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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300™ 및 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과부하 보호를 위한 최신 기술입니다. 모듈형 설계, 통신 옵션, 진단 정보, 간소화된 배선 및 Logix
기술과의 통합은 자동화 시스템의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과부하 릴레이 입니다.

E300/E200 릴레이는 감지, 제어 및 통신의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정확한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자 부하를 조
정할 수 있는 추가 액세서리가 있는 3가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신 모듈은 조립된 장치가 E300 또는 E200 과부하 릴레이인지 여부

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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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제품 개요

본 섹션은 E300/E200 전자 과부하 릴레이 및 그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특징 및 장점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과부하 보호를 위한 최신 기술입니다. 모듈식 설계, 통신 옵션, 진단 정보, 단순화된 배선, Logix 기술과의

통합 덕분에 자동화 시스템의 모터 제어에서 이상적인 과부하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E300 과부하 릴레이는 다양한 통신 옵션을 제공합니다. 듀얼 포트 EtherNet/IP 연결 외에, 이 릴레이는 DeviceNet(싱글 포트)도 지원합니다.

E200 과부하 릴레이(파라미터 구성 모듈을 사용하는 장치)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단독형 애플리케이션) 전자식 모터 과부하 보호

애플리케이션 용 옵션 모듈 입니다. E200 과부하 릴레이는 E300 제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며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E200 릴레이는 단일 Type B USB 인터페이스 포트, 애플리케이션의 FLA를 설정하기 위한 3개의

회전식 다이얼, 트립 클래스 및 기능 선택을 위한 8단 DIP 스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 : 본 매뉴얼 전체에서 E300과 E200은 대부분 호환 가능합니다 . 193-ECM-PCM 통신 옵션으로 구성된 과부하 시스템은 E200 어셈블리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제품의 작동 및 유지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 193-UM015를 참조하십시오.

릴레이 유형 바이메탈(1)

(1)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193-TD010을 참조하십시오.

E1 Plus(2)

(2)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193-TD011을 참조하십시오.

E200 E300
보호 기능

과부하 3 3 3 3

결상 3 3 3

지락 3 3 3

전류 불평형 3 3 3

걸림 3 3 3

과전압/저전압 3 3

전압 불평형 3 3

과전력/저전력 3 3

진단 기능

% 전부하 전류(FLA) 3 3 3

% 열 용량 사용률(TCU) 3 3 3

전압 3 3

전력 3 3

에너지 3 3

통합 기능(프로그래밍 방법 및 지원 네트워크)
DeviceLogix™ 3 3

Logix 컨트롤러 3 3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

3

EtherNet/IP™ 옵션모듈 사용시 지원됨 내장 ( 듀얼 포트 )
DeviceNet™ 옵션모듈 사용시 지원됨 내장 ( 싱글 포트 )
로컬 프로그래밍 방법 EtherNet/IP 또는 DeviceNet(3)

(3) 또한, 작업자 진단 스테이션(옵션)을 사용하여 E300/E200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USB Type B(3) EtherNet/IP 또는 DeviceN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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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단상/3상 작동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3상 및 단상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직선 관통 배선이 가능합니다.

E300/E200 과부하 릴레이는 다음의 모터 스타터 유형에 대해 모터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54개 작동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과부하

• 정방향 스타터

• 정역스타터

• Wye/Delta(Star/Delta) 스타터

• 2단 변속 스타터

• 모니터링 장비

열 과부하 기능

전류 모니터링 기능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를 사용하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작동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위상 전류 - 암페어 단위

• 개별 위상 전류 - 모터 FLC의 백분율

• 평균 전류(단위: 암페어)

• 평균 전류(모터 FLC 대비 비율)

• 열 용량 사용 비율

• 전류 불평형 비율

• 지락 전류

기능 설명

열 용량 사용률 계산
과부하 릴레이는 측정된 RMS 전류값을 기반으로하여 모터의 실제 발열을 시뮬레이션하는 열 모델을 계산합니다. 
열 용량 사용률(%TCU)은 이러한 계산값을 보고합니다. 이 값이 100%에 도달하면 과부하 트립이 발생합니다.

조정 가능한 설정
모터의 전부하 전류(FLC) 정격과 적용할 트립 클래스(5~30)를 프로그래밍하여 열 과부하 보호를 설정합니다. 소프트웨

어를 통해 실제 값을 프로그래밍하면 정확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열 메모리
열 메모리 회로는 트립 클래스 20 설정에 대한 열 감쇠를 근사하게 따릅니다. 이는 공급된 전력이 제거되더라도 연결

된 모터의 열 모델이 항상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리셋 모드
과부하 트립 발생후 리셋시, 수동 또는 자동 리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셋 포인트는 1~100% TCU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트립까지 남은 시간 과부하 상태에서 트립 예상 시간이 계산됩니다.

리셋까지 남은 시간
과부하 트립 후에는 계산된 열 용량 사용률이 리셋 레벨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리셋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값이 감
소함에 따라 리셋 시간도 연계해서 조정됩니다.

열 경고 열 경고 비트는 계산된 열용량 사용률이 프로그래밍된 열 경고 수준(0~100% TCU의 설정 범위)을 초과할 때 설정됩니다.

이중 속도 보호
2단 모터 보호를 위한 두 번째 FLA 설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터 와인딩 세트별로 1개씩 두 개의 개별 과부하 릴레이

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능 설명

잼/운전중 모터 구속

(과전류)

과부하 릴레이는 운전중 기계 걸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모터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트립 조정에는 
50~600% FLA에서 조정 가능한 트립 설정과 0.1~25.0초 범위의 트립 지연 시간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경고 설정은 
50~600% FLA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부하(저전류)

모터 전류의 갑작스러운 강하는 다음과 같은 상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 펌프 캐비테이션

• 공구 파손

• 벨트 파손

저부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면 모터 보호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저부하 트립 및 경고 설정은 10~100% FLA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트립 기능에는 0.1~25.0초 범위의 트립 지연 시간도 포함됩니다.

전류 불평형(비대칭)
전류 불평형 트립 및 경고 설정은 10~100%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트립 기능에는 0.1~25.0초 범위의 트립 지연 시간도 
포함됩니다.

스톨/기동시 모터 구속

스톨/기동시 모터 구속은 모터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시간 안에 최대 작동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입니

다. 이 경우 소비 전류가 모터의 전부하 전류 정격을 초과하므로 모터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터 구속 보호는 
100~600% FLA 범위에서 트립 설정이 가능하고, 작동 시간은 최대 250초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상 보호
설정 가능한 결상 보호 기능을 사용하여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시간 지연 설정을 0.1~25.0초 사이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립 레벨은 전류 불평형 측정값이 100%로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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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지락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로우 레벨(아크) 지락 감지를 위해 제로 시퀀스(코어 밸런스)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트립 및 경
고 설정은 20 mA~5.0 A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격이 200 A를 넘는 장비나 0.5 A 미만의 지락전류 감지가 요구되는 경우 외부 코어

밸런스 변류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지는 UL 1053에 따라 지락 감지 및 릴레이 장비에 대한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지락 감지 보정 및 작동

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되었습니다.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최대 트립 방지 설정을 제공함으로써, 지락 전류 크기가

6.5A를 초과할 때 트립을 방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폴트 전류가 컨트롤러의 차단 용량 정격을 잠재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경우 컨트롤러 개방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참고: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미국 전기규정(NEC)의 제100조에 정의된 인명 보호(또는 Class I)를 위한 누전 방지 회로 차단기가

아닙니다.

