & 2, 가동 시간, 모터 속도, 기동 시간 1-5, 

최고 전류 1-5, 총 기동 수, THD V, THD I, THD V 평균, THD I 평균, 라인 주파수, 전류 불균형 및 전압 불균형

다양한 색상으로 LED 상태 표시(표준)
폴트 및 알람 코드 표시: 실행 중 - 알람 포함, 실행 중 - 알람 없음, 대기 - 알람 포함, 대기 - 알람 없음, 

 대기 - 다음 기동 시 튜닝 사용 및 펌웨어 다운로드 활성 - 알람 포함
보조 접점(2개 표준) 프로그래밍 가능한 2가지 접점 - 정상, UTS, 폴트, 알람, 외부 제동, 보조 접점, 네트워크, 외부 바이패스, 또는 팬 제어

(1)   설정 툴이 포함되지 않은 컨트롤러의 경우 설정 장치를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2)   비상 정지용이 아닙니다. 비상 정지 요구사항은 해당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3)   진단 표시는 사용되는 설정 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 LED 상태 표시는 금지(정지 활성화), 폴트(재설정 불가능), 폴트(재설정 가능)입니다. 전체 로컬 액세스의 경우, HIM 
또는 PC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액세스의 경우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액세스 권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계량 표시는 사용 중인 설정 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계량 표시를 로컬 액세스하려면 HIM 또는 PC 소프트웨어 설정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Accu-Stop은 SMC-Flex 컨트롤러에서처럼 파라미터/함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MB 모드 및 제동 기능을 사용하여 감속 모드에서 Accu-Stop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정격

표 58 - 전원 회로 정격

설명 장치 정격 UL/CSA/NEMA IEC

정격 동작 전압
480V 200…480V AC (–15%, +10%) 200…415V(-15%, +10%)

690V 200…600V AC (–15%, +10%) 200…690V/Y (–15%, +10%)

정격 절연 전압
480V — 500V

690V — 690V

정격 임펄스 전압
480V — 6000V

690V — 6000V

전압 내성
480V 2200V AC 2500V

690V 2200V AC 2500V

최대 반복 역전압 정격
480V 1400V 1400V

690V 1800V 1800V

작동 빈도 전체 47...63 Hz 47...6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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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 활용 범주

설명 장치 정격 UL/CSA/NEMA IEC
바이패스 내장형 108~480A

MG 1

AC-53b:3.0-50:1750

솔리드 스테이트형
일반 듀티

90~520 A
AC-53a:3.5-10:99-2

헤비 듀티 AC-53a:3.5-30:99-1

전기 충격 보호

통합형 바이패스
108~480A

—

IP00(IP20 - 제어 단자만)

108~480A IP2X (단자 커버 옵션 제공)

솔리드 스테이트
90~520 A IP00(IP20 - 제어 단자만)

90~180 A IP2X (단자 커버 옵션 제공)

DV/DT 보호 
480V

RC Snubber 네트워크
690V

과도전압 방지
480...600V 금속산화물 바리스터: 220 Joules

690V 없음

표 60 - 제어 전원 사양

설명 UL/CSA/NEMA IEC
정격 동작 전압 100…240V AC (-15%…+10%) or 24V DC (-10%…+10%)

정격 절연 전압 — 240V

정격 임펄스 전압 — 3000V

전압 내성 1500V AC 1500V

작동 빈도 47…63 Hz or DC

CPRT(Control Power Ride Through) 22 ms

최대 출력 24V DC 전원 공급 (단자 8 and 12) 300 mA

제어 모듈 배터리 유형 CR 2032

이 제품에는 밀폐된 리튬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의 수명주기 중에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명이 다 된 배터리는 현지의 재활용 규정에 따라 제품과 분리 수거를 해야 합니다.

배터리의 분리 수거 및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소중한 자연 자원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 이 제품에 포함된 리튬 배터리나 실시간 시계(RTC) 모듈은 올바르게 교체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한 영역에서 전원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리튬 배터리나 실시간 시계(RTC) 모듈을 교체하지 마십시오.
카탈로그 번호 2711P-RY2032나 이에 상응하는 CR2032 코인 셀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리튬 배터리나 실시간 시계(RTC) 모듈을 절대 소각하지 마십시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현지의 수거 규정에 따라 배출하십시오.

누설되는 배터리의 처리와 폐기 등 리튬 배터리의 처리 방법에 대한 안전 정보는 publication AG 5-4 리튬 배터리 처리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과염소산염 소재 - 특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www.dtsc.ca.gov/hazardouswaste/perchlorate를 참조하십시오.
과염소산염에 대한 주의사항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리튬망간산화물(LiMnO2) 셀 또는 배터리, 그리고 이러한 셀이나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에만 해당됩니다.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td/ag-td054_-en-p.pdf
http://www.dtsc.ca.gov/hazardouswaste/perchl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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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 제어 모듈 표준 입력: 단자 10 및 11

설명 UL/CSA/NEMA IEC
공칭 작동 전압 24V DC

작동 전압 범위 15~30V DC

On 상태
최소 전류 2.8 mA

최소 전압 10V DC

Off 상태
최대 전류 3 mA

최대 전압 10.9V DC

최대 돌입 전류 7 mA

입력 지연 시간 On-to-Off: 30 ms, Off-to-On: 20 ms

역극성 보호 예

정격 절연 전압 — 60V

정격 임펄스 전압 — 500V

전압 내성 500V AC 1000V AC

표 62 - 제어 모듈 표준 출력: 단자 4/5 및 6/7

설명 UL/CSA/NEMA IEC
출력 Aux 1, Aux 2

제어 회로 유형 전자 릴레이

릴레이당 접점 수 1

접점 유형
프로그래밍 가능한 N.O./N.C.  

(전자적으로 폐쇄)
전류 유형 AC

정격 동작 전류 3 A @ 120V AC, 1.5 A @ 240V AC

규약 열 전류IthAC/DC 5 A

가동/제동 VA 3600/360

활용 범주 B300 AC-15

Off 상태 누설 전류 0.024 mA @ 24V

Off 상태 누설 전류 0.12 mA @120V

Off 상태 누설 전류 0.24 mA @ 240V

표 63 - 단자 배선  
(제어 모듈 표준 I/O 및 확장 모듈 단자 150-SM2, 150-SM3, 150-
SM4에 해당)

설명 장치 정격
단자 스타일 M3 나사 클램프

단자 유형 착탈식

나사 단자 토크 0.8 N•m (7.0 lb•in)

단자 전선 사이즈 0.2…2.5 mm2 (24…14 AWG)

전선 스트립 길이 7.0 mm (0.27 in.)

표 64 - 카탈로그 No. 150-SM4 옵션 디지털 제어 입력: 단자 A1, A2

설명 UL/CSA/NEMA IEC
공칭 작동 전압 100…240V AC

작동 전압 범위 85V…264V AC @ 47Hz…63Hz

On 상태
최소 전류 9.7 mA @ 47Hz, 9.7 mA @ 62.4Hz

최소 전압 74.5V AC @ 47Hz, 55.9V AC @ 62.4Hz

Off 상태
최대 전류 9.0 mA @ 47Hz, 9.3 mA @ 62.4Hz

최대 전압 68.8V AC @ 47Hz, 53.6V AC @ 62.4Hz

최대 돌입 전류 3.64 A

입력 지연 시간 On-to-Off: 30 ms, Off-to-On: 25 ms

정격 절연 전압 — 240V

정격 임펄스 전압 — 3000V

전압 내성 1600V AC 2000V AC

표 65 - 카탈로그 No. 150-SM4 옵션 디지털 제어 입력:  
단자 A3 및 A4

설명 UL/CSA/NEMA IEC(1)
공칭 작동 전압 100…240V AC

작동 전압 범위 85V…264V AC @ 47Hz…63Hz

On 상태
최소 전류 5.1 mA @ 47Hz, 5.0 mA @ 62.4Hz

최소 전압 74.5V AC @ 47Hz, 55.8V AC @ 62.4Hz

Off 상태
최대 전류 4.7mA @ 47Hz, 4.8mA @ 62.4Hz

최대 전압 68.6V AC @ 47Hz, 53.5V AC @ 62.4Hz

최대 돌입 전류 3.64 A

입력 지연 시간 On-to-Off: 30 ms, Off-to-On: 25 ms

정격 절연 전압 — 240V

정격 임펄스 전압 — 3000V

전압 내성 1600V AC 2000V AC

표 66 - 카탈로그 No. 150-SM4 옵션 출력:  
단자 A6/A7, A8/A9, A10/A11

설명 UL/CSA/NEMA IEC
출력 Aux 1, Aux 2, Aux 3

제어 회로 유형 전자 릴레이

릴레이당 접점 수 1

접점 유형 프로그래밍 가능한 N.O./N.C. (전자적으로 폐쇄)

전류 유형 AC

정격 동작 전류 3 A @ 120V AC, 1.5 A @ 240V AC

규약 열 전류 Ith AC/DC 5 A

가동/제동 VA 3600/360

활용 범주 B300 AC-15

Off 상태 누설 전류

0.024 mA @ 24V

0.12 mA @120V

0.24 mA @ 2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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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 카탈로그 No. 150-SM3 옵션 아날로그 제어 입력:  
단자 B5…B10

설명 정격

입력 수 2개 차동 입력

일반 작동 입력 범위 ±10V, 0…10V, 0…5V, 1…5V, 0…20 mA, 4…20 mA

Full Scale 작동 입력 범위 ±10.5V, 0…10.5V, -0.5…5.25V, 0.5…5.25V, 0…21 
mA, 3.5…21 mA

입력 해상도
16비트(샘플링 속도 = 60 Hz)/13비트(샘플링 

속도 = 250 Hz)

데이터 새로 고침 속도
필터 종속 요인: 100ms(샘플링 속도 = 60 Hz); 

24ms(샘플링 속도 = 250 Hz)
정격 동작 전압 24V DC/17V AC

공통 모드 전압 범위 ±10V DC/채널

입력 임피던스
220 kΩ: 전압 모드

249 Ω: 전류 모드

입력 채널 진단 과전류 및 저전류 범위 및 개방 회로

개방 회로 감지 시간 양수 전체 눈금 읽기: 3초 이내 (최대)

입력 단자의 최대 과부하
전압: ±24V DC 연속, 0.1mA

전류: ±30mA 연속, 7V DC

외부 보정
불필요: 사양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모듈에서 자동 보정 수행
제어 보드에 대한 모듈 절연 예 (1000V AC)

착탈식 단자대 예 (카탈로그 No.150-SM3RTB, 예비 교체용 부품)

케이블 유형
Belden 8760(또는 그와 동등) 0.750 mm2 (18 AWG 

연선 쌍 드레인 된 100% 차폐)

표 68 - 카탈로그 No. 150-SM3 옵션 아날로그 제어 출력:  
단자 B1…B4

설명 정격

출력 수 2개 단일 종단

일반 작동 범위 ±10V, 0…10V, 0…5V, 0…20 mA, 4…20 mA

전체 눈금 작동 범위 ±10.5V, 0…10.5V, -0.5…5.25V, 0…21mA, 
3.5…21mA

출력 해상도 16비트(15 + sign 양극)

전류 출력의 저항 부하 0…750 Ω
전압 출력의 부하 범위 10V DC에서 1 kΩ
최대 유도 부하(전류 출력) 15mH

최대 정전용량 부하(전압 출력) 100 µF

종합 정도
전압 단자: 25 °C에서 전체 측정치의 ±0.5%

전류 단자: 25 °C에서 전체 측정치의 ±0.35%

정확성 드리프트, 온도 ±5 PPM / °C

출력 임피던스 15 Ω (일반)

개방 및 단락 보호 예

최대 단락 전류 45 mA

출력 과전압 보호 예

표 69 - PTC 입력 정격(카탈로그 No. 150-SM2 필요)

설명 정격

응답 저항 3400 Ω ± 150 Ω
저항 재설정 1600 Ω ± 100 Ω
단락 트립 저항 25 Ω ± 10 Ω

PTC 단자에서 최대 전류 (RPTC = 4 kΩ) < 7.5 V

PTC 단자에서 최대 전압 (RPTC = open) 30V

최대 센서 수(직렬 배선) 6

PTC 센서 체인의 최대 냉기 저항 1500 Ω
응답 시간 8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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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 - 제어 전력 요구사항(최대 제어 회로 사용)

설명 전류 범위[A]
제어 전압

100…240V AC 24V DC

기본 소비 전력: 방열판이 
있는 제어 모듈

바이패스 내장형

108…135 150 VA 75 W

201…251 175 VA 75 W

317…480 225 VA 180 W

솔리드 스테이트형

90…180 150 VA 75 W

210…260 150 VA 75 W

361…520 300 VA 300 W

옵션 전원 가산기(설치된 
각 옵션에 대해 총 전원 
요구사항을 가져오기 
위해 기본 전력에 추가함)

HIM(Human Interface Module) — 10 VA 2 W

150-SM2(1) — 30 VA 4 W

150-SM3 — 30 VA 4 W

150-SM4 — 50 VA 2 W

150-SM6(1) — 5 VA 1 W

20-COMM-X(1) — 25 VA 4 W

(1)   최대 각 제어 모듈당 각 옵션 하나

표 71 - 정격 전류(와트)에서 연속 듀티 전원 구성 열 방출

설명 전류 범위 [A] 열 방출 [W]

컨트롤러 정격 [A]

바이패스 내장형

108 27

135 40

201 75

251 93

317 100

361 120

480 165

솔리드 스테이트형

90 270

110 330

140 420

180 540

210 630

260 780

320 960

361 1083

420 1260

520 1560

전력 계산:

최대 총 열 방출 =                                                +                                              +                                                   와트
와트 기본 전력 옵션 전원 구조

예: 솔리드 스테이트 361 A 장치, 20-COMM-X, HIM, 및 카탈로그 No. 150-SM4 포함

총 전력 방출
300 (25+10+50) 1083

=                                                +                                              +                                                   와트
기본 전력 옵션 전원 구조

총 전력 방출 = 1468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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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정격: 바이패스 내장형

표 72 - 통합 바이패스 SCPD 성능, 600V 최대, Type 1

SCPD 성능(1) Type 1 정격(2)

모터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No 정격 전류 [A]
비시간 지연 퓨즈(3) 반전 시간(열 자기) 회로 차단기

최대 표준 폴트[kA] 최대 Amps 최대 표준 폴트[kA] 최대 Amps

라인

150-S108N… 108
10

400
10

300

150-S135N… 135 500 400

150-S201N… 201
18

600
18

600

150-S251N… 251 700 700

150-S317N… 317
30

800
30

800

150-S361N… 361 1000 1000

150-S480N… 480 42 1200 42 1200

Inside Delta

150-S108N… 187
10

600
10

500

150-S135N… 234 700 700

150-S201N… 348
18

1000
18

1000

150-S251N… 435 1200 1200

150-S317N… 549
30

1600
30

1600

150-S361N… 625 1600 1600

150-S480N… 831 42 1600 42 1200

(1)   적절한 단락 보호 크기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Type 1 코디네이션의 기본 요구사항: 단락 상황에서 스타터는 사람이나 설치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스타터를 가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L 508/CSA C22.2 No. 14와 EN 60947-4-2를 참조하십시오.

(3)   비시간 지연 퓨즈: Class K5(최대 600A), Class L(600 A 이상)

표 73 - 바이패스 내장형 SCPD 성능, 690V 최대, Type 1, 라인 결선시에만 해당

SCPD 성능(1) Type 1 정격(2)

모터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No 전류 정격 [A] 최대 표준 폴트[kA] 테스트된 최대 전류 — 북미 유형 테스트된 최대 전류 — 유럽 유형

라인

150-S108N… 108

70

A070URD33xxx500
6,9 gRB 73xxx400
6,6URD33xxx500

150-S135N… 135 A070URD33xxx500
6,9 gRB 73xxx400
6,6URD33xxx500

150-S201N… 201 A070URD33xxx700
6,9 gRB 73xxx630
6,6URD33xxx700

150-S251N… 251 A070URD33xxx700
6,9 gRB 73xxx630
6,6URD33xxx700

150-S317N… 317 A070URD33xxx900
6,9 gRB 73xxx800
6,6URD33xxx900

150-S361N… 361 A070URD33xxx900
6,9 gRB 73xxx800
6,6URD33xxx900

150-S480N… 480 A070D33xxx1250 A100URD73xxx1250
9 URD 73xxx1250
6,6URD33xxx1250

(1)   적절한 단락 보호 크기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Type 1 코디네이션의 기본 요구사항: 단락 상황에서 스타터는 사람이나 설치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스타터를 가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L 508/CSA C22.2 No. 14와 EN 60947-4-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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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 바이패스 내장형 SCPD 성능, 최대 폴트, Type 1

SCPD 성능(1) Type 1 정격(2)

모터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No 전류 정격 [A]
Class J 또는 Class L 퓨즈(3) 반전 시간(열 자기) 회로 차단기(4)

480V, 최대 65kA
최대 가용 고용량 
폴트(600V) [kA]

최대 Amps
Bul. 140G
프레임 크기

최대 Amps 카탈로그 No.
정격 
플러그

라인

150-S108N… 108

70

200

추후 확정

150-S135N… 135 225

150-S201N… 201 350

150-S251N… 251 400

150-S317N… 317

69

500

150-S361N… 361 600

150-S480N… 480 800

Inside Delta

150-S108N… 187

70

300

150-S135N… 234 400

150-S201N… 348 600

150-S251N… 435 800

150-S317N… 549

69

1000

150-S361N… 625 1200

150-S480N… 831 1600

(1)   적절한 단락 보호 크기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Type 1 코디네이션의 기본 요구사항: 단락 상황에서 스타터는 사람이나 설치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스타터를 가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L 508/CSA C22.2 No. 14와 EN 60947-4-2를 참조하십시오.

(3)   시간 지연 Class J 또는 시간 지연 Class L 퓨즈와 함께 사용되는 고용량 폴트 정격.
(4)   회로 차단기는 지정된 140G 프레임이어야 합니다.

표 75 - 바이패스 내장형 반도체 퓨징 권장사항

반도체(SCR) 퓨징(1)

카탈로그 No.
정격 전류 [A]

I2t 참조 
(103A2s)

북미(4) (5) 유럽(4) (5)

라인(2) Inside Delta(3) 최대 가용 폴트 
(480V) [kA]

Ferraz-shawmut 
퓨즈 부품 No.

최대 가용 고용량 
폴트(500V) [kA]

Ferraz-shawmut  
퓨즈 부품 No.

