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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Bulletin 1608 MiniDySC 및 ProDySC 사양

1608N  MiniDySC 1608P ProDySC

2..6 A 12..00.50 A 25/50 A 100/110 A 200 A 200 A HC

전기 입력/출력 (정상 모드—정적 스위치)

연결 설정 부하와 직렬 연결 정상 라인 상태에서 정적 스위치가 부하로 계통선 전압 직접 전달

표준 입력

전압 DySC
1상: 120, 208, 220, 230, 240V 3상:: 208, 380, 400, 415, 480V 480V

전압 범위 ±10%

전류 과부하 
(트리핑 한계)

연속, 110%
10초동안 150%,
0.5초동안 200%

10사이클동안 300%
3사이클동안 400%

순간, 1000%

연속, 정격 전류(rms) 의 
0...100%

30초동안 150%
5초동안 400%

0.5초동안 600%

30초동안 200%
5초동안 400%

0.5초동안 600%
30초동안 150%, 5초동안 400%, 0.5초동안 600%

전류 과부하

12A, 50A 모델용  
(정적 스위치)

—
30초동안 200%
5초동안 400%

0.5초동안 600%
—

전류 과부하  
25A 모델용  
(정적 스위치)

—
30초동안 200%
5초동안 280%

0.5초동안 450%
—

주파수 특성 50/60 Hz 자동 감지

주파수 범위

(트래킹)
45~65 Hz 48-62 Hz

서지 보호

장치(SPD)
MOV & 커패시터로 구성된 내장형 3단계 보호

효율

250 VA >94%, 500
VA>97%, 750 VA

>96%
> 98% 480V에서 >99%

위상(선식) 1상 (L-L & L-N) 3상 (3선 및 4선)

검출 전압 정격 전압의 88.5%

응답 시간 (일반) 0.7 ms 검출,  1.2 ms인버터 반응(<2ms)

전기 출력(전압 강하 보상 모드 - 인버터)

출력 전압 전압 강하 이전의 입력 전압 수준 전압 강하 이전 rms 전압

전압 조정률 일반 +/- 5%, 최대 공칭전압의 +5% / -13% 공칭전압의 +5%-13%

출력 전류 정격 RMS (12, 25, 또는 50 A)
정격 RMS (25A 또는 

50A). DC 부하 비정격:  
최대 허용 2% DC 부하

100 A: RMS - DC 부하  
비정격, 최대 허용 2% DC 
부하, 110A RMS - DC  
부하 비정격, 최대 허용 

2% DC 부하

정격 RMS 
DC 부하 비정격, 최대 허용 2% DC 부하

파고율(정격부하) 1.45

부하 역률 범위 -0.5 ...+0.9,  DC 컴포넌트  정격 전류의 <2%

전압 파형 (일반) 정현파

전압 강하 보정 시간

단일 이벤트

잔류전압 87% - 50% 5초 SR & ER — 5초

전압 강하 - 잔류전압 0
50ms 또는 200ms  

(표준 또는 확장 실행 시간 DySCs).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준

—
50ms.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준

78ms.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준

3상 잔류 전압  
87% - 50% — 5초 —

모든 3상 - 잔류 전압 0 —

50ms 또는 200ms (SR 
또는 ER).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에서의 
부하 기준

2-3 또는 8-12 사이클  
(표준 또는 확장 실행 시

간 DySCs).

3상,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준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

준, 78 ms

다수의 이벤트

최대 전압 강하 보정 시간 5초 누적 사용

순차 전압 회복 0초 (누적 실행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원상 회복 시간 최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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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N  MiniDySC 1608P ProDySC

2..6 A 12..00.50 A 25/50 A 100/110 A 200 A 200 A HC

기계식

외함 등급 NEMA 1 (IP20) NEMA 1 (IP20)

냉각 방식
강제통풍(500VA, 750VA) 
또는 자연순환 (250VA)

강제 통풍 강제통풍여과

접근
전면 하단을 통한 연결

부 접근

전면 하단을 통한 정비 및 
연결부 접근

전면을 통한 정비 및 연결부 접근

접근성(배선)
장착 가능한 압축  

단자 블록
DIN 압축 단자 블록 스크류 단자 블록 기계식 러그

통신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시기
3 LED: 과부하 트립,  

정상, 알람

정상 및 알람

LED
LCD 화면

연결성

Form C 접점 정격 
120Vac@0.5A 또는 

30Vdc@1A

출력 OK 및 알람 접점 
Form A, 1A에서 24VDC

전압강하 이벤트, 출력 OK, 및 알람 접점, Form A, 1A에서 24 VDC  RS-232 시리얼 포트

환경

주변 온도 0 ...+50°C 0 ...+40°C

보관 온도 -40°C ...+75°C

상대 습도 0-95%(비응축)