제어 모듈 기능

제어 모듈 입력은 컨택터, 분리 보조 접점, 파일럿 장치, 리미트 스위치 및 플롯(부유) 스위치와 같은 장치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입력은 정격이

24V DC, 120V AC 또는 240V AC이며, Current Sinking 타입 입니다. 제어모듈의 입력전원은 별도로 공급되어야 됩니다. 릴레이 출력의 접점은

네트워크 통신 또는 DeviceLogix™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될 수있습니다.

DeviceLogix 엔진을 활용하여 사용자에 특화된 모터제어 알고리듬을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또는 프로그래밍 가능 로직 컨트롤

러가 예기치 않게 손실되는 경우, 분산 제어 애플리케이션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모터를 자연스럽게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 모듈은 정 온도 계수(PTC) 서미스터를 모니터링합니다.

감지 모듈 기능

전압, 전류 및 지락 보호기능이 있는 E300/E200 감지 모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감지 모듈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전압/전류/지락

• 전류/지락

• 전류

• 전류 범위 [A]

• 0.5…30

• 6…60

• 10…100

• 20…200

제어 전압
I/O I/O 및 보호(1)

(1) PTC 서미스터 및 지락감지용 외부 ZCT 입력을 포함합니다.

입력 릴레이 출력 입력 릴레이 출력

110~120V AC, 50/60 Hz
4 3

2 2
2 2

220~240V AC, 50/60 Hz
4 3

2 2
2 2

24V DC
6 3

4 2
2 2

기능 설명

전압 보호 전압과 관련된 문제(예를 들어, 저전압, 전압 불균형, 위상 손실, 주파수 및 위상 회전)로부터 보호합니다.

전력 보호
특정 애플리케이션(예를 들어, 펌프 애플리케이션)에서 너무 높거나, 낮은 실효 전력(kW), 무효 전력(kVAR), 피상 
전력(kVA) 및 역률을 모니터링하고 보호합니다.

전압, 전력 및 에너지 모니터링
전압, 전류, 전력(kW, kVAR 및 kVA), 에너지(kWh, kVARh, kVAh, kW Demand, kVAR Demand 및 kVA Demand) 및 전력 품질(역률, 주
파수 및 위상 회전)을 모터 레벨에서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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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통신 모듈

다음의 통신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디지털 I/O

최대 4개의 확장 디지털 모듈을 E300/E200 릴레이 확장 버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4개 입력/2개 릴레이 출력

• 24V DC

• 120V AC

• 240V AC

원격 트립 기능은 외부 장치(예를 들어, 진동 센서)가 AM 트립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외부 장치 릴레이 접점은 디지탈 입력에 연결됩니

다. 이러한 개별 입력은 원격 트립 기능을 할당하는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 아날로그 I/O

E300/E200 아날로그 확장 모듈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기반 센서에서 측정되는 과열, 오버플로우 또는 과압에 대능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확장 모듈은 저항 온도 감지기(RTD)를 모니터링합니다.

최대 4개의 확장 아날로그 모듈을 E300/E200 릴레이 확장 버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3개의 설정가능한 다용도 아날로그 입력/1개의 아날로그 출력

• 0~10V

• 0~5V

• 1~5V

• 0~20mA

• 4~20mA

• RTD (2배선 또는 3배선)
• 0~150
• 0…750 
• 0…3000 

• 0~6000(PTC/NTC)

통신 모듈 설명

EtherNet/IP™

EtherNet/IP 통신 모듈은 스타, 리니어 및 링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2개의 RJ45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을 지원합니다.
• 2개의 동시 Class 1 연결[1개의 Exclusive Owner + (1개의 입력 전용 또는 1개의 수신 전용)]
• 6개의 동시 Class 3 연결(Explicit 메시지)
• 내장 웹 서버

• 트립 및 경고 이벤트의 SMTP 서버(이메일 및 텍스트 메시지)
• 내장 EDS 파일

• Studio 5000 애드온 프로파일

DeviceNet™

DeviceNet 통신 모듈은 5핀 DeviceNet 커넥터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을 지원합니다.
• 125kb, 250kb 및 500kb 속도로 설정 파라미터 및 실시간 정보 읽기 및 쓰기

• 16바이트 데이터 전송을 통해 I/O (Implicit) 메시지를 DeviceNet 스캐너로 전송

• 물리적으로 장치의 노드 주소를 세팅하는 방법

• 기존 E3 Plus™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와 동일한 DeviceNet 객체

•  ADR, DeviceNet 구성 터미널(193-DNCT 또는 CEP7-DNCT) 및 RSNetWorx™ for DeviceNet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 
구성 파라미터를 재사용 할 수 있는 E3 Plus 에뮬레이션 모드(B 시리즈 제어 모듈 전용)

파라미터 구성 모듈(E200)

파라미터 구성 모듈(PCM)은 한개의 Type B USB 인터페이스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을 지원합니다.
•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지않은 단독형 애플리케이션

•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소프트웨어로 구성 가능

• 전부하 전류(FLA)를 설정하는 3개의 회전식 다이얼

• 트립 클래스 및 기능 선택을 위한 8위치 DIP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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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확장 전원 공급 장치 기능

2개 이상의 확장 디지털 모듈과 1개의 작업자 스테이션이 E300/E200 릴레이 확장 버스에 추가되는 경우, 추가 모듈에 공급되는 전원을 보충하

기 위해 확장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1개의 확장전원 공급 장치는 최대로 확장된 E300/E200 릴레이 확장 버스에 충분한 전원을 공급합

니다.

• 120/240V AC

• 24V DC

확장 작업자 스테이션 기능

E300/E200 릴레이 확장 버스에 1개의 작업자 스테이션을 추가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자 스테이션은 모터

제어를 위한 상태 표시기 및 기능 키를 제공합니다 . 또한 , 작업자 스테이션은 구성 파라미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CopyCat™을

지원합니다 . B 시리즈 제어 모듈 및 B 시리즈 제어/진단 스테이션을 사용하면 사용자 정의 DeviceLogix 프로그래밍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허용함으로써 CopyCat 기능에 대한 추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어 스테이션

• 진단 스테이션

외부 전류 변압기 옵션

200A를 초과하는 모터 과부하 보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외부 전류 변압기(CT)를 사용하여 메인 작동 전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높은

전류가 흐르는 동력선과 E300/E200 과부하 릴레이에 사이에 절연도 확보됩니다 . 선택할 수 있는 전류 범위가 다르며 각 CT 키트가 준수하는

다른 인증 표준(예를 들어, UL 또는 CE)도 있습니다.