150-S108N… 108 187 87

65

A70QS200

50

6,9URD31*0250

150-S135N… 135 234 90 A70QS200 6,9URD31*0250

150-S201N… 201 348 200 A70QS400 6,9URD32*0450

150-S251N… 251 435 238 A70QS400 6,9URD32*0450

150-S317N… 317 549 300 A70QS450 6,9URD33*0550

150-S361N… 361 625 320 A70QS450 6,9URD33*0550

150-S480N… 480 831 1200 A70QS700 65 6,9URD32*0700

(1)   적절한 단락 보호 크기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라인 결선된 모터의 경우, 퓨즈를 3상 전력 단자 L1, L2 및 L3과 정렬하여 SMC-50 컨트롤러로 연결하십시오.
(3)   델타 결선된 모터의 경우, 퓨즈를 단자 L1, L2 및 L3-T5 다음에 inside the delta 방식으로 SMC-50 컨트롤러로 연결하십시오.
(4)   계산만 되었으며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5)   퓨즈 크기는 50초간 컨트롤러의 최대 전류 정격의 300%에 해당하는 기동 프로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동 시간이 더 길거나 기동 전류가 더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기술 지원팀 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440-646-5800으로 문의하십시오.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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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정격: 솔리드 스테이트형

표 76 - 솔리드 스테이트형 SCPD 성능, 600V 최대, Type 1

SCPD 성능(1) Type 1 정격(4)

모터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No
정격 전류 

[A]

비시간 지연 퓨즈(5) 시간 지연 퓨즈(7) 반전 시간(열 자기) 회로 차단기

최대 표준 폴트[kA]
일반 
Amps

최대 
Amps

최대 표준 폴트[kA]
일반 
Amps

최대 
Amps

최대 표준 폴트[kA]
일반 
Amps

최대 
Amps

라인(2)

150-SB1N… 90

10

250 350

10

150 200

10

225 350

150-SB2N… 110 300 400 175 225 250 300

150-SB3N… 140 400 500 225 300 350 400

150-SB4N… 180 500 500 300 400 450 500

150-SC1N… 210

18

600 600

18

350 450

18

500 600

150-SC2N… 260 700 700 450 500 600 700

150-SC3N… 320 800 800 500 700 800 800

150-SD1N… 361

30/18(6)

1000 1000

30/18(6)

600 800

30/18(6)

800 1000

150-SD2N… 420 1200 1200 700 800 1000 1200

150-SD3N… 520 1200 1200 800 1000 1200 1200

Inside Delta(3)

150-SB1N… 155

18

450 450

18

250 300

18

350 450

150-SB2N… 190 500 500 300 400 450 500

150-SB3N… 242 700 700 400 500 600 700

150-SB4N… 311 800 800 500 600 700 800

150-SC1N… 363

30

1000 1000

30

600 800

30

800 1000

150-SC2N… 450 1200 1200 700 1000 1000 1200

150-SC3N… 554 1600 1600 800 1200 1200 1600

150-SD1N… 625

42

1600 1600

42

1000 1200

42

1200 1600

150-SD2N… 727 2000 2000 1200 1600 1600 2000

150-SD3N… 900 2500 2500 1200 2000 2000 2500

(1)   적절한 단락 보호 크기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라인 결선된 모터의 UL/CSA(Type 1) & EN 60947-4-2(Type 1): 최대 RMS 대칭 전류 이하를 공급하는 회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UL: 최대 600V, IEC: 최대 690V)
(3)   Inside-the-Delta 결선 모터의 UL/CSA(Type 1) & EN 60947-4-2(Type 1): 최대 RMS 대칭 전류 이하를 공급하는 회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UL 및 IEC: 최대 600V)
(4)   Type 1 코디네이션의 기본 요구사항: 단락 상황에서 스타터는 사람이나 설치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스타터를 가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L 508/CSA C22.2 No. 14와 EN 60947-4-2를 참조하십시오.

(5)   비시간 지연 퓨즈: Class K5(최대 600A), Class L(600 A 이상)
(6)   UL/CSA 애플리케이션 = 30 kA, 최대 600V IEC 애플리케이션 = 18 kA, 최대 690V
(7)   시간 지연 퓨즈: 장치 정격 90…180 A (155…311 A): Class RK5 장치 정격 210…520A (363…900A): Class RK5 또는 Class J - 최대 600A, Class L - 600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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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 솔리드 스테이트형 SCPD 성능, 고폴트, Type 1

SCPD 성능(1) Type 1 정격(2)

모터 커넥터 
유형

카탈로그 No
정격 전류 

[A]

Class J 또는 Class L 퓨즈(3) 반전 시간(열 자기) 회로 차단기(4)

480V, 최대 65kA
최대 가용 고용량 
폴트(600V) [kA]

일반 
Amps

최대 
Amps

Bul. 140G
프레임 크기

최대 
Amps

카탈로그 No. 정격 플러그

라인

150-SB1N… 90

100

150 200

K

350 140G-K6F3-D40 —

150-SB2N… 110 175 225 300 140G-K6F3-D30 —

150-SB3N… 140 225 300 400 140G-K6F3-D40 —

150-SB4N… 180 300 400 400 140G-K6F3-D40 —

150-SC1N… 210 350 450

M

600 140G-M6F3-D60 —

150-SC2N… 260 450 500 700 140G-M6F3-D80 —

150-SC3N… 320 500 700 800 140G-M6F3-D80 —

150-SD1N… 361 601 800

N

1000 140G-N6HE-E12 140G-NRP3-E10

150-SD2N… 420 700 800 1200 140G-N6HE-E12 —

150-SD3N… 520 800 1000 1200 140G-N6HE-E12 —

Inside Delta

150-SB1N… 155

65

250 300

M

450 140G-M6F3-D60 —

150-SB2N… 190 300 400 500 140G-M6F3-D60 —

150-SB3N… 242 400 500 700 140G-M6F3-D80 —

150-SB4N… 311 500 600 700 140G-M6F3-D80 —

150-SC1N… 363 601 800

N

1000 140G-N6HE-E12 140G-NRP3-E10

150-SC2N… 450 700 1000 1200 140G-N6HE-E12 —

150-SC3N… 554 800 1200 1200 140G-N6HE-E12 —

150-SD1N… 625 1000 1200

추후확정(5)150-SD2N… 727 1200 1600

150-SD3N… 900 1200 2000

(1)   적절한 단락 보호 크기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Type 1 코디네이션의 기본 요구사항: 단락 상황에서 스타터는 사람이나 설치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스타터를 가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L 508/CSA C22.2 No. 14와 EN 60947-4-2를 참조하십시오.

(3)   시간 지연 Class J 또는 시간 지연 Class L 퓨즈와 함께 사용되는 고용량 폴트 정격.
(4)   회로 차단기는 지정된 140G 프레임이어야 합니다.
(5)   다른 회로 차단기는 추후 확정

표 78 - 솔리드 스테이트형 반도체 퓨징 권장사항

반도체(SCR) 퓨징(1)

카탈로그 No.
정격 전류 [A]

I2t 참조 (103A2s)
북미(4) (5) EN 60947-4-2를 준수하는 Type 2 조합(5) (6)

라인(2) Inside 
Delta(3)

최대 가용 고용량 
폴트(480V) [kA]

Ferraz- shawmut  
퓨즈 부품 번호

최대 가용 고용량 
폴트(500V) [kA]

Ferraz-shawmut  
퓨즈 부품 No.

150-SB1N… 90 155 92

65

A70QS150

65

6,9URD30*0200
150-SB2N… 110 190 95 A70QS175 6,9URD30*0200
150-SB3N… 140 242 100 A70QS200 6,9URD30*0250
150-SB4N… 180 311 106 A70QS250 6,9URD31*0315
150-SC1N… 210 363 200 A70QS350 6,9URD30*0315
150-SC2N… 260 450 238 A70QS400 6,9URD31*0400
150-SC3N… 320 554 320 A70QS450 6,9URD31*0450
150-SD1N… 361 625 1000 A70QS500 6,9URD31*0500
150-SD2N… 420 727 1100 A70QS600 6,9URD31*0630
150-SD3N… 520 900 1200 A70QS700 6,9URD31*0700

(1)   적절한 단락 보호 크기는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라인 결선된 모터의 경우, 퓨즈를 3상 전력 단자 T6, T4 및 T5와 정렬하여 SMC-50으로 연결하십시오.
(3)   델타 결선된 모터의 경우, 퓨즈를 단자 L1-T6, L2-T4, 및 L3-T5 이후 inside the delta 결선 방식으로 SMC-50에 연결하십시오.
(4)   계산만 되었으며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5)   퓨즈 크기는 10초간 컨트롤러의 최대 전류 정격의 350%에 해당하는 기동 프로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동 시간이 더 길거나 기동 전류가 더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기술 지원팀 raictechsupport@ra.rockwell.com 또는 440-646-5800으로 문의하십시오.

(6)   Type 2 코디네이션의 기본 요구사항: EN 60947-4-2에 따르면, 장치는 단락이 발생한 경우 사람이나 설비에 위험을 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mailto:raictechsupport@ra.ro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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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계 및 기타 정격

표 79 - 환경 정격

특성 정격

작동 주변 온도 범위(상온)

바이패스 내장형
-20…+50 °C (-4…+122 °F) (정격 감소 없음) —

50...65°C(122...149°F)에서 작동할 경우 Thermal Wizard 참조
-20…+40 °C(-4…104°F)(폐쇄)

솔리드 스테이트형
-20…+40 °C (-4…+104 °F) (정격 감소 없음) —

40...65°C(104...149°F)에서 작동할 경우 Thermal Wizard 참조
-20…+40 °C(-4…104°F)(폐쇄)

보관 및 이송 온도 범위 -25~+75 °C (-13~+167 °F)

고도
2000 m (6560 ft) 정격 감소 없음;

최대 2000...7000m(6560...22965ft) 이상에서 작동할 경우 Thermal Wizard 참조
습도 5…95% (비응축)

오염도 2

장착 방향 수직

대기 보호 ANSI/ISA - 71.04-2013; Class G3 환경

표 80 - 기계 정격

특성 정격

내진동
작동

모든 장치
최고 1.0, 0.15 mm(0.006 in.) 변위

비작동 최고 2.5, 0.38 mm(0.015 in.) 변위

내충격

통합형 바이패스
작동

108~480 A
5.5 G

비작동 25 G

솔리드 스테이트
작동

90...520 A
15 G

비작동 30 G

구조

전원 극성 방열판 Hockey Puck Thyristor 모듈식 설계

제어 모듈 서모셋 및 열가소성 몰딩

금속 부품 도금된 황동, 구리 또는 금속

단자

전력 단자 러그

통합형 바이패스

108~135 A 전원 극성 당 M10 x 1.5 직경 구멍 1개

201~251 A 전원 극성 당 M10 x 1.5 직경 구멍 2개

317~480 A 전원 극성 당 M12 x 1.75 직경 구멍 2개

솔리드 스테이트

90~180 A 전원 극성 당 10.5 mm 직경 구멍 1개

210~320 A 전원 극성 당 10.5 mm 직경 구멍 2개

361~520 A 전원 극성 당 13.5 mm 직경 구멍 2개

전력 단자 표시 NEMA, CENELEC EN50 012

제어 단자 M3 나사 클램프 Yoke 연결 클램프

표 81 - 전자 환경 적합성(EMC) 정격

특성 정격

EMC 방출 레벨
전도 무선 주파수 방출 Class A(EN 60947-4-2 준수)

복사성 방출 Class A(EN 60947-4-2 준수)

EMC 내성 레벨

전자 방전 EN 60947-4-2에 따른 8 kV 기중 방전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EN 60947-4-2 준수

급속 과도 EN 60947-4-2 준수

서지 과도 EN 60947-4-2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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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 과부하 특징

과부하 특성 기기 유형 정격 전류 [A] 라인 결선 장치 델타 결선 장치

전류 범위

바이패스 내장형

108 27…108 47…187

135 34…135 59…234

201 67…201 116…348

251 84…251 145…435

317 106…317 183…549

361 120…361 208…625

480 160…480 277…831

솔리드 스테이트형

90 30…90 52…155

110 37…110 65…190

140 47…140 82…242

180 60…180 104…311

210 70…210 122…363

260 87…260 151…450

320 107…320 186…554

361 120…361 210…625

420 140…420 243…727

520 174…520 302…900

과부하 유형 전자 - I2t 알고리즘 사용

트립 클래스 5 - 30

트립 전류 정격 모터 FLC의 118%

극 수 3

표 83 - 규격 준수 및 인증

규격 준수 인증

UL 508 c-UL-us 등재(개방형) (File No. E96956)
EN 60947-4-2 EMC 규정 및 저전압 규정 CCC에 따른 CE 마크 획득(1)

CCC(1)

C-Tick(1)

EAC(1)

KCC(1)

ABS(1)

(1)   제어 전력이 24V DC인 컨트롤러의 최신 인증 정보는 현지 로크웰 오토메이션 영업 사무소 또는  
Allen-Bradley 대리점에 문의하시거나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certification/overview.page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certification/overview.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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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 바이패스 내장형: 보호 장치 및 바이패스 컴포넌트 선정—라인 결선 모터

설명
SMC-50 카탈로그 No.(3)

150-S108N 150-S135N 150-S201N 150-S251N 150-S317N 150-S361N 150-S480N
정격 전류 [A] 108 135 201 251 317 361 480

전압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단락 전류 정격(SCCR)(1)

600V에서 표준 폴트 SCCR

Std. 가용 폴트[kA] 10 18 30 42

최대 비시간 지연 퓨즈 400 500 600 700 800 1000 1200

최대 반전 시간 회로 차단기(CB) 300 400 600 700 800 1000 1200

최고 폴트 SCCR

600V [kA]에서 퓨즈의 고가용 폴트 70 69

최대 Class J 또는 L 시간 지연 퓨즈 200 225 350 400 500 600 800

480V [kA]에서 회로 차단기의 고가용 폴트

추후 확정최대 반전 시간 CB (Bul. 140G 필요)(2)

Bul. 140G MCCB 프레임 크기

분기 보호 참조(1)

반전 시간 회로 차단기 선정(3)

35 kA, 최대 600V 140G- K6F3-D… 140G- K6F3-D… 140G- M6F3-D… 140G- M6F3-D… 140G- M6F3-D… — —

50 kA, 최대 600V — — — — — 140G- N6H3-E…(4) 140G- N6H3-E12

최대 480V에서 65 kA(2) 추후확정

퓨즈 분리 기능 선정, 비시간 지연 퓨즈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194R-J400-1753 194R-J600-1753 194R-J600-1753 194R-L800-1753 194R-L800-1753 — —

(1)   적절한 분기 회로 컴포넌트를 선정하려면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회로 차단기의 프레임은 높은 폴트 단락 정격에 맞게 지정된 140G 프레임 크기여야 합니다.
(3)   전체 카탈로그 번호는 제품 디렉터리를 참조하십시오. www.ab.rockwellautomation.com.
(4)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정격 플러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 디렉터리를 참조하십시오. www.ab.rockwellautomation.com.

http://ab.rockwellautomation.com
http://ab.rockwellautom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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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 솔리드 스테이트형: 보호 장치 및 바이패스 컴포넌트 선정 개요—라인 결선 모터

설명
SMC-50 카탈로그 No.(5)

150-SB1N 150-SB2N 150-SB3N 150-SB4N 150-SC1N 150-SC2N 150-SC3N 150-SD1N 150-SD2N 150-SD3N
정격 전류 [A] 90 110 140 180 210 260 320 361 420 520

전압
[V

AC]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단락 전류 정격(SCCR)(1)

600V에서 표준 폴트 SCCR

Std. 가용 폴트 [kA] 10 18 30

최대 비시간 지연 퓨즈 [A] 350 400 500 500 600 700 800 1000 1200 1200

최대 시간 지연 퓨즈 [A] 200 225 300 400 450 500 700 800 800 1000
최대 반전 시간 회로 
차단기(CB)

[A]
350 300 400 500 600 700 800 1000 1200 1200

최고 폴트 SCCR

600V에서 퓨즈의 
고가용 폴트

[kA]
100

최대 Class J 또는  
L 시간 지연 퓨즈

[A]
200 225 300 400 450 500 700 800 800 1000

480V에서 회로 
차단기의 고가용 폴트

[kA]
65

최대 반전 시간 CB  
(Bul. 140G 필요)(2)

[A]
350 300 400 400 600 700 800 1000 1200 1200

Bul. 140G MCCB 프레임 크기 K M N

분기 보호 참조(1)

반전 시간 회로 차단기 선정(5)

35 kA, 최대 600V 140G- K6F3-D 140G- K6F3-D 140G- K6F3-D 140G- M6F3-D 140G- M6F3-D 140G- M6F3-D 140G- M6F3-D — — —

50 kA, 최대 600V — — — — — — —
140G- N6H3- 

E(6)
140G- N6H3- 

E12
140G- N6H3- 

E12

최대 480V에서 65 kA(2) 140G-K6F3-D 140G-K6F3-D 140G-K6F3-D 140G-K6F3-D 140G-M6F3-D 140G-M6F3-D 140G-M6F3-D
140G- N6H3- 

E12(6)
140G- N6H3- 

E12
140G- N6H3- 

E12
퓨즈 분리 기능 선정, 비시간 
지연 퓨즈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194R-J200-
1753

194R-J400-
1753

194R-J400-
1753

194R-J400-
1753

194R-J600-
1753

194R-J600-
1753

194R-L800-
1753 — — —

바이패스 접촉기 참조(2) (3)

UL/CSA에 따른 AC-3 정격(4), 표준 폴트 SCCR

단락 전류 정격 @ 600V:(5) 100-C97 100-D115 100-D140 100-D180 100-D250 100-D250 100-D300 100-D630 100-D630 100-D630

표준 가용 폴트 [kA] 10 18 30

최대 비시간 지연 퓨즈 [A] 350 A 250 A 350 A 450 A 600 A 700 A 700 A 1000 A 1200 A 1200 A

최고 폴트 SCCR

단락 전류 정격:(5) 100-C97 100-D115 100-D140 100-D180 100-D210 100-D250 100-D300 100-D420 100-D630 100-D630

600V에서 퓨즈의 
고가용 폴트

[kA]
100 100 100 42

최대 Class J 또는  
Class L 시간 지연 퓨즈

[A]
120 150 200 225 300 350 450 500 A 600 A 700 A

(1)   적절한 분기 회로 컴포넌트를 선정하려면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회로 차단기의 프레임은 높은 폴트 단락 정격에 맞게 지정된 140G 프레임 크기여야 합니다.
(3)   600V 이외에 다른 전압 정격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rockwellautomation.com의 Global SCCR 표를 참조하십시오.
(4)   IEC 규정 지역에서 AC-1 또는 AC-3 정격을 따르는 바이패스 접촉기 크기를 선정하는 경우, 바이패스 접촉기의 단락 등급은 SMC-50과 유사해야 합니다.
(5)   전체 카탈로그 번호는 제품 디렉터리를 참조하십시오. www.ab.rockwellautomation.com.
(6)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정격 플러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 디렉터리를 참조하십시오. www.ab.rockwellautomation.com.

http://www.rockwellautomation.com/
http://ab.rockwellautomation.com
http://ab.rockwellautom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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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 바이패스 내장형: 보호 장치 및 바이패스 컴포넌트 선정—델타 결선 모터

설명
SMC-50 카탈로그 No.(3)

150-S108N 150-S135N 150-S201N 150-S251N 150-S317N 150-S361N 150-S480N
정격 전류 [A] 187 234 348 435 549 625 831

전압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230…600V AC

단락 전류 정격(SCCR)(1)

600V에서 표준 폴트 SCCR

Std. 가용 폴트[kA] 10 18 30 42

최대 비시간 지연 퓨즈 600 700 1000 1200 1600 1600 1600

최대 반전 시간 회로 차단기(CB) 500 700 1000 1200 1600 1600 1200

최고 폴트 SCCR

600V [kA]에서 퓨즈의 고가용 폴트 70 69

최대 Class J 또는 L 시간 지연 퓨즈 300 400 600 800 1000 1200 1600

480V [kA]에서 회로 차단기의 고가용 폴트

추후 확정최대 반전 시간 CB (Bul. 140G 필요)(2)

Bul. 140G MCCB 프레임 크기

분기 보호 참조(1)

반전 시간 회로 차단기 선정(3)