고도 1000m (3300ft)까지 정격 전류 사용 가능 1000m에서 3000m(9900ft) 사이 전류 출력 감세 1000m당 10%

가청 소음 1미터에서 <50dBA 1미터에서 < 55 dBA 1미터에서 < 60 dBA

Bulletin 1608 MiniDySC 및 ProDySC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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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1608 MegaDySC 사양

1608M MegaDySC

400 A, 800...2400 A

전기 입력/출력 (정상 모드—정적 스위치)

연결 설정 부하와 직렬 연결 정상 라인 상태에서 정적 스위치가 부하로 계통선 전압 직접 전달

표준 입력 전압 DySC 3상: 208, 380, 400, 415, 480V 전압 

범위 ±10%

정적 우회 전류 100% 정격 rms 연속, 5초 동안 150%-400%, 0.5초 동안 400%-600%, 0.1초 동안 600%

주파수 50/60 Hz 자동 감지

주파수 범위(트래킹) 45..00.65 Hz

서지 보호 장치(SPD) 출력 SPD, 80kA/모드

효율 > 99%

위상(선식) 3상+접지(3선 모델) 또는 3상+중성+접지(4선 모델)

검출 전압 정격 전압의 88.5%

응답 시간(일반) 0.7 ms 검출, 1.2 ms 인버터 반응(2ms)

전기 출력(전압 강하 보상 모드 - 인버터)

출력 전압 전압 강하 이전 rms 전압

전압 조정률 공칭전압의 +5%-13%

출력 전류
정격 RMS

DC 부하 비정격, 최대 허용 2% DC 부하

파고율(정격부하) 1.45

부하 역률 범위 -0.5 ...+0.9,  DC 컴포넌트  정격 전류의 <2%

전압 파형(일반) 정현파

전압 강하 보정 시간

단일 이벤트

87% - 50% 잔류전압 5초 SR & ER

전압 강하 - 잔류 전압 0 50 ms 또는200 ms (표준 또는 확장 실행 시간 DySCs).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준

3상 잔류 전압 87% - 50% 5초

모든 3상 - 잔류 전압 0 50 ms 또는200 ms (표준 또는 확장 실행 시간 DySCs).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준

다수의 이벤트

최대 전압 강하 보정 시간 5초 누적 사용

순차 전압 회복 0초(누적 실행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원상 회복 시간 최대 5분

기계식

외함 등급 NEMA 1 (IP20) 

냉각 방식 강제통풍여과

케이블 유입 스위치보드의 상단 또는 하단

접근 전면을 통한 정비 좌측 또는 후면을 통한 설치

접근성(배선) 기계식 러그

통신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시기 LCD 화면

연결성 드라이 접점, RS-232 시리얼 포트

환경

주변 온도 0 ...+40°C 보관 

온도 -40°C... 75°C 상대 

습도 0-95%(비응축)

고도
1000m (3300ft)까지 정격 전류 사용 가능 1000m에서 3000m(9900ft)사이 전류 출력 감세 

1000m당 10%

가청 소음 1미터에서 < 70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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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M MegaDySC

400 A, 800...2400 A

전기 입력/출력 (정상 모드—정적 스위치)

연결 설정 부하와 직렬 연결 정상 라인 상태에서 정적 스위치가 부하로 계통선 전압 직접 전달

표준 입력 전압 DySC 3상: 208, 380, 400, 415, 480V 전압 

범위 ±10%

정적 우회 전류 100% 정격 rms 연속, 5초 동안 150%-400%, 0.5초 동안 400%-600%, 0.1초 동안 600%

주파수 50/60 Hz 자동 감지

주파수 범위(트래킹) 45..00.65 Hz

서지 보호 장치(SPD) 출력 SPD, 80kA/모드

효율 > 99%

위상(선식) 3상+접지(3선 모델) 또는 3상+중성+접지(4선 모델)

검출 전압 정격 전압의 88.5%

응답 시간(일반) 0.7 ms 검출, 1.2 ms 인버터 반응(2ms)

전기 출력(전압 강하 보상 모드 - 인버터)

출력 전압 전압 강하 이전 rms 전압

전압 조정률 공칭전압의 +5%-13%

출력 전류
정격 RMS

DC 부하 비정격, 최대 허용 2% DC 부하

파고율(정격부하) 1.45

부하 역률 범위 -0.5 ...+0.9,  DC 컴포넌트  정격 전류의 <2%

전압 파형(일반) 정현파

전압 강하 보정 시간

단일 이벤트

87% - 50% 잔류전압 5초 SR & ER

전압 강하 - 잔류 전압 0 50 ms 또는200 ms (표준 또는 확장 실행 시간 DySCs).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준

3상 잔류 전압 87% - 50% 5초

모든 3상 - 잔류 전압 0 50 ms 또는200 ms (표준 또는 확장 실행 시간 DySCs). 역률이 0.7인 네임플레이트 등급 기준

다수의 이벤트

최대 전압 강하 보정 시간 5초 누적 사용

순차 전압 회복 0초(누적 실행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원상 회복 시간 최대 5분