• UL 호환 CT 타입: 300A 및 600A

• CE 준수 CT 타입: 300A 및 4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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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제품 선정

본 섹션에서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및 액세서리에 대한 카탈로그 넘버 설명 및 제품 선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탈로그 넘버 설명

본 섹션에 제공된 예제는 참조용입니다 . 이 기본 설명을 제품 선정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모든 조합이 유효한 카탈로그 넘버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감지 모듈

제어 모듈

193 – ESM – VIG – 30A – C23
a b c d e

a b c
Bulletin 넘버 모듈 유형 감지 모듈 유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93 IEC 과부하 릴레이 ESM 감지 모듈 VIG 전류, 지락, 전압 및 전력

592 NEMA 과부하 릴레이 IG 전류, 지락

I 전류

d e
감지 전류 범위 감지 모듈 장착 스타일

코드 설명 코드 설명

30A 0.5~30A C23 100-C09~-C23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Bulletin 300 NEMA 컨택터에 직접 장착할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60A 6~60A C55 100-C30~-C55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Bulletin 300 NEMA 컨택터에 직접 장착할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100A 10~100A C97 100-C60~-C97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Bulletin 300 NEMA 컨택터에 직접 장착할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200A 20~200A D180 100-D115~-D180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Bulletin 300 NEMA 컨택터에 직접 장착할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E146 100-E116~-E146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E205 100-E190~-E205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S2 Bulletin 500 NEMA Size 0~2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S3 Bulletin 500 NEMA Size 3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S4 Bulletin 500 NEMA Size 4 컨택터에 장착합니다.
T DIN 레일/패널 취부가능한 전원 단자 배선형

E3T E3 Plus 패널 마운트 어댑터용 전원 단자가 있는 교체용 DIN 레일/판넬 마운트

P DIN 레일/패널 취부 전원 관통형

CT DIN 레일/패널 취부 전원 관통형 및 전압 감지 기능

193 – EIO – 43 – 120
a b c d

a b c d
Bulletin 넘버 모듈 유형 I/O 카운트 제어 전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93 IEC 과부하 릴레이 EIO I/O 전용 제어 모듈 63 6개 입력/3개 릴레이 출력 24D 24V dc

592 NEMA 과부하 
릴레이 EIOGP(1)

(1) 지락 감지 및 보호를 위해 코어 밸런스 지락 센서(카탈로그 넘버 193-CBCT_)가 필요합니다. “G”가 있는 감지 모듈을 필요 없습니다.

I/O 및 보호 제어 모듈(외부 
지락 감지 및 PTC)

43 4개 입력/3개 릴레이 출력 120 110~120V AC, 50/60 Hz

42 입력 4개/릴레이 출력 2개 240 220~240V AC, 50/60 Hz
22 2개 입력/2개 릴레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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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통신 모듈

디지털 확장 모듈

아날로그 확장 모듈

작업자 스테이션

193 – ECM – ETR
a B c

a B c
Bulletin 넘버 모듈 유형 감지 모듈 유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93 IEC 과부하 릴레이 ECM 통신 모듈 ETR 듀얼 이더넷 포트가 있는 EtherNet/IP
DNT deviceNet
PCM 파라미터 구성 모듈(E200)

193 – EXP – DIO – 42 – 120
a b c d e

a b c d e
Bulletin 넘버 모듈 유형 I/O 유형 I/O 카운트 통신 유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93 IEC 과부하 릴레이 EXP 확장 모듈 DIO 디지털 I/O 42 입력 4개/릴레이 출력 2개 120 110~120V AC, 50/60Hz
240 220~240V AC, 50/60Hz
24D  24V DC 입력

193 – EXP – AIO – 31
a b c d

a b c d
Bulletin 넘버 모듈 유형 I/O 유형 I/O 카운트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93 IEC 과부하 릴레이 EXP 확장 모듈 AIO 아날로그 I/O 31 설정 가능한 다용도 아날로그 입력 3개/
아날로그 출력 1개

193 – EOS – SCS
a b c

a b c
Bulletin 넘버 모듈 유형 I/O 유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93 IEC 과부하 릴레이 EOS 오퍼레이터 스테이션 SCS 스타터 제어 스테이션

SDS 스타터 진단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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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전원 공급 장치

외부 전류 변압기

193 – EXP – PS – AC
a b c d

a b c d
Bulletin 넘버 모듈 유형 기능 유형 공급 전압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93 IEC 과부하 릴레이 EXP 확장 모듈 PS 확장 버스 전원 공급 장치 AC 110~240V AC, 50/60Hz 제어 전압

DC 24V DC 제어 전압

193 – CT – UL – 300A
a b c d

a b c d
Bulletin 넘버 모듈 유형 인증 유형 현재 비율(1)

(1) 또한, Bulletin 1411 전류 변압기를 다른 전류 비율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1411-TD001을 참조하십시오.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코드 설명

193 IEC 과부하 릴레이 CT 전류 변압기 CE CE 준수 300 300:5 A
UL UL 준수 400 400:5 A

600 600: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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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제품 선정

참고: 주문에는 반드시 1) 선정된 감지 모듈, 제어 모듈 및 통신 모듈의 카탈로그 넘버와 2) 필요에 따라 액세서리의 카탈로그 넘버가 포함되어

야 합니다.

감지 모듈

설명 장착 옵션 전류 범위 [A]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전류

IEC 컨택터

0.5…30
100-C09~C23 193-ESM-I-30A-C23
100-C30~C55 193-ESM-I-30A-C55

6…60 100-C30~C55 193-ESM-I-60A-C55
10…100 100-C60~100-C97 193-ESM-I-100A-C97

20…200
100-D115~100-D180 193-ESM-I-200A-D180
100-E116~100-E146 193-ESM-I-200A-E146
100-E190~100-E205 193-ESM-I-200A-E205

DIN 레일/판넬 장착 전원단자 
배선형

0.5…30 모든 컨택터 및 외부 전류 변압기 193-ESM-I-30A-T
6…60

모든 컨택터
193-ESM-I-60A-T

10…100 193-ESM-I-100A-T
20…200 모든 컨택터 193-ESM-I-200A-T

DIN 레일/판넬 장착 전원단자 
배선형

193-ECPM_을 직접 대체합니다

0.5…30 모든 컨택터 및 외부 전류 변압기 193-ESM-I-30A-E3T
6…60

모든 컨택터
193-ESM-I-60A-E3T

10…100 193-ESM-I-100A-E3T

DIN 레일/패널 마운트 Pass-thru형

0.5…30 모든 컨택터 및 외부 전류 변압기 193-ESM-I-30A-P
6…60

모든 컨택터

193-ESM-I-60A-P
10…100 193-ESM-I-100A-P
20…200 193-ESM-I-200A-P

Bulletin 500 NEMA 컨택터

0.5…30
NEMA Size 0~2

592-ESM-I-30A-S2
6…60 592-ESM-I-60A-S2

10…100 NEMA Size 3 592-ESM-I-100A-S3
20…200 NEMA Size 4 592-ESM-I-200A-S4

Bulletin 300 NEMA 컨택터

0.5…30
300-AO_ C 시리즈, NEMA Size 0 193-ESM-I-30A-C23

300-AO_ B 시리즈, NEMA Size 0
300-BO_ B 시리즈, NEMA Size 1

193-ESM-I-30A-C55

6…60 300-CO_ C 시리즈, NEMA Size 2 193-ESM-I-60A-C55

10…100 300-CO_ B 시리즈, NEMA Size 2
300-DO_ D 시리즈, NEMA Size 3

193-ESM-I-100A-C97

20…200 300-DO_ C 시리즈, NEMA Size 3
300-EO_ B/C 시리즈, NEMA Size 4

193-ESM-I-200A-D180

해당없음 300-FO_ A/B/C 시리즈 NEMA Size 5 193-ESM-I-30A-T(1)

(1) 193-CT -_-300A 외장 CT 키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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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설명 장착 옵션 전류 범위 [A]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전류/지락

IEC 컨택터

0.5…30
100-C09~C23 193-ESM-IG-30A-C23
100-C30~C55 193-ESM-IG-30A-C55

6…60 100-C30~C55 193-ESM-IG-60A-C55
10…100 100-C60~100-C97 193-ESM-IG-100A-C97

20…200
100-D115~100-D180 193-ESM-IG-200A-D180
100-E116~100-E146 193-ESM-IG-200A-E146
100-E190~100-E205 193-ESM-IG-200A-E205