35 kA, 최대 600V 140G- M6F3-D… 140G- M6F3-D… — — — — —

50 kA, 최대 600V — — 140G- N6H3-E…(4) 140G- N6H3-E12 140G-R12I3-E(4) 140G-R12I3-E(4) 140G-N6H3-E12

최대 480V에서 65 kA(2) 추후확정

퓨즈 분리 기능 선정, 비시간 지연 퓨즈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194R-J600-1753 194R-L800-1753 — — — — —

(1)   적절한 분기 회로 컴포넌트를 선정하려면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회로 차단기의 프레임은 높은 폴트 단락 정격에 맞게 지정된 140G 프레임 크기여야 합니다.
(3)   전체 카탈로그 번호는 제품 디렉터리를 참조하십시오. www.ab.rockwellautomation.com.
(4)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정격 플러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 디렉터리를 참조하십시오. www.ab.rockwellautomation.com.

http://ab.rockwellautomation.com
http://ab.rockwellautom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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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 솔리드 스테이트형: 보호 장치 및 바이패스 컴포넌트 선정—델타 결선 모터

설명
SMC-50 카탈로그 No.(5)

150-SB1N 150-SB2N 150-SB3N 150-SB4N 150-SC1N 150-SC2N 150-SC3N 150-SD1N 150-SD2N 150-SD3N
정격 전류 [A] 155 190 242 311 363 450 554 625 727 900

전압 [V AC]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230…600

단락 전류 정격(SCCR)(1)

600V에서 표준 폴트 SCCR

Std. 가용 폴트 [kA] 18 30 42

최대 비시간 지연 퓨즈 [A] 450 500 700 800 1000 1200 1600 1600 2000 2500

최대 시간 지연 퓨즈 [A] 300 400 500 600 800 1000 1200 1200 1600 2000
최대 반전 시간 회로 
차단기(CB)

[A]
450 500 700 800 1000 1200 1600 1600 2000 2500

최고 폴트 SCCR

600V에서 퓨즈의 
고가용 폴트

[kA]
65

최대 Class J 또는  
L 시간 지연 퓨즈

[A]
300 400 500 600 800 1000 1200 1200 1600 2000

480V에서 회로 
차단기의 고가용 폴트

[kA]
65

최대 반전 시간 CB  
(Bul.  140G 필요)(2)

[A]
450 500 700 700 1000 1200 1200 — — —

Bul. 140G MCCB 프레임 크기 M N 추후 확정

분기 보호 참조(1)

반전 시간 회로 차단기 선정(5)

35 kA, 최대 600V 140G- K6F3-D
140G- M6F3- 

D
140G- M6F3- 

D
140G- M6F3- 

D — — — — — —

50 kA, 최대 600V — — — —
140G- N6H3- 

E(6)
140G-N6H3- 

E12
140G-R12I3- 

E(6)
140G-R12I3- 

E(6)
140G- R12I3- 

E20
140G- R12I3- 

E25

최대 480V에서 65 kA(2) 140G-M6F3-D 140G-M6F3-D 140G-M6F3-D 140G-M6F3-D
140G- N6H3- 

E(6)
140G- N6H3- 

E12
140G- N6H3- 

E12
추후확정

퓨즈 분리 기능 선정, 비시간  
지연 퓨즈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194R-J400-
1753

194R-J400-
1753

194R-J600-
1753

194R-J600-
1753

194R-L800-
1753 — — — — —

바이패스 접촉기 참조(1) (3)
UL/CSA에 따른 AC-3 정격(4), 표준 폴트 SCCR

단락 전류 정격 @ 600V:(5) 100-D250 100-D250 100-D250 100-D300 100-D630 100-D630 100-D630 100-D860 100-D860 —

표준 가용 폴트 [kA] 18 30 42

최대 비시간 지연 퓨즈 [A] 450 500 700 700 1000 1200 1600 1600 2000 —

최고 폴트 SCCR

단락 전류 정격:(5) 100-D180 100-D180 100-D250 100-D300 100-D420 100-D630 100-D630 100-D630 100-D860 100-G1200

600V에서 퓨즈의 
고가용 폴트

[kA]
65 65 42 42 65

최대 Class J 또는  
Class L 시간 지연 퓨즈

[A]
225 225 350 450 500 600 700 800 1000 1300

(1)   적절한 분기 회로 컴포넌트를 선정하려면 현지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회로 차단기의 프레임은 높은 폴트 단락 정격에 맞게 지정된 140G 프레임 크기여야 합니다. 다른 회로 차단기는 추후 확정

(3)   600V 이외에 다른 전압 정격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rockwellautomation.com의 Global SCCR 표를 참조하십시오.
(4)   IEC 규정 지역에서 AC-1 또는 AC-3 정격을 따르는 바이패스 접촉기 크기를 선정하는 경우, 바이패스 접촉기의 단락 등급은 SMC-50과 유사해야 합니다.
(5)   전체 카탈로그 번호는 제품 디렉터리를 참조하십시오. www.ab.rockwellautomation.com.
(6)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정격 플러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 디렉터리를 참조하십시오. www.ab.rockwellautomation.com.

http://www.rockwellautomation.com/
http://ab.rockwellautomation.com
http://ab.rockwellautomation.com


90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50-TD009A-KO-P - 2017년 11월

SMC-50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대략적 치수

달리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치수 단위는 인치(mm)입니다. 제공된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표 88 - SMC-50 컨트롤러 외함 요구사항

외함 등급
표준 장치 정격: IP00 (NEMA 개방형)

최소 요구되는 외함: IP23 (NEMA Type 1)

권장되는 외함:(1) IP54 (NEMA Type 12)

정격 감소 없는 주변 온도 범위(실외) 또는  
내부 외함 온도 범위:

내장형 바이패스 -20~50 °C (-4~122 °F)

솔리드 스테이트 -20...40 °C (-4...104 °F)

방향 및 이격거리
장착 방향: 수직 방향으로만 장착

최소 이격거리:
수평 0 cm (0 in.)

수직 15 cm (6 in.)

(1)   최소 외함 크기는 69페이지의 표 42를 참조하십시오.

표 89의 지침은 SMC-50 컨트롤러가 개방형 설계이고 컨트롤러의 위 아래로 최소 150 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표 89 - SMC-50 컨트롤러 최소 외함 크기

바이패스 내장형 SMC-50 컨트롤러

카탈로그 번호
mm (in.)(1)

너비 높이 깊이

150-S108… / 150-S135… 609.6 (24.0) 762.0 (30.0) 304.8 (12.0)

150-S201… / 150-S251… 762.0 (30.0) 965.2 (38.0) 355.6 (14.0)

150-S317… / 150-S361… / 150-S480… 914.4 (36.0) 1295.4 (51.0) 355.6 (14.0)

솔리드 스테이트 SMC-50 컨트롤러

카탈로그 번호 설정
mm (in.)(1)

너비 높이 깊이

150-SB…
Line/Wye 609.6 (24.0) 762.0 (30.0) 304.8 (12.0)

Inside-the-Delta 762.0 (30.0) 965.2 (38.0) 355.6 (14.0)

150-SC… 전체 762.0 (30.0) 965.2 (38.0) 355.6 (14.0)

150-SD… 전체 914.4 (36.0) 1295.4 (51.0) 355.6 (14.0)

(1)   실제 외함 크기는 열 방출, 듀티 사이클, 주변 온도 및 외부 냉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매뉴얼 150-UM011을 참조하십시오.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um/150-um011_-en-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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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패스 내장형 컨트롤러

그림 23 - 내부 바이패스가 포함된 108/135 A 컨트롤러: 단자 커버 불포함

6.56
(166.6)

4.25
(108)

2.13
(54)

2.13
(54)

15.31
(388.9)

14.45
(367)

17.47
(443.7)

5.10
(129.5)

1.56
(39.5)

5.10
(129.5)

0.30
(7.5)

1.54
(39)

1.25
(31.8)

0.79
(20.2)

0.49
(12.5)

1.02
(26)

16.57
(420.8)

15.06
(382.5)

14.07
(357.5)

15.58
(395.8)

.51
(12.9)

0.19
(4.8)

7.74
(196.6)

6.25
(158.9)

5.73
(145.5)

8.56
(217.3)

0.32
(8)

See detail  A

Detail  A
SCALE  1.500

M10 X 1.5

#8-32 UNC-2B

카탈로그 No. 무게

150-S108 15.4 kg  
(34.0 lbs.)150-S135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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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내부 바이패스가 포함된 108/135 A 컨트롤러: 단자 커버 포함 및 MOV 옵션

19.32
(490.6)

6.59
(167.5)

1.59
(40.5)

6.59
(167.5)

2.44
(62)

17.89
(454.5)

3.07
(78)

2.29
(58)

4.66
(118.4)

8.58
(218.1)

4.68
(118.7)

14.45
(367)

6.56
(166.6)

6.03
(153.2)

7.74
(196.6)

1.37
(34.9)

8.56
(217.3)

0.31
(7.9)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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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내부 바이패스가 포함된 201/251 A 컨트롤러: 단자 커버 불포함

2.00
(50.8)

0.98
(25)

0.49
(12.5)

22.05
(560)

8.86
(225)

5.91
(150)

19.85
(504.1)

0.78
(19.7)

6.19
(157.3)

0.25
(6.4)

1.61
(40.9)

16.63
(422.5)

15.24
(387) 15.65

(397.5)

2.57
(65.3)

1.81
(46)

0.98
(24.9)

1.10
(27.9)

14.25
(362)

6.53
(165.9)

4.57
(116.1)

1.80
(45.6)

1.80
(45.6)

6.19
(157.3)

0.45
(11.5)

0.51
(13)

9.78
(248.5)

0.33
(8.5)

10.92
(277.4)

SEE DETAIL  A

DETAIL  A
SCALE  1.500

M10 X 1.5

#8-32 UNC-2B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림 26 - 내부 바이패스가 포함된 201/251 A 컨트롤러: 단자 커버 포함 및 MOV 옵션

4.97
(126.3)

4.68
(118.7)

9.73
(247.3)

4.68
(118.7)

9.94
(252.6)

1.09
(27.6)8.77

(222.8)

19.31
(490.4)

17.91
(454.9)

7.89
(200.5)

7.94
(201.7)

3.37
(85.7)

7.94
(201.7)

10.92
(277.4)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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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내부 바이패스가 포함된 317/361/480 A 컨트롤러: 단자 커버 불포함

2.50
(63.5)

1.29
(32.7) 0.67

(17)

0.89
(22.5)

1.20
(30.5)

0.45
(11.5)

23.62
(600)

21.23
(539.2)

11.42
(290)

7.87
(200)

8.69
(220.7)

2.41
(61.3)

2.41
(61.3)

6.11
(155.3)

0.47
(12)

17.30
(439.5)

15.96
(405.5)

15.39
(391)

14.06
(357)

2.98
(75.7)

6.93
(175.9)

0.25
(6.4)

7.18
(182.3)

1.61
(40.9)

1.13
(28.8)

1.89
(48)

0.71
(18)

10.33
(262.3)

12.21
(310.1)

SEE DETAIL  A

DETAIL  A
SCALE  1.500

M12 X 1.75

#8-32 UNC-2B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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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내부 바이패스가 포함된 317/361/480 A 컨트롤러: 단자 커버 포함 및 MOV 옵션

9.99
(253.7)

20.74
(526.8)

18.88
(479.7)

10.28
(261.1)

4.68
(118.7)

4.68
(118.7)

5.52
(140.1)

12.60
(320.2)

10.44
(265.3)

.49
(12.4)

9.23
(234.4)

9.23
(234.4)

3.47
(88.1)

12.21
(310.1)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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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

그림 29 - 카탈로그: No. 150-SB1…SB4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 단자 커버 불포함

0.19
(4.8)

1.41
(35.8)

7.25
(184.2)

6.79
(172.5)

10.21
(259.2)

7.65
(194.4)

6.69
(170.0)

2.51
(63.7)

2.51
(63.7) Four Quantity

Ø 0.296
   (7.51)

14.63
(371.6)

6.25
(158.8)

0.30
(7.5)

1.07
(27.1)

2.76
(70.0)

13.39
(340.0)

15.62
(396.6)

13.95
(354.4)

See detail A

Detail A
#8-32 UNC 2B

0.79
(20)

0.49
(12.5)

0.41 dia
(10.5)

1.25
(31.8)

1.54
(39.1)

카탈로그 No. 무게

150-SB1

15.7 kg 
(34.6 lbs.)

150-SB2

150-SB3

150-SB4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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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 카탈로그: No. 150-SB1…SB4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 단자 커버 포함 및 MOV 옵션

1.40
(35.6)

1.54
(39.0)9.22

(234.1)
9.93

(252.3)
10.19

(258.9)

6.98
(177.4)

3.86
(97.9)

7.62
(193.7)

20.13
(511.3)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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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카탈로그: No. 150-SC1…SC3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

0.281 dia.

2.00
(50.8)

10.75
(272.9)

9.11
(231.3)

0.25
(6.4)

7.19
(182.6)

0.67
(17)

9.84 (250)

7.17 (182.1)

3.92 (99.6)

2.47
(62.8)

9.30
(236.2)

24.08
(611.6)

23.25
(590.6)

24.24
(615.7) 25.14

(638.5)

2.09
(53.1)

2.09
(53.1)

5.34 (135.6)

7.66 (194.6)

9.84 (250)

10.75
(273.1)

See detail A

Detail A

2.00
(50.8)

1.16
(29.5)

0.413 dia
(10.49) 2 holes

0.53
(13.5)

0.98
(25)

카탈로그 No. 무게

150-SC1
47.6 kg  

(105 lbs.)150-SC2

150-SC3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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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카탈로그: No. 150-SC1…SC3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 러그, 바이패스 키트 및 MOV 옵션

26.84 
(681.8)

1.44 (36.5)

8.23
(209.2)

6.08 
(154.4)

3.08
(78.2)

27.23
(691.6)

23.25
(590.6)

3.15
(80)

0.35
(8.8)

1.02
(26)

2.14
(54.2)

1.44
(36.5)

0.53
(13.4)

26.17
(664.6)

1.70
(43.2)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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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카탈로그: No. 150-SD1…SD3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

1.13 (28.7) dia. 
lifting holes (4)

1.31 (33.3)

0.39 (10) dia. 
mounting holes (4)

15.00 (381)

10.69
(271.5)

5.05
(128.3)

9.21
(233.8)

15.00 (381)

0.400 dia.

25.88
(657.3)

26.43
(671.3)

25.25
(641.4)

27.25
(692.2)

3.156
(80.16)

3.156
(80.16)

7.844 (199.24)
10.908 (277.06)

17.38 (441.5)
18.00 (457.2)

8.63 (219.2)

11.64 (295.8)
9.96 (253)

8.68 (220.5)

0.25 (6.4)
2.04 (51.7)

See detail A

Detail A

3.00 (76.2)
1.53

(38.9)

0.69
 (17.5)

2.13
(54)

0.53 dia.
(13.5) 12 holes

카탈로그 No. 무게

150-SD1
77.1 kg  

(170 lbs.)150-SD2

150-SD3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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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카탈로그: No. 150-SD1…SD3 솔리드 스테이트형 컨트롤러: 러그, 바이패스 키트 및 MOV 옵션

29.79 
(756.8)

1.44 (36.5)

10.08 (256)

8.68 
(220.5)

3.49
(88.5)

28.58
(726)

25.25
(641.4)

1.82
(46.2)

0.33
(8.5)

1.54
(39.2)

2.41
(61.2)

• 참고: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위나 아래로 최소 152.4m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측면 이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2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50-TD009A-KO-P - 2017년 11월

SMC-50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액세서리

옵션 모듈

옵션 모듈을 사용하여 SMC-50 제어 모듈의 기능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모듈은 제어 모듈의 확장 포트(7~9) 3개에 
설치됩니다.

• 참고: 애플리케이션에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한 경우, 카탈로그 No. 20-COMM-X 통신 어댑터를 확장 포트 9에 삽입해야 합니다.

설명
호환 가능한 제어 
모듈 포트

컨트롤러당 이 유형의  
최대 옵션 모듈 수

카탈로그 No.

PTC, 지락, 전류 피드백 옵션 모듈 7 및 8 1 150-SM2

아날로그 I/O 옵션 모듈: 2개 아날로그 입력(전압 
또는 전류) 및 2개 아날로그 출력(전압 또는 전류)

7, 8, 9 3 150-SM3

디지털 I/O 옵션 모듈: 4개의 100…240V AC 입력 및 
3개 릴레이 출력

7, 8, 9 3 150-SM4

파라미터 설정 모듈 - DIP 및 회전형 다이얼 7, 8, 9 1 150-SM6

컨버터 모듈

설명 함께 사용 정격 전류 [A] 카탈로그 No.

3상 전류 모니터링 모듈
외부 바이패스가 사용되는 경우  

카탈로그 No. 150-SM2와 함께 SMC-50 컨트롤러에 
전류 피드백 제공(1)

30…180 825-MCM180

181…520 825-MCM20

연결 케이블(교체용) 카탈로그 No.  
150- SM2에서 Bullutin 825-MCM으로 연결

전체 — 825-MCA

코어 밴런스 지락 센서
카탈로그 No. 150-SM2와 함께 사용되어  

접지 전류 피드백 제공(2) 회전 비율: 100:1 825-CBCT

(1)   사용자가 전류 변압기(보조 전류 5A)를 조달해 사용해야 합니다.
(2)   SMC-50 컨트롤러의 지락 감지 기능은 모니터링용입니다. NEC의 100항에 규정된 바대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지락 회로 인터럽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지 기능은 UL 1053에 
따라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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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모듈

동일한 보호 모듈이 SMC-50 컨트롤러의 라인 또는 부하 측에 장착됩니다. 보호 모듈의 사용을 적극 권합니다. 라인 측과 부하 측 
보호가 모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보호 모듈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Inside-the-delta 연결 방식을 사용하거나 펌프, 제동 또는 직선 가감속 제어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SMC-50 컨트롤러의 부하(모터) 측에 보호 모듈을 
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전류 정격 설명 카탈로그 No.

90...520
108…480

480V 보호 모듈 150-F84L

600V 보호 모듈 150-F86L

단자 러그 키트

컨트롤러 유형과 사용
전류 범위 

[A]
전선 크기 범위
라인 측

각 측에 가능한 총 단자 러그 수 패키지 
수량

카탈로그 No.
부하 측

바이패스 내장형

150-S108…
150-S135…

108…135
#6…250 MCM AWG
16 mm2…120 mm2

3 3 3 199-LF1

150-S201…
150-S251…

201…251
#6…250 MCM AWG
16 mm2…120 mm2

6 6 3 199-LF1

150-S317…
150-S361…
150-S480…

317…480
#4…500 MCM AWG
25 mm2…240 mm2

6 6 3 199-LG1

솔리드 
스테이트형

(외부 바이패스 
불포함)

150-SB… 90…180
#6…250 MCM AWG
16 mm2…120 mm2

3 3 3 199-LF1

150-SC… 210…320
#6…250 MCM AWG
16 mm2…120 mm2

6 6 3 199-LF1

150-SD… 361…520
#4…500 MCM AWG
25 mm2…240 mm2

6 6 3 199-LG1

솔리드 
스테이트형  

(외부 바이패스 
포함)

150-SB… 90…180
(2) 1/0…250 MCM AWG 50 

mm2…120 mm2
3 3 3 1494R-N14

150-SC… 210…320
#6…250 MCM AWG
16 mm2…120 mm2

6(바이패스 
키트에는 6개가 
더 필요)

6 3 199-LF1

150-SD… 361…520
#4…500 MCM AWG
25 mm2…240 mm2

6(바이패스 
키트에는 6개가 
더 필요)

6 3 199-LG1

바이패스 
내장형—  

(inside-the-delta 
단자 러그)

150-S108…
150-S135…

187…234
#4…500 MCM AWG
25 mm2…240 mm2

3 6(1) 3 1494R-N15

150-S201…
150-S251…

348…435
(2) 1/0…250 MCM AWG 50 

mm2…120 mm2
6 12(1) 3 1494R-N14

150-S317…
150-S361…
150-S480…

549…831
(3) 3/0…500 MCM AWG 95 

mm2…240 mm2
3 12(2) 3 150-LG5MC

(1)   Inside-the-delta 설정으로 연결된 경우, 부하측 연결(T1…T6)에 단자 카탈로그 No. 199-LF1을 사용하십시오.
(2)   Inside-the-delta 설정으로 연결된 경우, 부하측 연결(T1…T6)에 단자 카탈로그 No. LG1을 사용하십시오.