기계식

외함 등급 NEMA 1 (IP20) 

냉각 방식 강제통풍여과

케이블 유입 스위치보드의 상단 또는 하단

접근 전면을 통한 정비 좌측 또는 후면을 통한 설치

접근성(배선) 기계식 러그

통신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시기 LCD 화면

연결성 드라이 접점, RS-232 시리얼 포트

환경

주변 온도 0 ...+40°C 보관 

온도 -40°C... 75°C 상대 

습도 0-95%(비응축)

고도
1000m (3300ft)까지 정격 전류 사용 가능 1000m에서 3000m(9900ft)사이 전류 출력 감세 

1000m당 10%

가청 소음 1미터에서 < 70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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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1608N MiniDySC

치수

등급(VA)
H x W x D 
in. [mm]

운송 중량 lb. [kg]

표준 실행 시간(SR) 확장 

실행 시간(ER)

250 8.3 x 5.8 x 6.3  [210.8 x 147.3 x 160] 8.0 [3.63]

치수

등급(A)
H x W x D 
in. [mm]

운송 중량 lb. [kg]

표준 실행 시간(SR) 확장 

실행 시간(ER)

25 21 x 19 x 4 [533.4 x 482.6 x 101.6] 32.5 [14.7]

Bulletin 1608P ProDySC

치수

등급(A)
H x W x D 
in. [mm]

운송 중량 lb. [kg]

표준 실행 시간(SR) 확장 

실행 시간(ER)

25 32 x 26 x 14 [813 x 660 x 356] 307 [140]

치수

배선 유형
H x W x D 
in. [mm]

운송 중량 lb. [kg]

표준 실행 시간(SR) 확장 

실행 시간(ER)

3선 77.1 x 29 x 52.2   [1957 x 737 x 1327] 937 [426]

200 Amp

치수

등급(A)
H x W x D 
in. [mm]

운송 중량 lb. [kg]

3선 
78.6 x 42.4 x 34.6 [1983 x 1076 x 878]

1,470 [667]

4선 1,408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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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 1608M MegaDySC
MegaDySC

정격 전류

[A] 실행 시간 배선 유형
H x W x D
in. [mm] 운송 중량 lb. [kg]

400

표준
3선

94 X 69.3 X 33.1 [2388 X 1759 X 840]
2,867 lb [1300kg]

4선 2,831 lb [1284 kg]

확장
3선

94 X 87.3 X 33.1 [2388 X 2216 X 840]
3,731 lb [1692 kg]

4선 3,695 lb [1676 kg]

800

표준

3선
103 X 128.5 X 33.1 [2614 X 3264 X 840] 7,800 lb [3538kg]

4선

확장
3선

103 X 164.5 X 33.1 [2614 X 4178 X 840] 8,632 lb [3915 kg]
4선

1200

표준
3선

103 X 165.5 X 33.1 [2614 X 4204 X 840] 10,350 lb [1300kg]
4선

확장
3선

103 X 219.5 X 33.1 [2614 X 5575 X 840] 11,598 lb [1692 kg]
4선

1600

표준
3선

103 X 202.5 X 33.1 [2614 X 5144 X 840] 13,300 lb [6033kg]
4선

확장
3선

103 X 274.5 X 33.1 [2614 X 6972 X 840] 14,964 lb [6788 kg]
4선

2000

표준
3선

103 X 239.5 X 33.1 [2614 X 6083 X 840] 16,250 lb [7371kg]
4선

확장
3선

103 X 329.6 X 33.1 [2614 X 8372 X 840] 18,330 lb [8314 kg]
4선

2400

표준
3선

103 X 276.5 X 33.1 [2614 X 7023 X 840] 18,800 lb [8528kg]
4선

확장
3선

103 X 384.6 X 33.1 [2614 X 9769 X 840] 21,296 lb [9660 kg]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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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용자 정보

본 제품을 설치, 설정, 운전 또는 유지보수하기 전에 반드시 장비 설치, 설정 및 운전에 관한 본 설명서와 추가 리소스  
섹션에 위치한 문서를 읽어 주십시오. 사용자는 모든 관련 규정, 법률 및 표준 요구사항 이외에도 설치 및 배선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설치, 조정, 작동, 사용, 조립, 분해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은 관련 업무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명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보호기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장비의 사용 또는 적용으로 인해 간접적 또는 결과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매뉴얼에 포함된 예제와 도표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특정 설치마다 관련 변수와 요구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예제와 도표에 근거한 실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본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정보, 회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서면 허가 없이 본 매뉴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서 피드백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기술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본 문서에 대한 의견  
또는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http://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를 방문하셔서 RA-DU002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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