DIN 레일/판넬 장착 전원단자 
배선형

0.5…30

모든 컨택터

193-ESM-IG-30A-T
6…60 193-ESM-IG-60A-T

10…100 193-ESM-IG-100A-T
20…200 193-ESM-IG-200A-T

DIN 레일/판넬 장착 전원단자 
배선형

193-ECPM_을 직접 대체합니다

0.5…30 193-ESM-IG-30A-E3T
6…60 193-ESM-IG-60A-E3T

10…100 193-ESM-IG-100A-E3T

DIN 레일/패널 마운트 Pass-thru형

0.5…30 193-ESM-IG-30A-P
6…60 193-ESM-IG-60A-P

10…100 193-ESM-IG-100A-P
20…200 193-ESM-IG-200A-P

Bulletin 500 NEMA 컨택터

0.5…30
NEMA Size 0~2

592-ESM-IG-30A-S2
6…60 592-ESM-IG-60A-S2

10…100 NEMA Size 3 592-ESM-IG-100A-S3
20…200 NEMA Size 4 592-ESM-IG-200A-S4

Bulletin 300 NEMA 컨택터

0.5…30
300-AO_ C 시리즈, NEMA Size 0 193-ESM-IG-30A-C23

300-AO_ B 시리즈, NEMA Size 0
300-BO_ B 시리즈, NEMA Size 1

193-ESM-IG-30A-C55

6…60 300-CO_ C 시리즈, NEMA Size 2 193-ESM-IG-60A-C55

10…100 300-CO_ B 시리즈, NEMA Size 2
300-DO_ D 시리즈, NEMA Size 3

193-ESM-IG-100A-C97

20…200 300-DO_ C 시리즈, NEMA Size 3
300-EO_ B/C 시리즈, NEMA Size 4

193-ESM-IG-200A-D180(1)

(1) 193-CT -_-300A 외장 CT 키트가 필요합니다.

— 300-FO_ 시리즈 A/B/C, NEMA Size 5 193-ESM-IG-30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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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제어 모듈

통신 모듈

설명 장착 옵션 전류 범위 [A]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전압/전류/지락

IEC 컨택터

0.5…30
100-C09~C23 193-ESM-VIG-30A-C23
100-C30~C55 193-ESM-VIG-30A-C55

6…60 100-C30~C55 193-ESM-VIG-60A-C55
10…100 100-C60~100-C97 193-ESM-VIG-100A-C97

20…200
100-D115~100-D180 193-ESM-VIG-200A-D180
100-E116~100-E146 193-ESM-VIG-200A-E146
100-E190~100-E205 193-ESM-VIG-200A-E205

DIN 레일/판넬 장착 전원단자 
배선형

0.5…30

모든 컨택터

193-ESM-VIG-30A-T
6…60 193-ESM-VIG-60A-T

10…100 193-ESM-VIG-100A-T
20…200 193-ESM-VIG-200A-T

DIN 레일/판넬 장착 전원단자 
배선형

193-ECPM_을 직접 대체합니다

0.5…30 193-ESM-VIG-30A-E3T
6…60 193-ESM-VIG-60A-E3T

10…100 193-ESM-VIG-100A-E3T

DIN 레일/패널 마운트 Pass-thru형 0.5…30 외부 전류 및 전위 변압기 193-ESM-VIG-30A-CT

Bulletin 500 NEMA 컨택터

0.5…30
NEMA Size 0~2

592-ESM-VIG-30A-S2
6…60 592-ESM-VIG-60A-S2

10…100 NEMA Size 3 592-ESM-VIG-100A-S3
20…200 NEMA Size 4 592-ESM-VIG-200A-S4

Bulletin 300 NEMA 컨택터

0.5…30
300-AO_ C 시리즈, NEMA Size 0 193-ESM-VIG-30A-C23

300-AO_ B 시리즈, NEMA Size 0
300-BO_ B 시리즈, NEMA Size 1

193-ESM-VIG-30A-C55

6…60 300-CO_ C 시리즈, NEMA Size 2 193-ESM-VIG-60A-C55

10…100 300-CO_ B 시리즈, NEMA Size 2
300-DO_ D 시리즈, NEMA Size 3

193-ESM-VIG-100A-C97

20…200 300-DO_ C 시리즈, NEMA Size 3
300-EO_ B/C 시리즈, NEMA Size 4

193-ESM-VIG-200A-D180

해당없음 300-FO_ 시리즈 A/B/C, NEMA Size 5 193-ESM-VIG-30A-T(1)

(1) 193-CT -_-300A 외장 CT 키트가 필요합니다.

설명 입력/출력 수 정격 제어 전압[V] 카탈로그 넘버

I/O 모듈

6개 입력/3개 출력 24V dc
193-EIO-63-24D

2개 입력/2개 출력 193-EIO-22-24D

4개 입력/3개 출력 110~120V AC, 50/60 Hz
193-EIO-43-120

2개 입력/2개 출력 193-EIO-22-120

4개 입력/3개 출력 220~240V AC, 50/60 Hz
193-EIO-43-240

2개 입력/2개 출력 193-EIO-22-240

I/O 및 보호 모듈

서미스터(PTC) 및 외부 지락감지

용 ZCT 연결(1)

(1) 코어 밸런스 지락 센서 카탈로그 넘버 193-CBCT_가 필요합니다.

4개 입력/2개 출력 24V dc 193-EIOGP-42-24D

2개 입력/2개 출력 110~120V AC, 50/60 Hz 193-EIOGP-22-120

2개 입력/2개 출력 220~240V AC, 50/60 Hz 193-EIOGP-22-240

설명 카탈로그 넘버

EtherNet/IP 193-ECM-ETR
deviceNet 193-ECM-DNT

파라미터 구성 모듈(E200) 193-ECM-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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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확장 모듈

액세서리

설명 입력/출력 수 정격 제어 전압[V] 카탈로그 넘버

디지털 확장 모듈, 24V DC 4개 입력/2개 출력 24V dc 193-EXP-DIO-42-24D

디지털 확장 모듈, 120V AC 4개 입력/2개 출력 110~120V AC, 50/60 Hz 193-EXP-DIO-42-120

디지털 확장 모듈, 240V AC 4개 입력/2개 출력 220~240V AC, 50/60 Hz 193-EXP-DIO-42-240

아날로그 확장 모듈: mA, V, RTD 및 저항 3개 범용 입력/1개 출력 — 193-EXP-AIO-31 (1)

(1) 모듈에는 제어 모듈 펌웨어 v3.000 이상이 필요합니다.