전원분배용 단자대

컨트롤러 유형과 사용
전류 범위 [A]
라인 측

전선 크기 범위 필요한 총 배전함 수 패키지 
수량

카탈로그 No.
부하 측 라인 측 부하 측

솔리드 
스테이트형(inside-

the- delta)

150-SB… 155…311
(2) #4 AWG…500 MCM 

25…240 mm2
(2) #4 AWG…500 MCM 

25…240 mm2
3 — 1 1492-BG

150-SC… 363…554
(2)1/0AWG…750MCM 

54…400 mm2
(6) 6 AWG…250 MCM 

16…120 mm2
1 — 1

마라톤 특수 제품 
Cat. No. 1353703

150-SD… 625…900
(4)1/0AWG…750MCM 

54…400 mm2
(4)1/0AWG…750MCM 

54…400 mm2
3 — 1

마라톤 특수 제품 
Cat. No. 13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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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바이패스 키트

함께 사용하는 컨트롤러 유형 전류 범위 [A] 카탈로그 No.

솔리드 스테이트 (외부 바이패스 포함)
150-SC… 210…320 150-SCBK

150-SD… 361…520 150-SDBK

IEC 라인 또는 부하 단자 커버

설명 함께 사용 패키지 수량 카탈로그 No.
전방 사각지대 보호

250 MC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경우, IP2X 손가락 안전
150-S108…
150-S135…

1 150-TC1

전방 사각지대 보호
250 MC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경우, IP2X 손가락 안전

150-S201…
150-S251…

1 150-TC2

전방 사각지대 보호
500 MC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경우, IP2X 손가락 안전

150-S317…
150-S361…
150-S480…

1 150-TC3

전방 사각지대 보호
250 MC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경우, IP2X 손가락 안전

150-SB…
(90…180 A 장치만 

해당)
1 150-STCB

커패시터 모듈

설명 함께 사용 카탈로그 No.

EMC 지침 준수(EN60947-4-2)에 필요 150-SB… (90…180 A 장치만 해당) 150-SM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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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Human Interface Module) 및 통신 모듈

설명 카탈로그 No.
SMC-50 컨트롤러 — 베젤 장착 향상된 LCD, 숫자 전용 키패드 20-HIM-A6

도어 장착형 HIM
원격(패널 마운트) LCD 디스플레이, 숫자 전용 키패드 

(카탈로그 No. 20-HIM-A6)
20-HIM-C6S(3)

HIM 인터페이스 케이블

HIM 인터페이스 케이블, 1m 20-HIM-H10(4)

케이블 키트(Male-Female) 0.33m 1202-H03

케이블 키트(Male-Female) 1m 1202-H10

케이블 키트(Male-Female) 3m 1202-H30

케이블 키트(Male-Female) 9m 1202-H90

DPI/SCANport™ 1:2 포트 분배용 케이블 1203-S03

설명 함께 사용

신 모듈(제어모듈의   
확장포트 9에 설치;케이블을 
통해 DPI 포트 4에 연결)

RS-485 DF1 통신 어댑터

Bulletin 150-Sxx

20-COMM-S

PROFIBUS™ DP 통신 어댑터 20-COMM-P

ControlNet™ 통신 어댑터(Coax) 20-COMM-C

Interbus™ 통신 어댑터 20-COMM-I

Modbus/TCP 통신 어댑터 20-COMM-M

DeviceNet™ 통신 어댑터 20-COMM-D

EtherNet/IP™ 통신 어댑터 20-COMM-E

듀얼 포트 EtherNet/IP™ 통신 어댑터 20-COMM-ER

HVAC 통신 어댑터 20-COMM-H

ControlNet™ 통신 어댑터(광섬유) 20-COMM-Q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Windows 7/2000/XP/Vista 

Windows 10(2)

www.rockwellautomation.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DriveExecutive™ 9303-4DTE01ENE

DriveTools™ SP (1) 9303-4DTS01ENE

AnaCANda™ RS-232 - DPI
PC 인터페이스

직렬 1203-SSS(5)

DPI - USB USB 1203-USB(6)

(1)   DriveExecutive™ 및 DriveObserver™ 소프트웨어

(2)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만 해당

(3)   A 3 m (9.8 ft.) 카탈로그 No. 1202-C30 케이블 제공

(4)   20-HIM-A6이 SMC-50 DPI 포트 2에 연결되고 휴대용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 케이블 필요

(5)   카탈로그 No. 1203-SFC와 1202-C10 케이블 포함

(6)   카탈로그 No. 20-HIM-H10과 22-HIM-H10 케이블 포함

교체용 부품

모든 컨트롤러 유형용

설명 카탈로그 No.

SMC-50 제어 모듈
100…240V AC 제어 파워, 2개 24V DC 입력, 2개 릴레이 출력 150-SCMD

24V DC 제어 파워, 2개 24V DC 입력, 2개 릴레이 출력 150-SCMR(1)

교체용 커버 교체용 제어 모듈 전면 커버 150-SCMRC

교체용 탈착식 단자대

제어 모듈 제어 I/O 교체용 탈착식 단자대 제어 모듈 150-SCMRTB

PTC 모듈 교체용 탈착식 단자대(3개 세트) 150-SM2 150-SM2RTB

아날로그 I/O 옵션 교체용 착탈식 단자대 150-SM3 150-SM3RTB

디지털 I/O 옵션 교체용 착탈식 단자대 150-SM4 150-SM4RTB

(1)   구입 관련 문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또는 Allen-Bradley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http://www.rockwellautomation.com/
http://www.rockwellautom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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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패스 내장형 모델 용

설명
100…240V AC 제어 전압 24V DC 제어 전압

카탈로그 No. 카탈로그 No.

프레임 3용 파워부 어셈블리
• 단일 패키지에 3개의 파워 폴을 모두 포함하고, 파워 폴과  
제어모듈 사이의 커버와 냉각 팬 포함

108 A, 200…480V AC 라인 150-SPP108BD 150-SPP108BR(1)

135 A, 200…480V AC 라인 150-SPP135BD 150-SPP135BR(1)

108 A, 200…690V AC 라인 150-SPP108UD 150-SPP108UR(1)

135 A, 200…690V AC 라인 150-SPP135UD 150-SPP135UR(1)

프레임 4용 파워 폴 (Power Pole)
• 1개의 파워 폴 포함

201 A, 200…480V AC 라인 150-SPP201B

251 A, 200…480V AC 라인 150-SPP251B

201 A, 200…690V AC 라인 150-SPP201U

251 A, 200…690V AC 라인 150-SPP251U

프레임 5용 파워 폴 (Power Pole)
• 1개의 파워 폴 포함

317 A, 200…480V AC 라인 150-SPP317B

361 A, 200…480V AC 라인 150-SPP361B

480 A, 200…480V AC 라인 150-SPP480B

317 A, 200…690V AC 라인 150-SPP317U

361 A, 200…690V AC 라인 150-SPP361U

480 A, 200…690V AC 라인 150-SPP480U

베이스 플레이트
• 파워 폴 장착용

201~251 A 41391-803-01

317~480 A 41391-803-02

(1)   구입 관련 문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또는 Allen-Bradley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설명 정격 제어 전압 함께 사용 카탈로그 No.

교체용 팬

SMC-50 프레임 3 컨트롤러용
100…240V AC

150-S108…-S135
150-SRF135D

24V DC 150-SRF135R(1)

SMC-50 프레임 4 컨트롤러용
100…240V AC

150-S201…-S251
150-SRF251D

24V DC 150-SRF251R(1)

SMC-50 프레임 5 컨트롤러용
100…240V AC

150-S317…-S480
150-SRF480D

24V DC 150-SRF480R(1)

(1)    구입 관련 문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또는 Allen-Bradley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설명 정격 전류 [A] 라인 전압 [V AC] 제어 전압 카탈로그 No.

바이패스 내장형  SMC-50용  
교체용 컨트롤러 커버

201

200…480
100…240V AC 150-S201RCBD

24V DC(1) 150-S201RCBR(2)

200…690
100…240V AC 150-S201RCUD

24V DC(1) 150-S201RCUR(2)

251

200…480
100…240V AC 150-S251RCBD

24V DC(1) 150-S251RCBR(2)

200…690
100…240V AC 150-S251RCUD

24V DC(1) 150-S251RCUR(2)

317

200…480
100…240V AC 150-S317RCBD

24V DC(1) 150-S317RCBR(2)

200…690
100…240V AC 150-S317RCUD

24V DC(1) 150-S317RCUR(2)

361

200…480
100…240V AC 150-S361RCBD

24V DC(1) 150-S361RCBR(2)

200…690
100…240V AC 150-S361RCUD

24V DC(1) 150-S361RCUR(2)

480

200…480
100…240V AC 150-S480RCBD

24V DC(1) 150-S480RCBR(2)

200…690
100…240V AC 150-S480RCUD

24V DC(1) 150-S480RCUR(2)

(1)   24V DC 제어 입력에만 해당되며, 24V AC 제어 입력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2)   구입 여부에 대해서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또는 Allen-Bradle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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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스테이트형 장치용

설명
100…240V AC 제어 전압 24V DC 제어 전압

카탈로그 No. 카탈로그 No.

프레임 B 파워부 어셈블리
• 단일 패키지에 3개의 파워 폴을 모두 포함하고, 파워 폴과 제어모듈 사이의 
커버와 냉각 팬 포함

90 A, 200…480V AC 라인 150-SPPB1B 150-SPPB1BR

110 A, 200…480V AC 라인 150-SPPB2B 150-SPPB2BR

140 A, 200…480V AC 라인 150-SPPB3B 150-SPPB3BR

180 A, 200…480V AC 라인 150-SPPB4B 150-SPPB4BR

90 A, 200…690V AC 라인 150-SPPB1U 150-SPPB1UR

110 A, 200…690V AC 라인 150-SPPB2U 150-SPPB2UR

140 A, 200…690V AC 라인 150-SPPB3U 150-SPPB3UR

180 A, 200…690V AC 라인 150-SPPB4U 150-SPPB4UR

프레임 C용 파워 폴 (Power Pole)
• 1개의 파워 폴 포함 (SCR, 방열판 어셈블리 및 케이블)

210 A, 200…480V AC 라인 150-SPPC1B

260 A, 200…480V AC 라인 150-SPPC2B

320 A, 200…480V AC 라인 150-SPPC3B

210 A, 200…690V AC 라인 150-SPPC1U

260 A, 200…690V AC 라인 150-SPPC2U

320 A, 200…690V AC 라인 150-SPPC3U

프레임 D용 파워 폴(Power Pole)
• 1개의 파워 폴 포함 (SCR, 방열판 어셈블리 및 케이블)

361 A, 200…480V AC 라인 150-SPPD1B

420 A, 200…480V AC 라인 150-SPPD2B

520 A, 200…480V AC 라인 150-SPPD3B

361 A, 200…690V AC 라인 150-SPPD1U

420 A, 200…690V AC 라인 150-SPPD2U

520 A, 200…690V AC 라인 150-SPPD3U

설명 카탈로그 No.

교체용 커버 교체용 컨트롤러 커버
210…320 A 유닛 150-SCRC

361…520A 유닛 150-SDRC

설명 정격 제어 전압 함께 사용 카탈로그 No.

교체용 팬

SMC-50 프레임 B 컨트롤러용
100…240V AC

150-SB 장치 (90…180 A)
150-SF1

24V DC 150-SF1R

SMC-50 프레임 C 컨트롤러용
100…240V AC

150-SC 장치 (210…320 A)
150-SF2D

24V DC 150-SF2R

SMC-50 프레임 D 컨트롤러용
100…240V AC

150-SD 장치 (361…520 A)
150-SF3D

24V DC 150-SF3R

교체용 팬 커버

SMC-50 프레임 B 컨트롤러용 팬 커버 — 150-SB 장치 (90…180 A) 150-SBFC

SMC-50 프레임 C 컨트롤러용 팬 커버 — 150-SC 장치 (210…320 A) 150-SCFC

SMC-50 프레임 D 컨트롤러용 팬 커버 — 150-SD 장치 (361…520 A) 150-SD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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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키트

이 키트들은SMC Flex 컨트롤러를 바이패스 내장형 SMC-50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키트 포함사항 SMC-
50 제어 모듈, 프로그래밍 장치, 옵션 I/O 카드(필요한 경우), 플라스틱 장착/전환 커버(필요한 경우)

• 중요: 업그레이드 키트를 선택하는 경우 전류 범위, 라인 전압 및 제어 입력 전압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모든 제어 전압 또는 전류 범위의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키트 포함사항(1) 정격 전류 [A] 라인 전압 [V AC] 제어 전압(2) 카탈로그 No.

프레임 3 SMC Flex에서 바이패스 내장형  
SMC-50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하는 키트

• 150-SCMD 제어 모듈
• 150-SM4 디지털 I/O 모듈
• 20-HIM-A6 LCD HIM

108
200…690 100…240V AC

150-S108UPGD

135 150-S135UPGD

• 150-SCMR 제어 모듈
• 20-HIM-A6 LCD HIM

108
200…690 24V DC(3)

150-S108UPGR(4)

135 150-S135UPGR(4)

프레임 4 SMC Flex에서 바이패스 내장형  
SMC-50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하는 키트

• 150-SCMD 제어 모듈
• 150-SM4 디지털 I/O 모듈
• 20-HIM-A6 LCD HIM
• 플라스틱 장착/전환 커버

201

200…480

100…240V AC

150-S201UPGBD

200…575 150-S201UPGCD

200…690 150-S201UPGUD

251

200…480 150-S251UPGBD

200…575 150-S251UPGCD

200…690 150-S251UPGUD

• 150-SCMR 제어 모듈
• 20-HIM-A6 LCD HIM
• 플라스틱 장착/전환 커버

201

200…480

24V DC(3)

150-S201UPGBR(4)

200…575 150-S201UPGCR(4)

200…690 150-S201UPGUR(4)

251

200…480 150-S251UPGBR(4)

200…575 150-S251UPGCR(4)

200…690 150-S251UPGUR(4)

(1)   키트에는 명시된 각 카탈로그 번호가 하나씩 포함됩니다.
(2)   SMC-50 제어 모듈은 2개의 24V DC 제어 입력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한 경우, 100…240V AC 입력(150-SM4 옵션 모듈 필요)을 사용해야 합니다.
(3)   24V DC 제어 전압에만 해당되며, 24V AC 제어 전압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4)   구입과 관련된 문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 또는 Allen-Bradley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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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프로필
이 섹션에서는 SMC 컨트롤러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특정 제어 방식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기본요소들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이 포함되었습니다. 모터 정격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격은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SMC 컨트롤러에 적합한 기동 방식과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팬
 ―소프트 스타트

 ―선형 가속

• 펌프

 ―소프트 스타트

 ―펌프 제어

 ―선형 가속

 ―펌프 공동화

• 컨베이어

 ―소프트 스타트

 ―선형 가속

• 원심기

 ―스마트 모터 제동

 ―전류 제한

• 충격 부하

 ―바위 분쇄기

 ―해머밀

 ―원목 박피기

• 고관성 부하

 ―전류 제한이 포함된 해머밀

 ―소프트스타트가 포함된 파쇄기

 ―소프트스타트가 포함된 밴드톱

 ―전류 제한이 포함된 분쇄 볼밀

• 스마트 모터 제동

 ―밴드톱

 ―원심기

 ―해머밀

 ―분쇄 볼밀

• 압축기

 ―소프트 스타트

• 텀블러

 ―선형 가속

 ―소프트 스타트

• 단기 저속

• 저항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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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압 기동

모터를 시작할 때 감소된 전압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기동시 전원라인에 외란 제한

• 기동시 기계장치에 가해지는 과도한 토크 감소

전전압으로 모터를 시작하는 경우, 전원에서 끌어오는 전류는 보통 정상 전부하 전류의 600%가 됩니다. 그림 3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터가 거의 전속력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높은 전류가 흐르다가 감소됩니다. 이로 인해 라인 전압의 순간적인 강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5 - 전부하 전류 vs. 속도

600

100

200

300

400

500

0 100

% 전부하 
전류

% 속도

높은 기동 전류와 더불어, 모터는 전부하 토크보다 높은 기동 토크를 발생 시킵니다. 기동 토크의 크기는 모터의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NEMA는 모터 제조업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토크 및 전류 표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EMA Design B 모터의 구속 회전자 
또는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약 180%에 해당됩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기동 토크는 벨트, 체인 또는 커플링에 과도한 기계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소된 기동 전압은 모터의 전류와 토크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지된 모터에 감소된 전압을 적용하면, 모터가 소비하는 전류도 
감소됩니다. 모터에 의해 생성된 토크는 대략적으로 적용된 전압(%)의 제곱 값입니다.

예를 들어, 모터에 50%의 전압이 적용되면, 정상적인 기동 토크의 약 25%에 해당하는 기동 토크가 생성됩니다. 이전의 전전압 예시에서, 
NEMA Design B 모터의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180%였습니다. 50%의 전압만 적용되면, 이는 전부하 토크의 약 45%에 해당됩니다. 
표 90은 NEMA Design B 모터에서 일반적으로 전압, 전류 및 토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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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0 - NEMA Design B 모터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전압, 전류 및 토크의 특징

기동 방식
모터 단자에서 
전압의 %

모터 기동 전류 (%): 라인 전류 (%): 모터 기동 토크 (%):

구속 회전자 전류 전부하 전류 구속 회전자 전류 전부하 전류 구속 회전자 토크 전부하 토크

전전압 100 100 600 100 600 100 180
단권변압기

80% tap 80 80 480 64 384 64 115

65% tap 65 65 390 42 252 42 76

50% tap 50 50 300 25 150 25 45
분권(Part Winding) 100 65 390 65 390 50 90

Wye-Delta 100 33 198 33 198 33 60
솔리드 스테이트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다양한 기동 방식만큼이나 광범위한 토크 특성이 존재하므로, 어떤 방식의감전압 스타터를 선택할지는 애플리케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택 과정에서 가용 토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SCR이 포함된 솔리드 스테이트 스타터

솔리드 스테이트 스타터에서는, 모터로의 전압 출력을 제어하는데 실리콘 제어 정류기(SCR)(그림 36 참조)가 사용됩니다. SCR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합니다. SCR의 전도량은 SCR의 게이트에 인가된 펄스에 의해 제어됩니다. SCR 2개가 정-역으로 
연결하면 (그림 37 참조), 모터에 공급되는 AC 전원을 반주기(half-cycle) 마다 전원전압의 점호각을 변경함으로써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림 38 참조) 점호각을 변경하여 모터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SMC-50 컨트롤러에는 SCR의 
점호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스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원 섹션에서 6개의 SCR이 사용되어 전압과 전류에 대한 전체 주기 제어를 
제공합니다. 전압과 전류는 모터로 천천히, 매끄럽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림 36 - 실리콘 제어 정류기(SCR)

그림 37 - SCR의 전형적인 배선도

1T1L

2T2L

3T3L

모터

3상 AC 
라인 전원

SMC-50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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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 다양한 점호각(단상만 표시)

공급 전압

약 50% RMS 
전압 점호

25% RMS 
전압 점호

100% RMS 
전압 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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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별 애플리케이션 지표

이 섹션은 SMC 컨트롤러로 지원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보여줍니다. 아래는 다양한 업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지 기능과 기동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 매트릭스입니다.