확장 전원 공급 장치 —
24V dc 193-EXP-PS-DC

110~240V AC, 50/60 Hz 193-EXP-PS-AC

3 미터 케이블이 있는 스타터 제어 스테이션 — — 193-EOS-SCS

3미터 케이블이 있는 스타터 진단 스테이션 — — 193-EOS-SDS (1)

설명 사용처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컨택터 코일 모듈

100-C09~100-C23 컨택터

1
193-EIO-CM-C23

100-C30~100-C55 컨택터 193-EIO-CM-C55

100-C60~100-C97 컨택터 193-EIO-CM-C97

1미터 확장 모듈 케이블 — 1 193-EXP-CBL-1M

3미터 확장 모듈 케이블 — 1 193-EXP-CBL-3M

코어 밸런스 지락 센서(1)

(1) 지락 보호를 위해서 “GP”가 있는 제어 모듈 또는 “G”가 있는 감지 모듈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93-EIOGP-42-24D
193-EIOGP-22-120
193-EIOGP-22-240

193/592-ESM-IG-_-_
193/592-ESM-VIG-_-_

1

193-CBCT1
193-CBCT2
193-CBCT3
193-CBCT4

설명 사용처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교체 커넥터

193-EIO-63-24D

1

193-NCIO-63-CNT
193-EIO-43-120

193-NCIO-43-CNT
193-EIO-43-240

193-EIOGP-42-24D 193-NCIOGP-42-CNT
193-EIOGP-22-120

193-NCIOGP-22-CNT
193-EIOGP-22-240

193-ESM-VIG-30A-CT 193-NCSM-VIG-CNT
193-EXP-DIO-42-24D

193-NCXP-DIO-CNT(1)193-EXP-DIO-42-120
193-EXP-DIO-42-240

193-EXP-AIO-31 193-NCXP-AIO-CNT(1)

193-EXP-PS-DC
193-NCXP-PS-CNT(1)

193-EXP-PS-AC
193-ECM-DNT 193-NCCM-DNT-CNT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93-TD006B-KO-P - 2019 년 1 년 13



제품 선정
판넬 장착 나사 어댑터

193-ESM-I-30A-T

1

140M-C-N45(2)

193-ESM-I-60A-T
193-ESM-IG-30A-T
193-ESM-IG-60A-T

193-ESM-VIG-30A-T
193-ESM-VIG-60A-T

193-ESM-I-30A-P
193-ESM-I-60A-P

193-ESM-IG-30A-P
193-ESM-IG-60A-P

193-ESM-VIG-30A-CT
193-ESM-I-100A-T

193-ESM-SA-100(3) 
193-ESM-IG-100A-T

193-ESM-VIG-100A-T
193-ESM-I-100A-P

193-ESM-IG-100A-P

외부 전류 변압기

CE 인증
전류 비율: 300:5 A 193-ESM-I-30A-E3T

193-ESM-I-30A-T
193-ESM-I-30A-P

193-ESM-IG-30A-E3T
193-ESM-IG-30A-T
193-ESM-IG-30A-P

193-ESM-VIG-30A-CT

3

193-CT-CE-300A

전류 비율: 400:5 A 193-CT-CE-400A

UL 인증

전류 비율: 300:5 A 193-CT-UL-300A

전류 비율: 600:5 A 193-CT-UL-600A

(1) 20cm 확장 버스 케이블 및 커넥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2) 10개 단위로 판매됩니다. 10개를 주문하면 10개 들이 포장 1개를 받게 됩니다.
(3) 10개 단위로 판매됩니다. 10개를 주문하면 10개 들이 포장 1개를 받게 됩니다.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부하측 단자 커버

193-ESM-I-200A-D180

193-ESM-TCT-200

193-ESM-I-200A-T
193-ESM-I-200A-E146
193-ESM-I-200A-E205

193-ESM-IG-200A-D180
193-ESM-IG-200A-T

193-ESM-IG-200A-E146
193-ESM-IG-200A-E205

193-ESM-VIG-200A-D180
193-ESM-VIG-200A-T

193-ESM-VIG-200A-E146
193-ESM-VIG-200A-E205

컨택터 단자 커버

193-ESM-I-200A-D180
193-ESM-TC-D180193-ESM-IG-200A-D180

193-ESM-VIG-200A-D180

라인측 단자 커버

193-ESM-I-200A-T
193-ESM-TCT-200193-ESM-IG-200A-T

193-ESM-VIG-200A-T

설명 사용처 카탈로그 넘버

EtherNet/IP 통신 보조

• EtherNet/IP 연결 장치에 대한 DeviceNet
싱글 포트 193-ECM-DNT 193-DNENCAT

듀얼 포트 193-ECM-DNT 193-DNENCATR

DeviceNet 구성 터미널

• DeviceNet에서 객체와의 인터페이스 제공
193-ECM-DNT 193-DNCT

USB - DeviceNet 어댑터

• USB - DeviceNet 컴퓨터 인터페이스 제공
193-ECM-DNT 1784-U2DN

USB - 이더넷 어댑터

• USB - 이더넷 컴퓨터 인터페이스 제공
193-ECM-ETR 9300-USBE

설명 사용처 포장 수량 카탈로그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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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배선 다이어그램

그림1 - 제어 모듈

그림2 - 확장 디지털 I/O 모듈 193-EXP-DIO-__

193-EIO… 193-EIOGP…

A1

릴레이 0'

IN1IN0A2R04R03

193-EIO-63…의 추가 입력

A1

릴레이 0'

IN1IN0A2R04R03

193-EIOGP-42…의 추가 입력

A1 A1 A2

릴레이 1 릴레이 2

(+) (-)

A1 A1 A2

(+) (-)

릴레이 1
지락

IN4IN3IN2 R13PEIN5 R24R23R14 IN3IN2 PE

+t°

IT2IT1
PTC

R13 S2S1R14

IN0 IN1 INC

IN2 IN3

RS2R04 R14 RC3

R04 R14 RC3

(+)

(-)
전원

IN1IN0 IN3IN2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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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그림3 - 확장 아날로그 I/O 모듈 193-EXP-AIO-31

그림4 - 확장 전원 공급 장치 193-EXP-PS-__ 그림5 - 외부 전류 변압기 193-CT-__

표 1 - 표준 규정 준수 및 인증

IN1+ IN1- RS1

IN2+ IN2- RS2

OUT+OUT-

IN0+ IN0- RS0

아날로그 전류 입력 아날로그 전압 입력

2선 RTD/저항

3선 RTD

아날로그 전압 또는 전류 출력

(+)

(-)

24V DC 전원 
공급 장치

전류 입력 
장치

(+)

(-)
장치

INx+

INx-

INx+

INx-

INx+

INx-

RSx

+V

V

INx+

INx-

Out V

Out -

A1 A2

(+)

(-)
전원

A1 A2

Bulletin 1411 CT를 사용하는 경우 배선은 
동일합니다.

H1 H1H1

H2 H2H2

X1

X2 X2X2

X1 X1

T1
T2

T3

CT1 CT2 CT3

T1 T2 T3

L1 L2

L3

과부하 릴레이

L1 L2

L3

모터

표준 준수 인증

CSA22.2, No. 60947-4-1 cULus 인증 - 파일 번호 E14840; 가이드 번호 NKCR, NKCR7
EN 60947-4-1 CE 마크

UL 60947-4-1 RCM (기존 C-tick)
GB/T 14048.4-2010 ABS
IEC 61508 CCC
IEC 61511 KCC
SJ/T 11364, GB/T 26572, SJ/Z 11388 IE3 모터에 사용하기에 적합(IEC 60034-30)

SIL 2 가능 - IEC 61508:2010 파트 1-7 (B 시리즈 제어 모듈 전용)
환경 보호 사용 기간 25(China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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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양

표 2 - 모터/부하 정격

표 3 - 제어 모듈 전원 공급 장치 정격

표 4 - 출력 릴레이 정격(제어 모듈 및 확장 디지털 모듈)

표 5 - 입력 정격(제어 모듈 및 확장 디지털 모듈)

속성 정격

단자 1/L1, 3/L2, 5/L3, 2/T1, 4/T2, 6/T3

단자 스타일 장치

정격 절연 전압 Ui 690V AC

정격 작동 전압 Ue, IEC 690V AC

정격 작동 전압 Ue, UL 690V AC

Pass-thru 스타일 장치

정격 절연 전압 Ui 1000V AC

정격 작동 전압 Ue, IEC 1000V AC

정격 작동 전압 Ue, UL 1000V AC

정격 임펄스 전압(Uimp) 6 kV

정격 작동 전류 Ie 제품 선정 표를 참조

정격 주파수 45~65Hz(1)

(1) 예외: 외부 지락감지 센서를 사용하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는 
50/60Hz 감지로 제한됩니다.

속성 정격

정격 공급 전압(Us) 24V dc 120V AC 240V AC

작동 범위 11~30V DC 85~132V AC 159~265V AC

최대 돌입 전류
30 ms에 
대해 3A

10 ms에 
대해 10A

3 ms에 
대해 8A

최대 소비 전력

E300/E200 6W

확장된
E300/E200

8W

최대 정전 시간
Vmin 5 ms 10 ms 10 ms
Vmax 5 ms 10 ms 10 ms

속성 정격

릴레이 0: R03/R04

릴레이 1: R13/R14

릴레이 2: R23/R24

접점 유형 Form A SPST - NO

정격 열 전류(Ithe) 5 A

정격 절연 전압(Ui) 300V AC

정격 작동 전압(Ue) 250V AC

정격 작동 전류(Ie)
3A (@120V AC), 1.5A (@240V AC)

0.25A (@110V DC), 0.1A (@220V DC)

최소 작동 전류 10 mA @ 5V DC

등급 지정 B300

활용 카테고리 AC-15

저항 부하 정격(p.f. = 1.0) 5 A, 250V AC/5 A, 30V DC

유도 부하 정격(p.f. = 0.4) (L/R = 7 ms) 2 A, 250V AC/2 A, 30V DC

단락 전류 정격 1,000 A

권장 제어 회로 퓨즈 KTK-R-6(6 A, 600 V)

정격 동작 회수

릴레이 0, 릴레이 1 및 릴레이 2:
W/100-C09~100-C55 5,000,000
W/100-C60~100-C97 2,500,000
W/NEMA Size 0~2 1,000,000
W/NEMA Size 3 300,000

속성 정격

입력 0: 
입력 1: 
입력 2: 
입력 3: 
입력 4: 
입력 5:

IN0
IN1
IN2
IN3
IN4
IN5

공급 전압 24V dc 120V AC 240V AC

입력 유형 전류 싱킹

On-상태 전압 11V DC 74V AC 159V AC

On-상태 전류(켜기) 2 mA 5 mA 5 mA

Off-상태 전압 5V DC 20V AC 40V AC

Off-상태 전류 1.5 mA 2.5 mA 2.5 mA

전환 전압 5~11V DC 20~74V AC 40~159V AC

전환 전류 1.5~2.0 mA 2.5~5 mA 2.5~5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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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아날로그 I/O 정격(확장 아날로그 모듈)

표 7 - 서미스터/PTC 입력 정격(PTC만 해당)

저압 지침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확장 디지털 모듈은 EN60947-5-1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Part 5-1: 제어 회로 장치 및 스위

칭 소자를 준수하도록 테스트되었습니다.

표 8 - 확장 디지털 I/O 모듈

표 9 - 확장 전원 공급 장치 모듈

표 10 - 통신 모듈

모듈

버스 - 입/출력 절연 1000V AC = 1415V DC(1분)
그룹 절연 (입/출력) 1000V AC = 1415V DC(1분)
채널 간 절연 없음

최대 소비 전류 24V에서 85 mA
최대 전원 공급시 서지 전류 1 ms 동안 0.5 A @ 24V DC
입력 채널

입력 범위

전류 0~20 mA, 4~20 mA

전압 0~10V, 1~5V, 0~5V

RTD
100 , 200 , 500 및 1000 PT385 및 

Pt3916, 100 Ni618 및 Ni672, 10 Cu 426, 
604NiFe 518

저항 0-150 , 0-750 , 0-3000 , 0-6000 

입력 임피던스 오차

전류 249  ± 1.0%

전압

10M @ 10Vin
4M @ 5Vin

680k @ 1Vin

입력 분해능 12 비트

출력 채널

출력 범위
전류 0~20 mA, 4~20 mA

전압 0~10V, 0~5V, 1~5V

출력 분해능 12 비트

전압 출력 부하
10V 출력(최대 5 mA)에서 최소 

2k , 전선 저항 포함

전류 출력 부하 50~750  최대

출력 임피던스
전류 1M

전압 <1 

출력 개방 회로 감지
전류 개방 회로 감지 지원

전압 개방 회로 감지 지원되지 않음

최대 유도 부하(전류 출력) 0.1 mH

최대 정전용량 부하(전압 
출력)

1F

속성 정격

단자 IT1, IT2

제어 유닛 유형 Mark A

최대 센서 수 6

PTC 센서 체인의 최대 내한성 1500 

트립 저항 3400 ± 150 

리셋 저항 1600 ± 100 

단락 트립 저항 25 ± 10 

최대 전압 @ PTC 단자(RPTC = 4 k) 7.5V DC

최대 전압 @ PTC 단자(RPTC =open) 30V DC
Response Time 800 ms

확장 디지털 I/O 모듈
193-EXP-DIO-42

24D 120 240
디지털 출력 정격 작동 전압(Ue) 250V AC 250V AC 250V AC

디지털 출력 정격 절연 전압(Ui) 1초간 2000Vrms
정격 임펄스 내성 전압(Uimp) NA

조건적 단락 전류 1000 A 1000 A 1000 A

권장 제어 회로 퓨즈 KTK-R (6 A, 600V)

활용 카테고리 AC15, DC13

오염도 3

확장 디지털 I/O 모듈 193-EXP-PS-AC 193-EXP-PS-DC
정격 작동 전압(Ue) 100~250V AC 21.6~26.4V DC

정격 절연 전압(Ui) 1초간 2640Vrms 60초간 500V
정격 임펄스 내성 전압(Uimp) 4 kV 0.5 kV

조건적 단락 전류 NA NA

단락에 대한 보호 NA NA

활용 카테고리 NA NA

오염도 3 3

통신 모듈 최대 소비 전류

193-ECM-DNT 50 mA @ 24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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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환경 사양

참고: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확장 전원 공급 장치(카탈로

그 넘버 193-EXP-PS-AC 및 193-EXP-PS-DC) 주변 온도는 
55 °C(131 °F)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자기 적합성 사양

보호

표 11 - 범용 보호

표 12 - 과부하 보호

속성 정격

주변 온도

보관 –40~+85 °C(-40~+185 °F)

작동 중(개방형) –20~+55 °C(–4~+131 °F)

작동 중(폐쇄형) –20~+40 °C(–4~+104 °F)

습도

작동 5~95% 비응축

습열 - 정상 상태(IEC 68-2-3에 따름) 92% r.h., 40 °C(104 °F), 56일
습열 - 주기적(IEC 68-2-30에 따름) 93% r.h., 25 °C/40 °C(77 °F/104 °F), 21주기

냉각 방법 자연 대류

진동(IEC 68-2-6에 따름) 2.5G 작동, 5G 비작동

충격(IEC 68-2-27에 따름) 30 G

최대 고도 2000 m(1)

(1) 예외: 외부 지락 센서를 사용하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는 50/60Hz 감지로 제한됩니다.