표 91 - 광업 및 금속(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킥스타트
소프트 
스탑

펌프 제어 Accu-Stop
스마트 
모터 제동

프리셋 
감속

제동을 
통한 감속

직선 가속
토크 제어 
기동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롤러밀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해머밀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롤러 컨베이어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 — — X — — X

원심 펌프 — X X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X — — X

팬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텀블러 — X X — X X — — — — — —  —  —  — — X X — X X — X X — X X — — X — — X

바위 분쇄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집진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냉각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압축기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와이어 드로잉 
기계

— X X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벨트 컨베이어 X X X X X X X X X — X X — — — — X X — — — — X X — — — — — X — — X

파쇄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연마기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절삭기 — X X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과부하 컨베이어 — X X — — —  —  X X — X X — — — — X X — — — — — —  —  — — — X X — — X

표 92 - 식품 가공(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킥스타트
소프트 
스탑

펌프 제어 Accu-Stop
스마트 
모터 제동

프리셋 
감속

제동을 
통한 감속

직선 가속
토크 제어 
기동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원심 펌프 — X X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X — — X

펠렛타이저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 — — X — — X

혼합기 — X X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 X — — X

교반기 — X X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원심기 — — —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컨베이어 X X X X X X X X X — X X —  —  — — X X —  —  — — — — —  —  — — — X — — X

팬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병 세척기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 — — X — — X

압축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해머밀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분리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건조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절삭기 — X X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1)   범례: 3= SMC-3 컨트롤러; F = SMC Flex 컨트롤러; 50 = SMC-50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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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프로필

표 93 - 펄프 및 제지(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킥스타트
소프트 
스탑

펌프 제어 Accu-Stop
스마트 
모터 제동

프리셋 
감속

제동을 
통한 감속

직선 가속
토크 제어 
기동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압축기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컨베이어 X X X X X X X X X X X X — — — — X X — — — — X X — — — — — X — — X

이동기 — X X — — —  — — — — X X — — — — X X — — — — X X — — — — — X — — X

건조기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교반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원심 펌프 — X X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X — — X

혼합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1) —  —  X

팬 X X X X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리펄퍼 — X X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파쇄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X X — — X

(1)   부하 불포함

표 94 - 석유 화학(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킥스타트
소프트 
스탑

펌프 제어 Accu-Stop
스마트 
모터 제동

프리셋 
감속

제동을 
통한 감속

직선 가속
토크 제어 
기동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원심 펌프 — X X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X — — X

압출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나사 컨베이어 — X X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혼합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X X — — — — — X — — X

교반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압축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팬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분쇄 볼밀 — X X — X X — — — — — — — — — — X X — X X — — —  —  X X — — X — — X

원심기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표 95 - 이송 및 공작기계(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킥스타트
소프트 
스탑

펌프 제어 Accu-Stop
스마트 
모터 제동

프리셋 
감속

제동을 
통한 감속

직선 가속
토크 제어 
기동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물류 처리 
컨베이어

X X X X X X X X X — X X — — — — X X — — — — X X — — — — — X — — X

분쇄 볼밀 — X X — X X — — — — — — — — — — X X — X X — X X — X X — — X — — X

연마기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원심 펌프 — X X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X — — X

이동기 — X X — — — —  —  — — X X — — — — X X — — — — X X — — — — — X — — X

프레스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팬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펠렛타이저 — X X — X X — — — — X X — — — — X X — — — — X X — — — — — X — — X

압축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롤러밀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다이 충전기 — X X — — — —  —  — — — — —  —  — — X X — — — — — — — — — — — X — — X

로터리 테이블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 — — X — — X

(1)    범례: 3= SMC-3 컨트롤러; F = SMC Flex 컨트롤러; 50 = SMC-50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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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 전용 특수 기계(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킥스타트
소프트 
스탑

펌프 제어 Accu-Stop
스마트 
모터 제동

프리셋 
감속

제동을 
통한 감속

직선 가속
토크 제어 
기동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원심 펌프 X X X X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X — — X

세척기 — X X — X X — — — — — — — — — — X X — X X — X X — X X — — X — — X

컨베이어 X X X X X X X X X X X X — — — — X X — X X — X X — X X — — X — — X

전동 도로 — X X — X X — — — — X X — — — — — — — — — — — — — — — — — X — — X

팬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정방/권사 장비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표 97 - 목재 및 목재 가공(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킥스타트
소프트 
스탑

펌프 제어 Accu-Stop
스마트 
모터 제동

프리셋 
감속

제동을 
통한 감속

직선 가속
토크 제어 
기동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목재 파쇄기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회전 톱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밴드톱 — X X — X X — — — — — — — — — — — —  —  X X — X X — X X — — X — — X

종만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컨베이어 X X X X X X X X X X X X — — — — X X — — — — X X — — — — — X — — X

원심 펌프 — X X — X X — — — — — —  —  X X — — — — — — — — — — — — — — X — — X

압축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팬 X X X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X — — X

대패기 — X X —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샌딩기 — X X — X X — — — — — — — — — — X X — X X — X X — X X — — X — — X

박피기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표 98 - 상하수처리 및 공공시설(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킥스타트
소프트 
스탑

펌프 제어 Accu-Stop
스마트 
모터 제동

프리셋 
감속

제동을 
통한 감속

직선 가속
토크 제어 
기동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3 F 50
원심 펌프 X X X X X X — — — X X X — X X — — — — — — — — — — — — — — X — — X

원심기, 헤비 — X X — X X — — — — — — — — — — — —  —  X X — — —  —  X X — — X — — X

팬 X X X X X X — — — X X X — — — — — — — — — — — — — — — — — X — — X

압축기 X X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 X — — X

(1)   범례: 3= SMC-3 컨트롤러; F = SMC Flex 컨트롤러; 50 = SMC-50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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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프로필

팬

소프트 스타터는 팬을 기동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팬은 보통 가변 토크 유형의 부하입니다. 필요한 토크의 양은 팬의 기동 속도와 함께 
증가합니다.

팬 부하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댐퍼를 폐쇄하여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림 39와 그림 40은 SMC-50 
컨트롤러가 효과적인 팬 기동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무센서 선형 가속이 매끄럽게 시작되어 모터 전류에 대한 원활한 제어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9 - 무센서 선형 가속 및 무센서 선형 감속

시간

측
정
치

모터 전류   

모터 속도

 모터 토크 

참조 토크

시간

측
정
치

모터 전류   

모터 속도

 모터 토크 

참조 토크

그림 40 - 소프트 스타트 및 소프트 스탑

시간

측
정
치

모터 전류   

모터 속도

 모터 토크 

참조 토크

시간

측
정
치

모터 전류   

모터 속도

 모터 토크 

참조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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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배출 팬

문제

배출 팬의 벨트가 자주 끊어져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벨트 수리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팬 벨트의 가드를 제거하는 
일도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었니다. 모터의 높은 기동 토크가 벨트 마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고객은 PLC로부터 팬을 원격으로 기동 
및 정지하길 원했습니다. 패널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림 41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41 - 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배출 팬

배출

모터

유입

벨트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기존 스타터에 개조 설치했습니다. 램프 시간을 28초로 설정하여, 모터의 기동 토크를 감소하고 벨트에 가해지는 
기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매끈한 가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SMC-50 컨트롤러는 PLC를 통해 원격으로 컨트롤러를 제어할 
수 있는 통신 기능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과부하 보호기능이 내장되어, 별도의 과부하 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 공간이 
절약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는 또한 램프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SMC-3 컨트롤러에서는 고정된 램프 시간과 기동 토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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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프로필

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냉각기

문제

냉각기의 벨트 구동형 팬의 기동 토크가 높아 벨트가 자주 끊어졌습니다. 벨트 교체를 위해서는 하우징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운타임이 발생했습니다. 전전압 스타터의 조합이 모터 제어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제어 패널을 위한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패널에 별도의 제어 회로용 변압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어와 라인 전압이 같은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림 42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42 - 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냉각기

콘덴서

모터

팬

벨트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냉각기에 개조 설치했습니다. 높은 기동 토크로 인해 벨트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8초의 소프트 스타트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또한 기동 시 벨트에서 발생하는 마찰음을 감소해주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는 240V 제어 전압과 라인 전압으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어 회로 변압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MC-50 컨트롤러에는 과부하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필요한 패널 공간을 
한층 더 감소해줍니다. 고객은 컨트롤러를 기존 패널 공간에 개조해 넣을 수 있었습니다.

SMC Flex와 SMC-3 컨트롤러는 모두 240 제어 및 라인 전압에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제어 회로용 변압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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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가속기동이 적용된 냉각탑 팬

문제

화학 처리 공정에서 수온을 낮춰주는 체인 구동형 팬이 전전압 스타터로 기동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체인 드라이브의 문제로 인해 잦은 
점검과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겨울에는 패의 블레이드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공기 밀도는 계절의 온도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이는 기동 
시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기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림 43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43 - 선형 가속이 적용된 냉각탑 팬

공기 

모터

팬

체인

솔루션

기동 중에 가속을 제어하여 기계적 충격을 감소할 수 있도록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점검 작업이 
감소되었습니다. 겨울철 더 긴 기동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 내에 모터를 기동할 수 있도록 선형 가속이 사용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는 소프트 스타트 모드를 제공하며  외부 타코미터 사용시 선형 가속 기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소프트 스타트나 전류 제한 모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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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시스템 역학은 펌프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터, 밸브, 엘보우, 헤드(정적 및 동적) 압력과 시스템 전원은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시스템 마다 수격 현상을 감소하기 위해 펌프를 기동 및 중단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펌프 시스템은 크게 양변위 펌프와 원심 
펌프로 나뉠 수 있습니다.

SMC 컨트롤러는 낮은 부하 상태의 원심 펌프를 기동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펌프는 임펠러로부터 압력을 증가시켜 펌프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동 중에 모터 토크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양변위 펌프는 고정 토크 특성을 가지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보다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툴이 SMC 컨트롤러 예측 마법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펌프를 기동할 때는 높은 토크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MC 컨트롤러는 최대 토크를 제공하기 위해 기동 시 전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SMC-50 컨트롤러는 간단하게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펌프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소프트 스타트, 펌프 스타트, 선형 가속 기동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펌프 애플리케이션의 정지 방식은 소프트 스탑, 펌프 스탑, 선형 
감속입니다.

그림 44에서 그림 46은 원심 펌프에서 기동 시간 10초, 0% 초기 토크 및 65%부하를 사용한 경우의 기동 방법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림 44 - 펌프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소프트 스타트 및 소프트 스탑

시간

측
정
치

모터 전류

모터 속도

모터 토크   

참조 토크
 



애플리케이션 프로필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50-TD009A-KO-P - 2017년 11월 121

그림 45 - 펌프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펌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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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 펌프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선형 가속과 선형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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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시 선형 가속 모드를 사용하면 소모되는 전류가 적다는데 주목하십시오. 이 모드는 다른 두 가지 방식처럼 부하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SMC-50 컨트롤러는 여러 기동 및 정지 방식 이외에도, 다른 소프트 스타터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펌프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이 제공됩니다.



122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50-TD009A-KO-P - 2017년 11월

애플리케이션 프로필

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펌프

문제

한 지역 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사업자가펌프 임펠러의 손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체크 밸브 아래의 부하가 시스템에서 
배수되는 동안 모터를 빈번하게 기동하면 펌프 임펠러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낮은 부하 상태에서 재기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밍 릴레이가 설치되었지만 자주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펌프 스테이션 모터는 약 30미터 지하에 있어서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지보수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외함 내부에, 모터의 가동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 경과 미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림 47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47 - 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펌프

지면

체크 밸브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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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깊이 30m 이상

솔루션

모터 가속을 제어할 수 있도록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했습니다. 컨트롤러는 기동 중 토크를 감소하여 임펠러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중에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MC-50 컨트롤러의 역회전 타이머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내장된 경과 시간 미터를 사용하여, 패널 공간이 절약되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의 라인 진단기능은기동하기 전에 단락된 SCR 상태 
등의 폴트를 감지하고 모터를 차단하여 모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소프트 스타트를 소프트 전원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전류 급증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는 펌프 제어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만 역회전 타이머 기능과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소프트 스타트 제어를 제공하지만 역회전 타이머 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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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제어가 적용된 펌프

문제

한 지자체의 펌프가 소프트 스탑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 스타트 컨트롤러를 사용해 펌프 모터를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 스탑은 
모터로 전달되는 전압을 감소함으로써 개방 루프 방식으로 모터를 제어했습니다. 부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터 토크가 충분하지 않아 
모터가 정지점에 빨리 도달했습니다. 정지시 심각한 서지로 인해 파이프에 진동과 파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림 48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48 - 펌프 제어가 적용된 펌프

유입

체크 밸브

모터 480V, 150 Hp

 
펌프 하우징

유출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펌프 제어 옵션을 설정했습니다. 펌프 제어 옵션은 기동 및 정지 중에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여 서지를 
제거해줍니다. SMC-50 컨트롤러에 포함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모터의 변수를 분석하고 제어 명령을 생성하여 시스템에서 서지를 
감소해줍니다.

SMC Flex 컨트롤러 역시 펌프 제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SMC-3 컨트롤러는 펌프 제어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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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센서 선형 가속 및 감속을 적용한 펌프 제어

문제

한 자치단체의 펌프 스테이션에서는 펌프 정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격 현상(water hammering)이 발생했습니다. 수격 현상 때문에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은행의 진동 알람이 유발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이러한 알람을 받는 소방서와 경찰서는 확인 차 은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파악된 후, 자치단체는 펌프의 정지 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 SMC Flex 컨트롤러의 펌프 
정지 프로필이 검증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 49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49 - 무센서 선형 가속과 감속이 적용된 펌프 제어

지면

체크 밸브

모터

480V, 150 Hp

펌프

솔루션

특허 받은 무센서 선형 감속 기술을 사용하는 선형 감속이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108…251 A 장치에 맞는 업그레이드 키트를 사용해 
SMC-50 컨트롤러를 SMC Flex 파워 모듈에 연결했습니다. 이 방법은 SMC-50 컨트롤러의 향상된 제어기능을 활용하지만 , 전체 SMC 
Flex 컨트롤러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결된 3상 전원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교체하는 동안에는 3상 
전원을 꺼야 합니다.) SMC-50 제어 모듈을 추가하고, 펌프 정지가 아니라 선형 감속을 사용하면 수격을 제거하고 밸브를 매끄럽게 닫을 수 
있습니다.

SMC Flex 전원 구조에는 SMC-3 컨트롤러를 위치할 수 없으며, SMC-3 컨트롤러에는 선형 가속이나 감속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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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공동화 및 막힘

문제

한 고객이 신속하게 펌프 공동화를 감지하여 펌프 임펠러와 밸브 등 시스템 손상을 방지하길 원했습니다. 펌프의 공동화 현상을 감지하는 
기존 방식은 전류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스타터와는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부하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자화전류(magnetizing current)는 존재합니다. 그림 50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0 - 펌프 공동화 및 막힘 (150 Hp 모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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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펌프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모터를 기동 및 정지하는 것 이외에도, SMC-50 컨트롤러는 전류, 유효 전력 및 역률에 기반하여 알람이나 
폴트를 모니터링 및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없는 경우, 모터의 자화전류 때문에 역률은 거의 '0'에 가깝고, 유효 전력은 '0'이며, 모터 
전류는 다른 값이 됩니다. 이러한 값의 조합은 펌프 공동화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 전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흡입 라인이 막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펌프가 건조 상태로 구동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펌프 
공동화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 전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부하나 토출 라인의 파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 기능이 
포함된 유효 전력 폴트 및 알람 기능을 설정하고 초과 및 미만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는 유효 전력과 역률을 모니터링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값에만 기반해서 알람이나 폴트를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SMC-3 컨트롤러에는 유효 전력 표시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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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컨베이어는 SMC-50 컨트롤러를 사용해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SMC-50 컨트롤러는 컨베이어를 매끄럽게 
기동 및 정지할 수 있도록 선형 가속과 소프트 스타트를 제공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소프트 스타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제품에 
가해지는 기계적 부담과 동적 이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프트 스타트는 경부하의 컨베이어를 기동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좀 더 부하가 많은 상태로 컨베이어를 재기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형 가속이 보다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선형 가속은 소프트 스타트만큼 부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변적인 
부하 조건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차가운 모터를 구동한다든지, 하루가 지나면서 뜨거워진 모터를 구동한다는지 
하는 가변적인 열 조건에서 작동해야 하는 경우도, 선형가속이 소프트 스타트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및 그림 52는 컨베이어처럼 정해진 부하를 기동 및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1 - 컨베이어에서의 소프트 스타트 및 소프트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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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컨베이어에서의 선형 가속과 선형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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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동일한 모터와 기동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두 기동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십시오. 무센서 선형 가속은 소프트 스타트 
방식 보다 매끄러운 모터 토크를 제공합니다. 부하의 영향을 받는 소프트 스타트와는 달리, 선형 가속은 보다 정확하게 기동 시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무센서 선형 가속은 또한 모터 전류, 토크 및 속도가 더 매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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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 및 소프트 스탑이 적용된 토우라인 컨베이어

문제

생산라인의 종단에 위치한 토우라인(towline) 컨베이어는 전전압 모터 기동으로 발생하는 기동 토크로 인해 기어박스가 자주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기동 및 정지 동안 부하의 흔들림으로 때문에 누출이 잦았습니다.  컨베이어를 과부하 상태에서 기동해야 될 경우도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우라인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소프트 스타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기동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가변 
속도 드라이브에 대한 투자는 비용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림 53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3 - 소프트 스타트 및 스탑이 적용된 토우라인 컨베이어

부하부하
펠렛

기어박스

모터

솔루션

소프트 스탑 옵션이 포함된 SMC-50 컨트롤러를 기존 전전압 스타터에 개조 설치했습니다. 기동 및 중단 시간을 13초로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기동 토크가 감소되어 기어박스에 미치는 충격이 줄었고 기동 시 부하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프트 스탑 
옵션은 정지 중에 부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더 높은 기동 토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하 기동에 필요한 전류의 펄스를 제공하는 
킥스타트 기능이 사용됩니다. SMC-50 컨트롤러는 기동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SMC Flex 컨트롤러도 전전압 기동 및 모든 소프트 스타트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기동을 위해서 초기 기동 토크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일부 초기 기동 토크값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들은 소프트 스탑 및 킥스타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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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센서 선형 가속이 적용된 팔레타이저

문제

포장 공정에서 제품이 담긴 박스들을 수축 필름 포장 장비로 이동하는 팔레타이저가 있었습니다. 전전압 기동은 원치 않는 제품 유출을 
야기하였고, 기동 시 모터의 토크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곤 했습니다.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제품 유형이 
생산되고 박스의 크기가 다양했기 때문에, 시스템은 가속 램프를 제품에 매치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림 54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4 - 무센서 선형 가속이 적용된 팔레타이저

모터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한 후, 가속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부하에 가해지는 충격이 감소하여 제품이 유출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형 가속 기능은 컨트롤러가 생산되는 제품과 모터 가속이 보다 밀접하게 매치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를 소프트 스타트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타코미터를 연결하면, 선형 가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소프트 스타트 모드에서 SMC-3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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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 및 소프트 스탑이 적용된 병 충진기

문제

병 충진기 라인에서 기동 및 중단 중에 제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전전압 스타터가 모터 기동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모터가 전속력에 도달하면 알려주는  보조 접점도 필요했습니다. 그림 55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5 - 소프트 스타트 및 소프트 스탑이 적용된 병 충진기

필러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13초의 소프트 스타트와 18초의 소프트 스탑을 설정했습니다. 기동 제어는 기동 토크와 제품 유출을 
감소해주었습니다. 소프트 스탑 옵션은 정지 시간을 연장하여 정지 중에 부하가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터가 전속력으로 
구동할 때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SMC-50의 보조 접점을 설정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SMC Flex 컨트롤러나 SMC-3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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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분리기

전류 제한 기동과 SMB 스마트 모터 제동이 적용된 원심 분리기

문제

전력 회사의 제한 때문에 원심 분리기에 감소 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기동 중 토크가 높아 기어박스가 손상되었습니다. 고객은 현재의 
15분이 걸리는 무동력 정지보다 더 짧은 시간에 정지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긴 정지 시간은 생산 공정에 지연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기계적 제동 기능이 있는 Wye-Delta 스타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동 작동에는 영점 속도 스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기계적 
제동은 잦은 유지보수와 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계적 제동과 영점 속도 스위치가 모두 마모되어 교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림 56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6 - 전류 제한 기동과 SMB 스마트 모터 제동이 포함된 원심 분리기

기어박스

원심 분리기

모터

솔루션

SMB 옵션을 갖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28초, 340% 전류 제한 기동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력 회사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기동 토크가 기어박스에 미치는 응력을 감소해 주었습니다. SMB 옵션은 원심 분리기가 약 1분 후에 중단되도록 해주었습니다. SMB 옵션이 
포함된 SMC-50 컨트롤러는 추가적인 장착 공간이나 패널 배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는 패널 내부에 장착되며 기존 컨트롤러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이외에도, 이 컨트롤러는 잦은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드백 장치 없이도 영점 속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SMB 옵션이 포함된 SMC Flex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동 옵션이 없는 SMC-3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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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제한 기동이 적용된 원심 분리기

문제

높은 기동 토크로 인해 원심 분리기의 기어박스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모터는 배전계통의 종단 부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감소 전압 
스타터가 필요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입되는 전력의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회로 차단기 조합 외함을 갖춘 컨트롤러가 
필요했습니다. 외함 도어가 개방되어도 컨트롤러의 회로 기판이 노출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림 57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7 - 전류 제한 기동이 적용된 원심 분리기

기어박스

원심 분리기

모터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한 후, 27초, 300% 전류 제한 기동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기동 시 기어박스에 가해지는 충격과 모터의 기동 
토크를 제한해주었습니다. 에너지 절약(Energy Saver) 기능은 부하가 가벼운 경우 모터로 공급되는 전압을 감소해줍니다. SMC-50 
컨트롤러는 회로 차단기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회로보드가 노출되지 않는 SMC-50 컨트롤러는 패키징 요구사항을 충족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SMC Flex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SMC Flex 컨트롤러에는 에너지 절약 모드가 없습니다.

SMC-3 컨트롤러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기동 방식들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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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부하

부하가 빠르게 가속 또는 감속하는 것을 충격 부하(shock load)라고 합니다. 충격 부하는 보통 자갈 같은 제품이 호퍼에 걸려 발생하며 
심한 진동, 먼지, 전류 스파이크 등이 동반됩니다. SMC-50 컨트롤러는 가속 및 감속 중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류 스파이크가 발생하는지 
전기적으로 구동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SMC-50 컨트롤러는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한가지는  상시 솔리드 스테이트(SCR) 제어로 운용되는 버전이고, 다른 
버전은바이패스 접점이 내장된 타입 입니다. 충격 부하 등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두 버전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패스가 내장된 전원 구조를 포함하는 컨트롤러

SCR과 통합 바이패스는 완전하게 정격이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 스타터의 SCR이 모터를 최고 속도로 끌어 올린 후에는 내부 바이패스 접촉기가 사용됩니다. 소프트 스타터의 알고리즘이 
언제 모터가 최고 속도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고, SCR 제어에서 바이패스 접촉기로 전환합니다. SMC-3과 SMC Flex 컨트롤러는 모두 
솔리드 스테이트 스타터의 전원 구조와 내부 바이패스 접촉기를 가진 하이브리드 소프트 스타터입니다. SMC-50 컨트롤러는바이패스 
접촉기를 내장한 하이브리드 타입과, 바이패스 접촉기를 내장하지 않은 순수 솔리드 스테이트 버전도 제공됩니다.

내부 바이패스 접촉기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특성 상, 순수 솔리드 스테이트 스타터 보다  전속에서 모터를 더 낮은 온도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이브리드 소프트 스타터는 일반적으로 바이패스가 없는 동급의 SCR 소프트 스타터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이는 부하 
전류를 이동 및 기동하는데 더 작은 크기의 컴포넌트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SCR은 간헐적 듀티(AC-53b) 정격을 충족합니다. 내부 
바이패스 접촉기는 부하 전류를 생성 또는 분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정격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AC-3)

내부 바이패스 소프트 스타터는 전원과 제어 배선만 있으면 되며, 다른 장치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 스타터의 내부 
바이패스는 컨베이어, 팬, 펌프 등의 어플리케이션과, 정속운전 중 전류와 속도가 변하지 않는,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바위 분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호퍼에 바위 등이 끼어 전류 스파이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바이패스 접촉기가 있는 소프트 
스타터는 전류를 모니터링하고 SMC 프레임 정격의 약 120%가 되면 바이패스를 중단하고 SCR 제어로 돌아가 접촉기를 보호합니다. 
전류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바이패스 접촉기가 다시 사용됩니다. 이러한 on-off 주기는 내부 전기 기계적 접촉기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런 모드에서 소프트 스타터의 모든 보호 기능을 갖추지 않는 것이 바위 분쇄 작업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전류 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정격을 갖춘 외부 바이패스 접촉기를 사용하면 정지 명령이 주어지거나 과부하 
트립이 될 때까지 접촉기를 풀인(pull in)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프트 스타터는 외부 바이패스 모드에서 모터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과부하 보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C-53a 정격의 순수 솔리드 스테이트 SMC-50 컨트롤러에서 외부 바이패스 접촉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패스 접촉기의 장착 및 
배선, 그리고 소프트 스타터에 따라, 외부 과부하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타터에서 바이패스 접촉기로의 장착 
기능들이 바이패스 모드에서 소프트 스타터가 데이터(전류 및 전압 검침값)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UL/CSA 규제를 따라야 하는 지역의 경우, 모터의 Hp와 FLA에 맞게 바이패스 접촉기의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IEC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 
지역의 경우, AC-1 정격 바이패스 접촉기 정격에 따라 바이패스 접촉기의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AC-3 정격 바이패스 접촉기의 Hp 정격은 SMC 소프트 스타터의 Hp 정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바이패스 접촉기의 단락 정격은 SMC 
소프트 스타터의 단락 정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AC-1 정격 바이패스 접촉기를 선택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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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솔리드 스테이트 전원 구조를 포함하는 컨트롤러

SMC-50 컨트롤러의 순수 솔리드 스테이트 버전은 전류 스파이크 중에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SCR은 전체 
전류 스파이크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정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AC-53a 정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풀 듀티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부하와 모터와 SMC 컨트롤러에 대한 다른 보호는 계속 적용됩니다.

진동, 먼지, 흙 등이 많은 험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순수 솔리드 스테이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컨포멀 코팅이 
된 회로 보드가 유도성 또는 부식성 먼지로부터 컴포넌트들을 보호해줍니다. 진동은 전기 기계식 바이패스 접촉기에서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기 기계식 바이패스 접촉기의 경우, 진동은 잠재적으로 접점 바운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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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제한 및 외부 바이패스 키트가 적용된 바위 분쇄기

문제

채석장의 외진 위치 때문에, 동력 전원이 약하고, 분쇄기 기동시 전류 제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쇄기를 추진하는 350 Hp 모터는 
과거에 하이브리드 소프트 스타터를 사용했지만, 바위가 호퍼에 끼인 경우 발생하는 전류 스파이크 탓에 전원부를 지나치게 자주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림 58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8 - 전류 제한 및 외부 바이패스 키트가 포함된 바위 분쇄기

기어박스
모터

배출

솔루션

바이패스 키트를 사용해 외부 바이패스 컨택터가 포함된 솔리드 스테이트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했습니다. 바이패스 키트는 SMC-50 
컨트롤러가 추가적인 모터보호 장치를 외부 바이패스 컨택터에 연결할 필요없이과전류 보호등 모터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위가 끼어 전류가 급상승해도,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AC-3 정격의 접촉기는 정해진 트립 클래스와 열 
곡선에 기반하는 과부하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SMC-50 컨트롤러 회로 보드의 컨포멀 코팅은 먼지로 인해 
소프트 스타터의 작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SMC-50 솔리드 스테이트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장치는 열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다른 파라미터가 초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합니다. SMC-50 컨트롤러는 파라미터 하나를 변경하면 옵션으로 제공되는 외부 바이패스 
없이 솔리드 스테이트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도 바이패스 파라미터를 외부로 설정하면 외부 바이패스를 통해 전류 제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외부 바이패스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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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성 부하

기동에 30초 이상이 걸리는 부하를 보통 고관성 부하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부하의 관성은  장비를 손상시키지 않고 
모터가 얼마 만에 기동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동 시간이 너무 길면 열이 발생합니다. 너무 많은 열이 발생하면 모터, 배선 
및 다른 시스템 컴포넌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동하는데 30초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에서 모터를 기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MC 예측 툴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6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류 제한 기동이 적용된 해머밀

문제

전력 회사의 제한 때문에 고관성 부하를 다루는 해머밀에 감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기동 시 높은 토크로 인해 벨트가 마모 되었습니다. 
패널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감전압 스타터는 제공되는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 59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59 - 전류 제한 기동이 포함된 해머밀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한 후, 23초, 425% 전류 제한 기동을 설정했습니다. 이 설정은 감전압 기동에 대한 전력 회사의 요구조건을 
충족해 주었습니다. 감전압 기동을 적용하면서도 고관성 부하를 신속하게 기동 할 수 있도록 전류 제한 기동을 선택했습니다. 기동 토크가 
낮아져 마모가 줄어든 덕분에 벨트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머밀이 경부하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Energy Saver) 기능이 
사용됩니다. SMC-50 컨트롤러는 크기가 작고 과부하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가용 패널 공간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도 기동 시간과 전류 제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에는 에너지 절약 모드가 없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목박피기

원목박피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머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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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파쇄기

문제

전력 회사의 제한 때문에, 금속 파쇄기에 감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파쇄 과정 중에 이따금씩 걸림( Jam)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비가 장시간 동안 부하가 없는 상태로 구동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권변압기(오토트랜스포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림 60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0 - 소프트 스타트가 포함된 파쇄기

입력

파쇄기 날

모터

480V, 200 Hp

기어박스

스크랩

솔루션

감전압 기동을 촉진하기 위해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걸림( Jam) 감지기능도 제공하여, 걸림이 발생하는 
경우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SMC-50 컨트롤러의 에너지 절약(Energy Saver) 기능은 모터가 경부하로 구동되는 경우 
모터로 가는 전압을 감소해줍니다. 과부하 보호기능이 내장되어 패널 공간을 절감해줍니다. 걸림( Jam) 알람이 또한 설정 되었습니다. 이는 
작업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역방향 감속 기능을 사용하여 걸림( Jam)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걸림( Jam)이 제거되면,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도 전류 제한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에는 에너지 절약 모드가 없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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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밴드톱

문제

시설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전원 공급이 제한 되어서, 밴드톱 애플리케이션에서 감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근무조 교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밴드톱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톱날이 무뎌지면, 모터는 더 많은 전류를 소모합니다.

때문에, 걸림( Jam) 상태에서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전류계가 필요했습니다. 공급전원의 불안정으로, 결상이 발생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림 61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1 - 소프트 스타트가 포함된 밴드톱

목재

톱날

Motor

480V, 300 Hp

고관성 휠

수송차

솔루션

감전압 기동을 제공하고 시스템에 가해지는 기동 토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했습니다. 밴드톱이 경부하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Energy Saver)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의 전류 모니터링 및 걸림 감지 기능이 
구현되어 패널 공간을 감소하고 전용 모니터링 장치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컨트롤러에는 또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과부하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별도의 과부하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SMC-50 컨트롤러의 진단 기능은 결상으로 인한 전류의 불평형 
상태를 감지해서 적절하게 모터를 정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SMC Flex 컨트롤러는 에너지 절약 모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알람 및 폴트 불균형 기능을 제공합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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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제한 기동이 적용된 분쇄 볼밀

문제

이 분쇄 볼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전압 기동으로 모터를 기동 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기동으로 인해 기어박스가 손상되었고, 
유지보수로 인해 다운타임이 야기되었으며 잠재적으로 제품(페인트)이 혼합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라인 이상 또한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기동전과 구동중 보호, 프로세스 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경과 시간 미터가 필요했습니다. 고객은 통신 
연결을 원했고, 패널 공간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62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2 - 전류 제한 기동이 포함된 분쇄 볼밀

원통

물질

로딩 포트

모터

480V, 150 Hp

기어박스

 볼 샷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한 후, 26초의 전류 제한 기동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기동 토크와 기어박스에 손상을 감소해주었습니다. SMC-
50 컨트롤러의 미터링 기능에는 볼밀의 공정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과 시간 미터가 포함됩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통신 기능은 공정 
시간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전송하고 컨트롤러가 원격으로 볼밀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MC-50 컨트롤러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전원라인 진단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과부하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패널 공간을 절약해줍니다.

SMC Flex 컨트롤러 역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진단 기능에 제한이 있고 통신 역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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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Stop이 적용된 볼밀 소프트 스타트

문제

이 분쇄 볼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전압 스타터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자 제동 패키지를 사용해 볼밀을 정지 했습니다. 부하에 맞게 
포트를 위치하는 과정에서 볼밀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동 토크 서지로 인해 기어박스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볼밀을 위치시키고 정지를 제어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림 63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3 - Accu-Stop 포함된 분쇄 볼밀

원통

물질

로딩 포트

모터

480V, 150 Hp

기어박스

볼 샷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볼밀에 설치했습니다. Accu-Stop 기능은 드럼이 15% 감소된 속도로 제동하고 정지하기 전에 포트를 제 위치로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는 전전압 스타터를 제동 패키지와 함께 사용했을 때 보다 공간이나 전원 배선이 덜 
필요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는 Accu-Stop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고정 감속 기능을 제공합니다.

SMC-3 컨트롤러는 감속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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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터 제동

산림 업계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수행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날카로운 톱날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무거운 목재들이 여기저기로 
이동됩니다. 이러한 톱들의 대부분은 날이 크고 덩치도 큽니다. 톱날이 무동력 회전을 통해 완전하게 정지될 때까지 15~30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스마트 모터 제동(SMB)은 무동력 정지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모터를 정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SMB를 
사용하는 경우 평균 중단 시간은 모터 기동 시간보다 1.5~4배 가량 됩니다. 부피가 큰 장비를 무동력 정지보다 빠르게 중단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제동은 모터 권선에 부담을 줍니다. 스스로 중단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 부하를 정지시키려면 더 많은 전류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2. 제동 중에 끼익 소리 등 다양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3. SMB는 제동 중에 다소간의 고조파 왜곡을 야기하지만 기본 주파수 대비 그 수준은 미미합니다.(10% 미만)

4. SMB는 비상 정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SMB는 유지보수나 다른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부피가 큰 장비를 일상적으로 중단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5. 제동은 모터에 부담을 주지만, 모터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6. 300% FLA 이상으로 설정하면 전원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과부하 트립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일관성 있는 제동에는 견고한 전원 공급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발전기 크기는 최소한 모터 FLA의 
3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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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 및 SMB 옵션이 적용된 밴드톱

문제

전력 회사의 제한 때문에, 밴드톱 애플리케이션에 감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밴드톱의 정지 시간을 줄이려면 제동 패키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톱의 기동에 단권변압기(오토트랜스포머)가 사용되었습니다. 밴드톱을 정지시키기 위해 모터의 전원을 제거한 후 
밴드톱에 목재를 통과시켜 자르면서 톱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량의 스크랩 목재가 발생했습니다. 
전용 제동 장치를 이용하는 다른 정지 방식들도 고려해보았지만 설치가 복잡한 관계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정지 방식들은 제동 
모듈, 제동 접촉기 및 타이머 등을 위한 패널 공간이 필요했고 영점 속도 감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64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4 - 소프트 스타트 및 SMB 옵션을 포함하는 밴드톱

밴드톱

톱날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SMB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전력 회사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감전압 기동을 
제공해주었습니다. SMB를 작동하는 데는 DC 제동 접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동 및 정지는 단일한 모듈형 설계로 제공되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SMB 옵션을 사용하는 SMC Flex 컨트롤러도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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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 및 SMB을 통한 감속 기능이 적용된 밴드톱

문제

톱날을 교체하려면, 밴드톱을 25분간 동안 무동력 회전으로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중단 시간을 감소하기 위해 제동 패키지가 필요했습니다. 
전용 제동 장치를 이용하는 다른 방식들을 고려해보았지만 설치가 복잡한 관계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또한 제동 모듈, 제동 접촉기, 타이머를 위한 추가적인 패널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정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톱날을 설치한 후 톱을 전속력으로 가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림 65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5 - 소프트 스타트 및 SMB을 통한 감속이 포함된 밴드톱

목재

톱날

모터

480V, 300 Hp

고관성 휠

수송차

솔루션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동 옵션을 통해 감속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감속 속도를 
선택하고 모터가 전속력으로 가동되기 전에 톱날을 추적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의 제동 옵션은 추가적인 
패널 공간이나 DC 제동 접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동 및 정지는 단일한 모듈형 장치로 제공되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SMB 옵션을 사용하는 SMC Flex 컨트롤러도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고정 감속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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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제한 기동과 SMB가 적용된 원심 분리기

문제

전력 회사의 제한 때문에, 원심 분리기 애플리케이션에 감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기동 중 토크가 높아 기어박스가 손상되었습니다. 현재 
15분이 소요되는 무동력 정지보다 중단 시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긴 중단 시간은 생산 공정에 지연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기계적 제동 기능이 있는 Wye-Delta 스타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동 작동에는 영점 속도 스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기계적 
제동은 잦은 유지보수와 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계적 제동과 영점 속도 스위치가 모두 마모되어 교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림 66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6 - 전류 제한 기동과 SMB가 포함된 원심 분리기

기어박스

원심 분리기

모터

480V
400 Hp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inside-the-delta로 wye-delta 모터에 결선한 후 스마트 모터 제동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컨트롤러에 
28초, 340% 전류 제한 기동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력 회사의 제한 조건을 충족하였고 기동 토크가 기어박스에 미치는 충격을 감소해 
주었습니다. SMB 옵션은 원심 분리기가 약 1분 후에 중단되도록 해주었습니다. SMB가 프로그래밍된 SMC-50 컨트롤러는 추가적인 장착 
공간이나 패널 배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는 패널 내부에 장착되며 기존 컨트롤러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컨트롤러는 잦은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드백 장치 없이도 영점 속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 역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램프 시간이 길고 SMB 역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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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제한 기동과 SMB가 적용된 해머밀

문제

전력 회사의 제한 때문에, 해머밀 애플리케이션에 감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고객은 현재 5분이 소요되는 무동력 정지보다 정지 시간을 
감소시키고, 패널 공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기동 및 중단 제어를 동일한 장치에 통합하길 원했습니다. 그림 67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7 - 전류 제한 기동과 SMB가 포함된 해머밀

벨트

피드

모터

480V
350 Hp

해머

솔루션

SMB가 포함된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한 후, 23초, 450% 전류 제한 가속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이는 전력 회사의 제한 조건을 
충족하였고 기동 토크가 기어박스에 미치는 충격을 감소해 주었습니다. 추가적인 전원 배선, 패널 공간 또는 접촉기 없이 제동 기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추가적인 센서나 타이머 없이 영점 속도를 감지합니다. 전류 제한 기동, 제동 및 과부하 보호 기능이 모두 
동일한 모듈형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SMC Flex 컨트롤러 역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SMB 역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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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 및 SMB 옵션이 적용된 분쇄 볼밀

문제

전전압 기동이 볼밀의 기어박스에 손상을 야기하여 볼밀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추가적인 유지보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하의 관성이 
높아, 무동력 정지에 약 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패널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 스타트와 제동 패키지를 단일한 컨트롤러에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림 68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8 - 소프트 스타트 및 SMB를 포함하는 분쇄 볼밀

원통

물질

로딩 포트

모터

480V, 250 Hp

기어박스

볼샷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볼밀에 설치하고 SMB를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소프트 스타트는 기동 시 기어박스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해주었습니다. SMB 옵션은 정지 시간을 감소해주고 볼밀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는 기존 접촉기가 
장착되었던 자리에 설치되었습니다. 별도의 전원 배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MC Flex 컨트롤러 역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SMB 역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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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

압축기 애플리케이션은 모터의 유형과 기동 시 부하에 따라 다양합니다. 소프트 스타터는 공기 및 암모니아 압축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소프트 스타터는 기동 중에 소프트 스타트 또는 선형 가속 모드 등 전압 램프를 사용하며, 100%의 전압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합니다.