오염 환경 오염도 3
단자 표시 EN 50012

보호 수준 IP20

속성 정격

전자기 방전 내성

테스트 레벨 8kV 공기 방전, 6kV 접촉 방전

성능 기준 1(1)(2)

(1) 성능 기준 1은 DUT가 성능 저하 또는 성능 손실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2) 환경 2

무선 주파수 내성

테스트 레벨 10V/m

성능 기준 1(1)(2)

전기적 고속 과도현상/버스트 내성

테스트 레벨 4kV(전원), 2kV(제어 및 통신)
성능 기준 1(1)(2)

서지 내성

테스트 레벨 2kV(L-E), 1kV(L-L)

성능 기준 1(1)(2)

복사 방출 클래스 A
전도 방출 클래스 A

보호 유형 트립 경고

과부하 있음 있음

결상 보호 있음 없음

지락 있음 있음

스톨/기동시 모터 구속 있음 없음

걸림 있음 있음

저부하 있음 있음

서미스터(PTC) 있음 있음

전류 불평형 있음 있음

원격 트립 있음 없음

기동 차단/기동 제한 있음 없음

저전압 L-L 있음 있음

과전압 L-L 있음 있음

전압 불규형 있음 있음

위상 회전/역상 있음 있음

저주파수 있음 있음

고주파수 있음 있음

실효 전력(kW) 미만 있음 있음

실효 전력(kW) 초과 있음 있음

무효소비전력(+kVAR) 미만 있음 있음

무효소비전력(+kVAR) 초과 있음 있음

무효생성전력(–kVAR) 미만 있음 있음

무효생성전력(–kVAR) 초과 있음 있음

피상 전력(kVA) 미만 있음 있음

피상 전력(kVA) 초과 있음 있음

지상 역률(–PF) 미만 있음 있음

지상 역률(–PF) 초과 있음 있음

진상 역률(+PF) 미만 있음 있음

진상 역률(+PF) 초과 있음 있음

전력 값 오버플로우(kW, kVAR 또는 KVA) 있음 있음

오버 아날로그 있음 있음

속성 정격

릴레이 유형
주변 온도 보상된 시간 지연 

위상 손실 민감성

릴레이 특성 전자식

FLA 설정 사용자 매뉴얼 참조

트립 정격 120% FLA

트립 등급 5…30

리셋 모드 자동 또는 수동

과부하 리셋 레벨 1~100% T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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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표 13 - 지락 보호

정확도

표 14 - 측정

보호 타이머
모든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트립 타이머는 ±0.1초 또는 0.1초/25초(둘 중 큰 것)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안전 정보

본 섹션에서는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를 사용하여 안전 계측 기능(SIF)을 설계, 설치, 확인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본 섹션에서는 IEC 61508 또는 IEC 61511 기능 안전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장비 설명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0.5A~65,000A 정격의 3상 또는 단상 AC 전기 인덕션 모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입니다. E300/E200 릴레이 설치 및 유지보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300 사용자 매뉴얼(193-UM015)을 참조하십

시오.

안전 기능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전기 모터에서 소비되는 전류를 적절하게 켜고 모니터링합니다. “트립 릴레이”로 구성된 E300/E200 출력

릴레이는 릴레이를 개방 상태로 만드는 트립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닫힌 위치에 있습니다. “제어 릴레이”로 구성된 E300/E200 출력 릴레이

는 릴레이를 개방 상태로 만드는 트립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통신 네트워크 또는 내부 DeviceLogix 엔진이 릴레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

다. E300/E200 과부하 릴레이는 트립 상태로 유지되며, 트립 릴레이 또는 제어 릴레이로 구성된 출력 릴레이는 내장 리셋 버튼, 물리적 결선 방
식 입력, DeviceLogix 명령, 웹 서버 명령 또는 네트워크 명령을 통해 트립 리셋 명령이 수신될 때까지 개방 상태로 유지됩니다.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는 IEC 61508에 따라 정의된 최종 요소 서브시스템의 일부로 설계되었으며 설계된 기능에서 달성된 안전 무
결성 레벨(SIL)은 설계자가 검증해야 합니다. E300/E200 릴레이의 고장을 감지하는 모든 자동 진단 장치는 주기적으로 작동하며 300ms의 진
단 테스트 간격 내에서 제품 고장을 감지합니다. 진단 테스트가 통과되지 못한 경우 트립 이벤트가 발생하고 E300/E200 릴레이가 트립 상태로

됩니다. 트립 상태에서 MS LED는 복구 불가능한 폴트를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점등되며 트립/경고 LED는 트립 이벤트의 원인을 나타내는 빨
간색 패턴으로 점멸됩니다. 진단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 엔드 유저는 E300/E200 릴레이를 교체해야 합니다.

속성 정격

타입 코어 밸런스

사용 목적 장비 보호

분류(UL 1053에 따름) 클래스 I 및 클래스 II

외부 보호 범위

20~100 mA
100~500 mA
200 mA~1.0A

1.0~5.0A

내부 보호 범위 0.5~5.0A

트립 및 경고 시간 지연 0.1~25.0초
보호기능 수행 억제 시간 0~250초

속성 정격

전류 감지 모듈 전류 범위의 ±2%
지락 전류 전체 스케일의 ±5%
전압 감지 모듈 전압 범위의 ±2%
전원 감지 모듈 전류 및 전압 범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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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제한

SIF의 설계자는 제품이 예상되는 환경적 제한 내에서 사용되는 정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애플리케이션 제한

설계자가 현장의 화학적 오염 물질 및 공기 공급 조건을 고려하는 재료 호환성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E300/E200 릴레이가 애플리

케이션 제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거나 호환되지 않는 재료에 사용되는 경우, 제공된 신뢰성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설계 검증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자세한 고장 모드, 효과 및 진단 분석(FMEDA)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예상 수명뿐만 아니라 모든 고장율 및
고장 모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체 SIF 설계에서 달성된 SIL은 SIF에 포함된 모든 제품의 아키텍처, 검증 테스트 간격, 검증 테스트 효과, 자동 진단, 평균 수리 시간, 그리고 특
정 고장율을 고려한 PFDavg 계산을 통해 설계자가 검증해야 합니다. 각 서브시스템은 최소한의 하드웨어 오류 자동복구(HFT) 요구 사항을 준
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화 구성에서 E300/E200 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 무결성 계산에 최소한 5%의 공통 요인 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FMEDA 보고서

에 나열된 고장율 데이터는 E300/E200 릴레이의 유효 수명에만 유효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실패율 증가합니다. 수명을 초과한 가동 기간에

대해 FMEDA 보고서에 나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을 계산하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계산된 SIL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무결성

본 제품은 SIL 2의 제조업체 설계 프로세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체의 설계 시스템 오류에 대해 충분한 무결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품으로 설계된 SIF는 엔드 유저의 “사용 전” 타당성 검중 또는 설계의 다양한 기술 이중화가 없는 사양보다 높은 SIL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작위 무결성

E300/E200 릴레이는 Type B 장치입니다. 따라서, IEC 61508 Route 2H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최종 요소 서브어셈블리의 유일

한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경우에 수요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설계가 SIL 2 @ HFT=0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 요소 어셈블리가 다양한 구성요소(이 장치, 액추에이터, 솔레노이드, 급속 배기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모든 구성요소의 고장

율을 사용하여 전체 어셈블리에 대해 SIL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 분석에서는 모든 하드웨어 오류 자동복구 및 아키텍처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SIS 로직 솔버에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연결

이 장치는 안전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정격 로직 솔버뿐만 아니라 SIF 내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고장을 진단하도록 설계된 자동

진단 기능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반 요구 사항

시스템의 응답 시간은 프로세스 안전 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지정된 조건에서 장치는 100 밀리초 이내에 안전 상태가 됩니다.