소프트 스타트가 적용된 압축기

문제

압축기를 제조해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제품의 최종 목적지에 따라, 압축기는 다양한 전압 및 주파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력 회사의 제한과 압축기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충격 때문에, 감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예비 부품의 주문과 재고가 어려웠습니다. 
해당 모터가 공장에서 가장 큰 모터 중 하나였고 경부하로 가동되는 경우가 잦아, 고객은 에너지 절약 모드를 원했습니다. 모터가 크고, 
유입되는 라인 전압의 불균형으로 인해 모터에 과도하게 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림 69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69 - 소프트 스타트가 포함된 압축기

공기 필터 유입 밸브

턴 밸브 포트

208…480V
50…250 Hp
50/60 Hz모터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한 후, 18초의 소프트 스타트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기동 시 모터로 가는 전압을 감소해주고, 전력 회사의 요건을 
충족해주었습니다. 전압을 감소하면 기동 토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압축기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됩니다. SMC-50 컨트롤러에 과부하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위상 균형 조정(Phase Rebalance) 기능이 전압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모터가 끌어오는 3상 전류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에너지 절약(Energy Saver) 기능은 부하가 가벼운 경우 모터로 가는 전압을 
최적화해주었습니다.

SMC-Flex 컨트롤러나 SMC-3 컨트롤러는 상 재균형이나 에너지 절약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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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선형 가속과 감속 기능이 적용된 텀블러

문제

못 마무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텀블러가 전전압 기동의 가속을 제어할 수 없어 구동 체인이 파손되었습니다. 제품을 적재할 수 있도록 
드럼을 맨 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역 스타터가 필요했습니다.  가속이 제대로 제어될 수 없었기 때문에, 드럼의 위치 변경에 여러 개의 조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중단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지보수 모드에 있는 경우, 텀블러는 부하가 없는 상태로 
기동하여 최고 속도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부하가 없는 경우를 위해 두 번째 기동 램프가 필요했습니다. 결상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림 70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70 - 선형 가속과 감속을 포함하는 텀블러

로딩 도어

구동 체인

모터

텀블러 드럼

480V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텀블러가 부하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가동되는 경우에 기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선형 가속을 
사용했습니다. 선형 가속은 다른 기동 방식과 달리 부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기동 프로필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속 
기능을 구현하여 정방향 및 역방향으로 최고 속력의 ±15% 감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은 역방향 접촉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드럼이 
느린 속도로 정방향 및 역방향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동, 정지 및 감속 기능과 함께, SMC-50 컨트롤러는 '라인 폴트' 감지 시 모터가 
재기동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폴트 표시기를 제공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에는 고정 감속 기능은 있지만 에너지 절약 모드가 없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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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 및 SMB 옵션이 적용된 텀블러

문제

디버링(버(burr) 제거) 공정에서 사용되는 텀블러가 전전압 기동의 가속을 제어할 수 없어 구동 체인이 파손되었습니다. 드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동력 정지시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솔루션은 별도의 소프트 스타트 패키지와 모터 제동 장치를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패널 공간과 전기 배선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은 외함 크기가 작고 전기 배선이 간단하여 제어 
비용을 감소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하나의 PLC가 여러 다른 공정을 제어하기 때문에, 통신 기능도 필요했습니다. 
그림 71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71 - 소프트 스타트 및 SMB를 포함하는 텀블러

로딩 도어

구동 체인

모터

텀블러 드럼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SMB를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소프트 스타트 기능은 구동 체인이 매끄럽게 가속할 수 있도록 하여 
다운타임을 감소시켜 줍니다. 가속이 제어되어 로딩/언로딩을 위한 위치 결정 작업이 간소화되었습니다. SMB 기능은 작업자들이 시스템을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향상해주었습니다. SMB 기능은 추가적인 패널 공간이나 배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MC-50 
컨트롤러에는 과부하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과부하 릴레이를 외함에 장착할 필요가 없어 패널 공간이 절약됩니다. 
SMC-50 컨트롤러의 통신 옵션은 다수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PLC로부터 프로세스를 원격 기동 및 중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SMB 제어 모듈이 포함된 SMC Flex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 모듈 또한 보드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SMB 기능과 통신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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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Stop 기능이 적용된 텀블러

문제

가죽 가공 공장은 사용되는 텀블러 드럼의 구동 체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속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객은 또한 로딩 및 
언로딩 시간을 최소화하길 원했습니다. 드럼은 무동력 정지를 사용하여, 언로딩을 위한 정지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객은 전자 제동 
기능이 있는 소프트 스타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방식은 로딩 및 언로딩 시 과도한 미세조정이 요구되어 생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위한 배선과 추가적인 패널 공간 필요해 결과적으로 설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림 72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72 - Accu-Stop 기능을 포함하는 텀블러

로딩 도어

구동 체인

모터

텀블러 드럼

솔루션

Accu-Stop 기능을 갖춘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프리셋 감속을 사용해 드럼이 로딩 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언로딩의 경우, 드럼은 프로그래밍된 감속 속도로 회전하다가 정확하게 정지를 합니다. 이 덕분에 로딩/언로딩 주기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는 추가적인 패널 공간이나 전기 배선이 필요하지 않아 쉽게 개조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SMC Flex 컨트롤러 또한 고정 감속 설정을 통해 Accu-Stop 기능을 사용하며, 이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MC-3 컨트롤러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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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운전 기능

SMC Flex 컨트롤러는 사이클 스키핑을 사용합니다. 전류 펄스가 실리콘 제어 정류기(SCR)로 제어되고 몇 사이클마다 일부를 위해 
점호되는 소프트 기동에서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방법을 통한 감속 중에는 토크가 제한이 됩니다.

감속을 제어하는 또 다른 방법은 SMC-50 소프트 스타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MC-50 소프트 스타터에는 최고 속도의 1~15%를 조절할 
수 있는 정방향 및 역방향 기능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모터가 1800 rpm에서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는 경우, SMC-50 소프트 스타터는 
-270에서 +270 rpm 사이에서 가동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스키핑 후 사이리스터(SCR)를 점호하는 대신, 전류 펄스의 크기와 시간이 거의 매 주기마다 제어됩니다. 생성되는 
유사계단파(pseudo sine wave)는 보다 안정적인 제어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감속을 제공합니다. 특허 받은 알고리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클 스키핑 방식보다 토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 및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형적인 소프트 스타트 방식에서는 토크 출력이 인가된 전압의 제곱 값에 가깝지만, 감속에서의 토크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감속 운전시 
토크는 거의 매 사이클마다 점화되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이 방식은 역방향 접촉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터 섀프트를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서서히 회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점호가 일관성이 있는 것은 곧 권선 마모와 파손이 감소된다는 의미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 스타터의 경우 감속에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모터에서 더 많은 전류를 끌어오기 때문에 SCR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모터와 SCR의 열 축적 때문에 단시간 동안만 소프트 스타터에서 감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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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스타트와 역방향 감속운전 기능이 적용된 바위 분쇄기

문제

채석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배전이 원활하지 않아 150 Hp 이상의 모든 모터에 감전압 기동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모터에서 기동 
전류가 전원 시스템의 용량에 부담을 주면 심각한 전압 강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위 분쇄기가 과부하 상태가 되면, Wye-Delta 결선된 
모터가 소비하는 전류가 늘어나 스타터 내에 전류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바위 분쇄기에 바위를 공급하는 컨베이어가 PLC로 
제어되기 때문에, 스타터와 PLC 간의 통신도 필요했습니다. 바위 분쇄기는 또한 이따금씩 멈추거나 걸림( Jam)이 발생했습니다. 그림 73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73 - 소프트 스타트와 역방향 감속이 포함된 바위 분쇄기

기어박스

모터

배출

솔루션

솔리드 스테이트 SMC-50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전력 회사의 감전압 기동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모터를 inside-the-delta 방식으로 
결선하여 패널 공간을 절약하고 동일한 전선을 모터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의 미터링 기능은 모터의 전류 
소모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통신 기능을 통해, 모터 전류는 PLC로 통신이 됩니다. 모터 전류가 정해진 
한계에 도달하면, SMC-50 컨트롤러에 설정된 알람에 의해 바위 분쇄기로 바위를 공급하는 컨베이어의 속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를 감속함으로써, 분쇄기의 걸림( Jam) 현상이 방지되었습니다. SMC-50 컨트롤러의 정지와 걸림( Jam) 감지 기능은 정지나 
걸림( Jam)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모터를 종료합니다. 또한 걸림( Jam) 알람에 기반해 분쇄기의 걸림( Jam)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역방향 
감속을 사용해 회전 방향을 변경합니다.

SMC Flex 컨트롤러도 inside the delta 결선이 가능하며, 두 가지 고정된 정방향 감속 또는 두 가지 역방향 감속을 사용합니다. 

SMC-3 컨트롤러에는 감속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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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부하

제로 크로스(zero cross)에서는 보통 솔리드 스테이트 접촉기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저항 부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제로점에서 접촉기들이 켜지고 꺼진다는 의미입니다. 저항 가열을 제어하려면 솔리드 스테이트 접촉기 제어를 위한 외부 제어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로 크로스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주기 동안 ON과 OFF 상태를 반복합니다. SMC-50 
컨트롤러는 SCR 위상각 점호를 사용해 3상 연결된 저항 부하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PLC와의 통신, 아날로그 입력 
또는 DeviceLogix가 사용됩니다. 참조 소스를 사용함으로써, 컨트롤러는 off 명령이 날 때까지 출력을 전전압의 1~100%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SMC-50 컨트롤러가 가동 중에도 참조 소스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압은 참조 소스에 따라 다양합니다. (출력 V 참조, 
아날로그 입력 또는 DeviceLogix™).

참고: 모터 부하에서는 저항 부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항 제어 모드에서도 튜닝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는 모터에 연결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류 제한 레벨은 계속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저항 부항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저항 부하로의 출력 전압은 출력 V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의 전전압 기동 모드와 유사합니다. 생성되는 모든 
유형의 램핑은 로직 코드, 아날로그 신호, 또는 DeviceLogix를 사용해 이루어집니다.

저항 부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상각 제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SMC-50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히터의 
높은 열냉 비율은 위상각 점호에 적합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전체 가동 전압이 적용되기 전에 가열 저항기를 고갈시키는데 사용하면 
발열체 손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MC-50 컨트롤러를 히터 부하에 사용하는 경우, 유도 모터와 사용시에 제공되는 모든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표준 솔리드 스테이트 
접촉기를 사용하면 외부 과부하 보호 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SMC- 50 컨트롤러에는 이 기능이 컴팩트한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참고: 장치가 SCR 과열 폴트로 빨리 트립되기 때문에바이패스 내장형 버전에서는 이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옵션으로 제공되는 150-SM3 아날로그 카드를 통해 대부분의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직접 제어가 가능합니다. 컨트롤러(PLC)의 도움을 
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SMC-50 컨트롤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SMC-50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제공되는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나 20-HIM-A6 모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림 74 -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와 20-HIM-A6 인터페이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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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라미터 46, Line Voltage
 ―이 값은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라인의 실제 전압으로 설정합니다. 일례로, 측정된 전압이 460V인 경우, 480V가 아니라 460V를 
입력합니다. 전압 출력(Parameter 349)의 정확성은 입력하는 값에 달려 있습니다.

• 파라미터 53, Current Limit
 ―이 파라미터는 Parameter 78 값의 비율로 전류를 제한합니다. 일례로, 파라미터 78이 150 A로 설정되어 있고, Parameter 53이 
100%이면, SMC-50 컨트롤러의 출력(Parameter 349)은 150 A로 제한됩니다.

• 파라미터 78, 모터 FLC
 ―이 값은 라인 전류로 설정을 합니다.

• Parameter 347, Load Type
 ―이 값을 저항 부하로 설정을 합니다.

• 파라미터 348 Reference Source
 ―이 파라미터를 사용해 참조 소스를 선택합니다. 출력 V 참조, 아날로그 입력(포트 7 – 9, 입력 1 또는 2), 또는 DeviceLogix 출력 1 및 
출력 2

• 파라미터 349 Output Voltage Reference
 ―이 파라미터는 통신을 통해 출력이 제어되는 경우 출력의 직접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 파라미터 148 Logic Mask
 ―로직 마스크(Logic Mask)는 통신 포트(기동-중단 기능)나 HIM을 통해 제어를 활성화하여 SMC-50 컨트롤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파라미터
비트 수 DPI 지정 액세스 단위 [기본]

번호 이름

148 Logic Mask
0 - 없음
1
2
3
4
5 - 15 없음

Port 0 - 없음 
Port 1
Port 2
Port 3
Port 4
Port 5 - 15 없음

R/W
Bit = 0 [비활성화] 
Bit = 1 활성화

149 Logic Mask Act R
Bit = 0 [비활성화] 
Bit = 1 활성화 
[Follows Logic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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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통한 저항 제어

Ethernet과 같은 통신을 통해 PLC에서 SMC-50 컨트롤러로의 직접 제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348(Reference Source)을 
출력 V 참조로, 파라미터 349를 원하는 값(1…10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PLC 프로그램에서 SMC-50 컨트롤러로 전송되는 모든 것은 
SMC의 출력이 됩니다. 제어를 위해 DPI port 4의 logic mask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 파라미터 46: Line Voltage
• 파라미터 78: Motor FLC를 Line Current로 설정

• 파라미터 148: Logic Maskport를 포트 4(bit 4)로 설정

• 파라미터 347: Load Type을 RESISTIVE로 설정

• 파라미터 348: Ref Source를 OUTPUT V REF로 설정

• 파라미터 349: Output V Ref를 50%로 프로그램

• SMC-50 컨트롤러의 출력은 변경하거나 전원을 끌 때까지 50% 전압(파라미터 46에 입력한 값)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파라미터 349에 있는 PLC 명령이 컨트롤러의 출력을 결정합니다. PLC 랙에서, 열전대 또는 RTD 카드가 PLC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프로세서는 이 정보를 SMC-50 컨트롤러로 보냅니다. PLC 컨트롤러 프로그램의 PID 루프를 사용하면 
온도 변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출력은 1~100%입니다. PLC는 또한 PLC 데이터를 사용하고 출력 파라미터 
349를 직접 제어하여 150-SM3 아날로그 카드를 사용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표 99는 통신 프로토콜과 각 프로토콜에 제공되는 옵션 카드 목록입니다.

표 99 - 프로토콜 유형별 통신 카드 선정

프로토콜 유형 카탈로그 No.
DeviceNet 20-COMM-D

ControlNet 20-COMM-C

Profibus® 20-COMM-P

RS-485 20-COMM-S

InterBus 20-COMM-I

EtherNet/IP 20-COMM-E

듀얼 포트 EtherNet/IP 20-COMM-ER

RS485 HVAC 20-COMM-H

ControlNet (광섬유) 20-COMM-Q

CANopen 20-COM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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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제어

옵션을 제공되는 150-SM3 아날로그를 사용하면 직접적인 아날로그 제어가 가능합니다. 150-SM3 카드는 ±10V, 0~10 V, 0~5 V, 0~20 
mA, 4~20 mA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하면, 컨트롤러는 1~100% 범위의 출력을 냅니다. SMC-50 컨트롤러에 있는 
3개 포트(7, 8 9) 중 하나에 아날로그 카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 75는 아날로그 입력 배선을 보여줍니다.

그림 75 - 아날로그 입력 배선
{ { { {

+ - + - + - + -

전압 또는 
전류 부하

전압 또는 
전류 부하

전압 전송기 전압 전송기

전류 전송기 전류 전송기

또는 또는

NC

제어 접지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출력 1 출력 2 입력 1 입력 2

V/I
OUT
1+

V/I
OUT
1-

V/I
OUT
2+

V/I
OUT
2-

V
IN
1+

I
IN
1+

V/I
IN
1-

V
IN
2+

I
IN
2+

V/I
IN
2-

NC

예:

• 파라미터 347: Load Type을 RESISTIVE로 설정

• 파라미터 348: Ref Source를 P7 In1(포트 7, 입력 1)로 설정

• 150-SM3 카드 프로그래밍

• X(포트).7 입력 범위를 0~20 mA로 선택

• 150-SM3 카드 값 10 mA 표시

• SMC-50 컨트롤러의 출력은 변경을 하거나 전원을 끌 때까지 50% 전압(파라미터 46에 입력한 값)으로 유지됩니다.

그림 76 - 아날로그 입력 스케일링

10 mA 입력 
150-SM3 카드

50% 전압
SMC-50 컨트롤러 출력

입력 1 Data Hi

입력 1 Data Lo

입력 1 High입력 1 Low
0…20 mA

0…2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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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Logix

저항 부하에서는 DeviceLogix을 MC-50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eviceLogix 통신 카드의 2개 출력 중 하나를 사용해 
SMC-50 컨트롤러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MC-50 컨트롤러의 DeviceLogix 통신 카드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내에서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저항 부하 기능은 FRN 5.001 버전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예:

• 파라미터 347: Load Type을 RESISTIVE로 설정

• 파라미터 348: Ref Source를 DLX Output 1로 설정

• A Out 1(DeviceLogix Analog Out 1)로 DeviceLogix 프로그램 생성 

• SMC-50 컨트롤러의 출력은 A Out 1 값의 1~100%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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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부하를 제어하는 탱크 히터

문제

특정 온도에서 화학물질을 혼합하는데 사용되는 물 탱크의 히터를 제어하기 위해 전원을 껐다 켜는 과정에서 표준 접촉기가 타버렸습니다. 
높은 듀티 사이클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접촉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또한 통신과 과부하 보호 기능을 원했습니다. 고객은, 
열전대 값을 읽고  이 정보를 ControlLogix 랙에 있는 아날로그 카드로 전달하는데 이 컨트롤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신호는 PLC 
출력을 통해 접촉기를 on-off 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듀티 사이클과 오버슈트(이력)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또한 과도한 전류가 케이블에 적용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림 77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림 77 - 저항 부하를 포함하는 탱크 히터

SMC-50
컨트롤러

3상 저항 히터

480V AC

솔루션

SMC-50 컨트롤러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표준 및 솔리드 스테이트 접촉기를 대체했습니다. SMC-50 컨트롤러는 열전대가 신호 
처리기로 보내는 피드백을 150-SM3 아날로그 카드로 보냅니다. 이러한 방식은 참조 소스를 간단하게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저항 히터로의 
SMC-50 컨트롤러 출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류 제한 기능을 활용하면, 전류가 고객이 설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SMC-50 컨트롤러의 출력은 신호를 켰다 끌 필요없이 입력 신호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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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산정 및 제품 선정 툴

적정 규모의 SMC 컨트롤러를 선택해야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모터를 기동시킬 수 있습니다. 열 예측 마법사와 예측 마법사는 규모 
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은 컨트롤러의 크기를 올바르게 산정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30초 이상 기동

• 고관성 부하

• 단기간 내에 잦은 기동(높은 듀티 사이클)
• 애플리케이션의기동 및 정지 시간의 예측

• 사용 환경이 고도 2,000 미터 이상인 경우

• 높은 주변 온도

SMC 예측 마법사와 SMC 열 예측 마법사는 ab.rockwellautomation.co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78에서와 같이 ProposalWorks 
소프트웨어 내에서 툴박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 마법사들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ProposalWorks는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림 78 - 

메인 메뉴에서 툴박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한 SMC 마법사를 클릭하십시오.

열 마법사(Thermal Wizard)

열 마법사는 예측되는 기동, 정지 및 off 시간에 기반해 SMC 컨트롤러의 SCR 열 용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모두 
듀티 사이클을 구성합니다.

http://ab.rockwellautomation.com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e-tools/overview.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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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열 마법사는 주어진 가동 조건에 SMC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툴로 얻어진 결과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용량의 측면에서 특정 SMC 컨트롤러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거나, 크기를 한 단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툴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 장치 정격(Unit Rating)
 ―정격은 라인 컨트롤러로 연결된 장치의 최대 전류 정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50-F85NBD의 정격은 85 A입니다.

• 기동 전류(Starting Current)
 ―이는 기동 중에 허용되는 전류 수준을 결정합니다. 모델링이 목적인 경우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칭값인 300% 또는 350%를 
사용하면 됩니다.

• 기동 시간(Starting Time)
 ―기동 시간은 모터가 정격 속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설정된 기동 시간 값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모터가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부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모터 전부하 전류(Motor Full Load Amps, FLA)
 ―이 필드의 값은 모터의 전부하 전류를 나타냅니다. 모터의 명판에서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형적인 가동 시간(Typical Running Time)
 ―이는 실질적인 가동 시간을 나타냅니다. (기동 또는 정지 없이 모터가 전속력으로 가동되는 시간) 정상운전시 빈번한 기동과 정지가 
요구되면, 이 시간을 최악의 조건(가장 짧은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 전형적인 Off 시간(Typical Off Time)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실질적인 Off 시간을 나타냅니다. 정상 운전시 빈번한  기동과 정지가 요구되는 경우, 이 시간은 최악의 
조건(가장 짧은 시간)이 됩니다. 높은 듀티 사이클이 존재하는 일부 경우, 이 시간을 1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온도(Ambient Temperature)
 ― SMC-3 컨트롤러와 SMC Flex 컨트롤러의 표준 최대 온도는 50˚C이고, SMC-50 컨트롤러는 40˚C입니다. 열 마법사는 SMC-3 
컨트롤러와 SMC Flex 컨트롤러의 경우 최대 60˚C까지 정격 감소를, SMC-50 컨트롤러의 경우는 최대 65˚C까지 정격 감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고도(Altitude)
 ―이 필드의 값은 미터로 표시된 고도입니다. 모든 SMC 컨트롤러를 위한 표준 최대치는 2000m입니다. 툴은 최대 7000m의 고도를 
위한 정격 감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 마법사는 시스템 역학을 고려하지 않으며, SMC-50 컨트롤러의 열 용량만 표시합니다. 부하와 모터 데이터 등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확인하려면 예측 마법사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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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마법사(Estimation Wizard)

예측 마법사는 전류 제한, 소프트 스타트 등 여러 다른 기동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모터 기동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해줍니다. 
이160툴은 또한 스마트 모터 제동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측되는 정지 시간을 계산해줍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선택한 SMC 컨트롤러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열 마법사와 달리, 이 마법사는 모터와 부하의 관성을 고려합니다.

예측 마법사를 사용하려면 다음 파라미터를 위한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 모터 종류(Motor Type)
 ―이 파라미터는 모터 토크 속도 곡선의 특징을 정의합니다. 모터 유형은 보통 모터의 명판에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인 모터 유형은 
NEMA B와 IEC N 타입 입니다. 특수 유형(custom type)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특수 곡선(custom curve)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정격 모터 전원(Rated Motor Power)
 ―이는 모터의 공칭 Hp 또는 kW 정격입니다.

• 모터 정격속도(Motor Rated Speed)
 ―이 값은 모터의 공칭 속도를 말합니다. 정격 속도가 아닙니다. 공칭 속도는 슬립 속도의 %를 고려해 넣습니다. 예를 들어, 1800 rpm 
정격의 모터는 보통 약간 낮은 속도인 1750 rpm로 가동됩니다. 이는 공칭 속도입니다. 이 값은 보통 모터의 명판에 나와있습니다.

• 부하 유형(Load Type)
 ―모델링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합한 부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관성 프로필에는 제공되는 모든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하를 선택하면, 부하계수 %, 부하 관성 및 모터 관성 파라미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하 관성(Load Inertia)
 ―이 값은 부하의 실제 총 관성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의 진정한 관성이나 근사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부의 경우, 장비 또는 시스템 설계업체로부터 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모델은 
가까운 근사치는 될 수 있지만 확정치는 아닙니다.

• 부하 속도(Load Speed)
 ―부하 속도는 종단 이동 장치의 실제 가동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밴드톱(밴드밀)의 부하 속도는 톱날(또는 휠)의 실제 
속도이며, 보통 500에서 700 rpm사이입니다. 부하 속도가 입력되면, 툴은 자동으로 기어링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다른 계산에 
사용합니다. 부하 속도의 변동은 제곱 함수가 관여되기 때문에 반영되는 관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커플링이 되었거나 속도 
변화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터의 정격 속도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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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계수 %(Load Factor %)
 ―이 계수는 부하 토크 요구와 모터의 역량의 비율을 나타냅니다(예: 부하가 525 kW를 요구하는 경우, 모터의 정격이 630 kW이면, 
부하계수는 83.3%임). 이 변수는 정격 속도로 가동되는 모터의 크기가 부하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상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50%는 모터가 최고 속도로 가동 시 요구되는 것보다 토크가 2배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범위는 
50%~90%입니다.

• 모터 관성(Motor Inertia)
 ―이 값은 모터의 관성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고관성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값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 모터의 총 시스템 
관성을 계산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값은 보통 모터의 명판이나 모터의 데이터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 비효율성 %(% Inefficiency)
 ―이 값은 시스템의 동적 마찰 계수와 동일합니다. 동적 마찰은 베어링, 풍손 등 시스템 컴포넌트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로 부하의 영구적 
가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값은 고관성 부하에서만 활성화되며 제동 시간을 예측하는 경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값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동력 감속 시간(coast down time)을 파악해볼 수는 있습니다. 제동 
모델을 “coast”로 설정한 후, 중단 시간이 예측된 시간에 가깝도록 다이얼로 비효율성 %를 설정하면, 이 값의 근사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의 예측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100%를 사용하면 됩니다.

• 기동 유형(Starting Type)
 ―이는 원하는 기동 모드를 나타냅니다. 소프트 스타트, 전류 제한, 그리고 일부의 경우 전전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타트는 
기동 시간 동안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류 제한은 기동 시간 동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대부분의 전기 기계식 
방식(예: Star Delta)들은 전류 제한의 변형입니다. 어떤 기동을 선택할지 확실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SMC 컨트롤러에서 기본 설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 설정은 초기 토크가 65% 또는 70%로 설정된 소프트 스타트입니다.

• 토크 전류(Torque Current)
 ―초기 전류 %: 이는 기동 중에 허용되는 전류 수준을 나타냅니다. 전류 제한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선택된 제품의 허용 
범위 내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설계는 이력 참조에 기반하기 때문에, 분석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지점은 350% 
전류 제한입니다. Star-delta 유형의 감소 전압 기동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토크를 생성합니다.

 ―초기 토크 %(Initial Torque %): 이 값은 영속도에서 모터에 적용되는 토크의 초기 레벨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기동 시간 동안 전압이 
올라가면 함께 증가합니다. 소프트 스타트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선택된 제품의 허용 범위 내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기본 설정인 70%가 예측을 통한 기동의 좋은 시작점입니다.

• 제동 유형(Braking Type)
 ―중단 예측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선택이 활성화됩니다. 무동력 정지(coast to rest) 또는 SM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펌프 
중단 또는 소프트 스탑은 모델링이 되지 않습니다. SMB를 선택하면, 특정 제동 전류 레벨을 사용해 모터를 중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제동 전류 %(Braking Current %)
 ―이 값은 SMB 중에 적용되는 전류의 레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값은 150%~300% 사이입니다. 시스템과 모터가 증가된 가열 및 
전원 분배의 잠재적 영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300% 이상의 제동 전류를 사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이 툴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장치의 정격을 바꾸거나 모든 적용되는 전기설비 규정과 표준에 따라 정해진 정격 이외의 범위에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툴은 SMC 제품 엔지니어링 직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핵심 또는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툴은 장비나 컴포넌트의 설계나 제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책임을 
대신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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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힌트(Wizard Hints)

부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모터의 전전압 기동 특성을 사용하여 모터의 특징을 모델링하는 것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 무동력 정지에 걸리는 시간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 제동에도 해당됩니다. 모델링 후에는 기동 및 중단 방식의 시간에 매치되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MC 마법사 방식을 사용한 기동/중단 프로필이 생성됩니다.

모터 정보의 거의 대부분은 모터의 명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회전자 관성 값은 표 100과 표 101에 나와 있습니다.

표 100 - 회전자 라인 관성—NEMA 정격

정격  
Hp

TEFC OPD
2극 4극 6극 8극 2극 4극 6극 8극

[lb/ft2] [lb/ft2] [lb/ft2] [lb/ft2] [lb/ft2] [lb/ft2] [lb/ft2] [lb/ft2]
0.5 0.015 0.017 0.017 0.04 0.018 0.17 0.18 0.18

0.75 0.03 0.05 0.04 0.06 0.035 0.21 0.21 0.21

1 0.05 0.05 0.19 0.13 0.15 0.21 0.21 0.55

1.5 0.06 0.07 0.22 0.18 0.21 0.23 0.55 0.62

2 0.08 0.1 0.52 0.37 0.21 0.25 0.6 0.76

3 0.1 0.47 0.65 0.51 0.23 0.62 0.76 0.91

5 0.16 0.57 0.76 1.3 0.25 0.7 0.91 1.8

7.5 0.41 0.68 2.3 1.6 0.62 0.84 1.8 2.1

10 0.46 2.2 2.8 2.6 0.7 0.99 2.1 3.6

15 0.93 2.2 3.9 3.8 0.84 1.9 3.6 4.4

20 1.2 3 4.5 5 0.99 2.3 4.4 7.3

25 2 4 11 6.4 1.9 3.6 7.3 9

30 2.3 4.5 12.5 11 2.3 4.4 9 17

40 3.3 9 20 14 3.6 6.3 13 20

50 4.2 10 23.5 24 4.4 7.6 15 22

60 4.9 14.5 35 28 6.3 11 24 25

75 6.1 17 40.5 39 7.6 13 27 28

100 12 27 61.5 51 11 16 45 47

125 20 33 57.5 62 13 20 56 59

150 24 44.5 85 68 16 33 56 68

200 31 56 111 85 20 39 68 85

250 40 74.5 136 82 33 43 85 106

300 40 86 136 86 39 54 98 129

350 44.5 95 92 43 60 112 158

400 56 109 101 54 82 130 181

500 74.5 114 101 60 122 14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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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 회전자 라인 관성—IEC 정격

정격 kW
2극 4극 6극 8극

[kg/m2] [kg/m2] [kg/m2] [kg/m2]
0.37 0.00035 0.0008 0.0015 0.0025

0.55 0.00045 0.0015 0.0018 0.0035

0.75 0.00085 0.0018 0.0028 0.0053

1.1 0.0011 0.0028 0.0035 0.007

1.5 0.0015 0.0035 0.0063 0.013

2.2 0.002 0.0048 0.011 0.025

3 0.0038 0.0058 0.02 0.033

4 0.0055 0.011 0.028 0.05

5.5 0.014 0.023 0.035 0.065

7.5 0.019 0.028 0.055 0.088

11 0.033 0.05 0.08 0.21

15 0.04 0.07 0.2 0.37

18.5 0.05 0.13 0.29 0.58

22 0.077 0.15 0.33 0.66

30 0.14 0.24 0.57 1.1

37 0.16 0.44 0.89 1.4

45 0.24 0.52 1.3 1.6

55 0.45 0.79 1.5 2.3

75 0.79 1.4 2.4 3

90 0.92 1.6 2.9 3.6

110 1.3 2.2 3.5 4.4

132 1.5 2.7 4.3 6.2

150 1.65 3.09 5.2 6.4

160 1.8 3.2 6 7.5

200 2.3 4.2 7.5 9.3

225 2.8 5.2 7.9 13.9

250 3.3 6 9.1 16

280 3.9 6.8 12.4 20

315 4 7.4 17 24

355 6.2 12 24 30

373 7.5 12.44 30 36

모터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속도 토크 곡선의 데이터 점을 입력하는 것이 툴이 제공하는 NEMA 또는 IEC 표준의 정상 곡선을 취하는 것 
보다 정확합니다. 표준들에는 모터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모터는 같은 유형이라도 
속도 토크 곡선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마법사는 평균 범위를 사용합니다. NEMA publication NEMA MG 10-2013을 재구성한 표 102는 
그러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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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 고정 주파수 고압 AC 농형(Squirrel-cage) 유도 모터의 전형적인 특성 및 애플리케이션

다상 특징(1)

토크 [% 정격 부하 토크]
구속 회전자 전류 

[% 정격 부하 
전류]

슬립(Slip)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상대 효율구속 회전자 
토크

탈출 토크 
(Pull-up Torque)

항복 토크 
(Breakdown 

Torque)
설계 A

• 정상 구속 회전자 토크 및 
높은 구속 회전자 전류

70…275(2) 65…190(2) 175…300(2) 정의되지 않음 0.5…5 %
팬, 송풍기, 원심 펌프 및 압축기, 모터 발전기 세트 등, 

기동 토크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중간 또는 
높음

설계 B
• 정상 구속 회전자 토크 및 
정상 구속 회전자 전류

70…275(2) 65…190(2) 175…300(2) 600…800 0.5…5 %
팬, 송풍기, 원심 펌프 및 압축기, 모터 발전기 세트 등, 

기동 토크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중간 또는 
높음

설계 C
• 높은 구속 회전자 토크 및 
높은 구속 회전자 전류

200…285(2) 140…195(2) 190…225(2) 600…800 1…5 %
컨베이어, 분쇄기, 혼합기, 교반기, 왕복 펌프 및 압축기 
등 부하가 있는 상태의 기동이 요구되는 경우

중간

설계 D
• 높은 구속 회전자 토크 및 
높은 슬립

275 정의되지 않음 275 600…800 ≥5 %
펀치 프레스, 전단기, 엘리베이터, 추출기, 윈치, 

인양기, 유정 펌프 및 신선기 등 플라이휠을 포함 또는 
불포함하며 피크가 높은 부하

중간

IEC 설계 H
• 높은 구속 회전자 토크 및 
높은 구속 회전자 전류

200…285(2) 140…195(2) 190…225(2) 800…1000 1…5 %
컨베이어, 분쇄기, 혼합기, 교반기, 왕복 펌프 및 압축기 
등 부하가 있는 상태의 기동이 요구되는 경우

중간

IEC 설계 N
• 정상 구속 회전자 토크 및 
높은 구속 회전자 전류

75…190(2) 60…140(2) 160…200(2) 800…1000 0.5…3 %
팬, 송풍기, 원심 펌프 및 압축기, 모터 발전기 세트 등, 

기동 토크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중간 또는 
높음

(1)   이러한 특성들은 모터의 일반적인 사용사례에서 나타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체 요구사항에 대한 특정 성능 표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십시오.
(2)   높은 값들은 정격이 낮은 모터에 해당됩니다.

그림 79는 고객이 공급한 속도 토크 커브와 특수 모터 데이터 입력의 일례를 보여줍니다.

그림 79 - 특수 모터 속도 vs. 토크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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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공급한 곡선을 사용하면 평균 NEMA 설계 이용하는 것 보다 예측 마법사를 보다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해서 지금 있는 모터에 SMC-50 컨트롤러를 사용해 약 60초 만에 부하를 기동할 수 있는지 알길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형 밀의 부하는 플라이휠을 사용합니다. 모터는 300 Hp NEMA Type B 모터로 정격 속도는 1785 rpm입니다.(모터 명판에서 얻은 정보) 
고객에 따르면 부하 속도는 약 1200 rpm 입니다. 장비제조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부하 관성은 약 10,000 lb-ft2입니다. 부하 계수 
50%가 존재합니다. (모터가 실제 부하의 두 배 크기) 고객은 시스템 비효율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SMC-50 컨트롤러와 전류 
제한 기동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모터는 345 A FLA의 3-리드 모터 유형입니다. 가동 시간은 구동 시간 30분, 정지 시간 10분입니다 주변 
온도는 하절기에 35˚C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터 사양 시트에 따르면 모터 관성은 100 lb-ft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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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에서 그림 79의 특수 모터 속도 토크를 사용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툴은 예측치일 뿐이고 확정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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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은 SMC-50 컨트롤러가 감소 전압 또는 전류 제한 기동을 사용하는 경우의 토크 역량을 보여줍니다. SMC 컨트롤러를 350% 
전류 제한에서 사용하면 전기 기계식 스타터와 거의 동일한 양의 토크가 발생한다는데 주목하십시오. 두 기동 방식의 적용된 전압 %는 
동일합니다.

표 103 - SMC-50 컨트롤러 옵션과 모터 토크 역량

기동 유형 % 기동 중 적용된 전압 % 전부하 기동 토크 % 전부하 정격 전류
전전압 100 100 600

Wye-Delta 58 33 200

전류 제한이 있는 소프트 스타트

150 % 25 6 150

200 % 33 11 200

250 % 42 18 250

300 % 50 25 300

350 % 58 34 350

400 % 67 49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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