E300/E200 릴레이를 포함하여 모든 SIS 구성요소는 프로세스 시작 전에 작동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E300/E200 릴레이 명판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E300/E200 릴레이가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E300/E200 릴레이의 설치, 작동, 유지보수 및 테스트를 수행하는 직원은 해당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검증 테스트 결과는 정기적으로 기록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E300/E200 릴레이의 유효 수명은 고장 모드, 효과 및 진단 분석(FMEDA) 보고서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의: 필수 안전 카테고리 및 안전 무결성 레벨에 해당하는 관련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 적절한 구성요소 또는 장치만 사용하

십시오.

• 안전 카테고리 및 안전 무결성 레벨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전체 시스템에 대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필수 안전 무결성 레벨 또는 안전 카테고리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인증 기관과 상의하도록 권장합니다.

사용자는 전체 시스템에 적용되는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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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300/E200 릴레이는 사이버보안 공격에 대한 장애 대응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보안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E300/E200 과부하 릴레이에

는 E300 사용자 매뉴얼(193-UM015)에 설명된 보안 정책 기능이 있습니다.

E300/E200 릴레이의 내장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으며,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물리적으로 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웹 서버가 활성

화된 경우, 사용자는 웹 페이지를 처음 액세스할 때 고유한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E300 사용자 매뉴얼(193-UM015)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E300/E200 릴레이가 실행 중인 모터를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있거나 Logix 컨트롤러에 ADC(Automatic Device Configuration)가 활성화된 상태

로 Class 1 EtherNet/IP 연결이 설정된 경우, E300/E200 릴레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구성을 변경하거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없도록 합니다.

E300/E200 릴레이 펌웨어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으며 릴레이에 설치되어 실행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 E300/E200 릴레이는

펌웨어 파일에 신뢰할 수 있는 바이너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장치에서 악의적인 펌웨어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설치 및 시운전

설치

E300/E200 릴레이는 E300 사용자 매뉴얼(193-UM015)에 명시된 표준 사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환경 조건이 지정된 정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E300/E200 릴레이는 물리적 검사를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제품 매뉴얼에 이런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능 안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업데이트

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에서 제품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물리적 위치 및 배치

E300/E200 릴레이는 전기 배선 연결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 검증 테스트를 허용해야 합니다.

E300/E200 릴레이는 20페이지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초과하지 않는 진동 환경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동 및 유지보수

자동 테스트 기능이 없는 검증 테스트

검증 테스트의 목적은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내에서 시스템의 자동 진단 기능을 통해 감지되지 않는 고장을 찾는 것입니다. 안전 장
치 기능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감지되지 않은 고장에 주안점을 둡니다.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를 사용하는 안전 장치 기능에 대한 신뢰성 계산에서 검증 테스트 빈도 또는 검증 테스트 간격이 결정됩니다 .
검증 테스트는 안전 장치 기능의 필수적인 안전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에서 지정된 빈도 또는 이보다 자주 수행되어야 합니다.

표 15는 권장되는 검증 테스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검증 테스트의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기능적 안전을 훼손하는 감지된 모든 오류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트립 발생시 전기 모터를 정지시키기 위해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에서 발생 가능한 DU 고장의 95% 이상을 감지합니다.

중요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의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작업자는 SIS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적절한 자격과 개인 보호 용구를 갖추고 , 유지보수 및 회사 MOC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

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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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표 15 - 권장 검증 테스트

수리 및 교체

E300 사용자 매뉴얼(193-UM015)에 설명되어 있는 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용 수명 
E300/E2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의 수명은 10~15년과 5,000,000회 작동 중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조업체 통지

안전 인증 장비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가까운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연락처를 사용하면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 해당 카탈로그 번호에 대해 오류가 적절히 기록되고 오류에 대한 레코드가 생성되도록 장치를 로크웰 오토메이션으로 반송하십시오.

• 오류 분석(필요한 경우)을 요청해서 오류의 발생 가능한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단계 작업

1 E300/E200 릴레이가 전기 모터를 모니터링 중이며 모터가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안전한 상태로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E300/E200 제어 모듈의 부하측에서 AC 기반 제어 모듈의 대형 7 위치 커넥터 또는 DC 기반 제어 모듈의 대형 8 위치 커넥터를 제거하여 
E300/E200 릴레이를 끕니다.

3 E300/E200 제어 모듈의 부하측에서 AC 기반 제어 모듈의 대형 7 위치 커넥터 또는 DC 기반 제어 모듈의 대형 8 위치 커넥터를 교체하여 
E300/E200 릴레이를 켭니다.

4 전기 모터를 제어하는 컨택터를 켭니다.
5 E300/E200 릴레이 전면의 파란색 리셋/테스트 버튼을 3초 동안 눌러서 장치를 트립 상태로 만듭니다.
6 컨택터의 전원이 차단되고 전기 모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7 회사의 SIF 검사 데이터베이스에 고장을 기록합니다.
8 E300/E200 통신 모듈 전면의 파란색 리셋/테스트 버튼을 눌 다가 놓아서 트립 이벤트를 지웁니다.
9 전기 모터의 정상 작동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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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대략적 치수

치수는 mm( 인치 ) 로 표시합니다 . 치수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그림6 - Bulletin 100-C09~-C23 컨택터에 장착된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7 - Bulletin 100-C30~-C37 컨택터에 장착된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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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8 - Bulletin 100-C43~-C55 컨택터에 장착된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9 - Bulletin 100-C60~-C97 컨택터에 장착된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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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10 - 100-D115~-D180 컨택터에 장착된 193-ESM-___-__-D180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11 - 터미널 커버가 있는 100-D115~-D180 컨택터에 장착된 193-ESM-___-__-D180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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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12 - 100-E116~-E146 컨택터에 장착된 193-ESM~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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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13 - 100-E190~-E205 컨택터에 장착된 193-ESM~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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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14 - Bulletin 500 NEMA Size 0 및 Size 1 컨택터에 장착된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15 - Bulletin 500 NEMA Size 2 컨택터에 장착된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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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16 - Bulletin 500 NEMA Size 3 컨택터에 장착된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17 - NEMA 컨택터 Size 4에 장착된 592-ESM-___-__-S4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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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18 - DIN 레일/판넬 장착된 193-ESM-___-30A-E3T 또는 -60A-E3T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19 - DIN 레일/판넬 장착된 193-ESM-___-100A-E3T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20 - DIN 레일 장착된 193-ESM-___-30A-T 또는 -60A-T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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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21 - DIN 레일 장착된 193-ESM-___-100A-T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22 - DIN 레일 장착된 193-ESM-___-200A-T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23 - 단자 커버가 있는 193-ESM -___-200A-T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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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24 - DIN 레일 장착된 193-ESM-___-30A-P, -60A-P 또는 -30A-CT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25 - DIN 레일 장착된 193-ESM-___-100A-P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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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26 - DIN 레일/판넬 장착된 193-ESM-___-200A-P 감지 모듈이 있는 E300/E200 과부하 릴레이

그림27 - E300/E200 디지털 확장 모듈 193-EXP-DIO -___ 및 아날로그 확장 모듈 193-EXP-AI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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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치수
그림28 - E300/E200 확장 전원 공급 장치 193-EXP-PS -___

그림29 - E300/E200 스타터 제어 스테이션 193-EOS-SCS

그림30 - E300/E200 스타터 진단 스테이션 193-EOS-SDS

120
(4.73)

80.75 (3.18)

45
(1.77)

4x Ø 4.5 (0.18)

98
(3.86)

87
(3.43)

12
(0.47)

100
(3.94)

45 (1.77)

18.5
(0.73)

13.5
(0.53)

Ø 22.5 (0.89)

100
(3.94)

70
(2.76)

18.5
(0.73)

13.5
(0.53)

n 22.1
(0.87)
36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93-TD006B-KO-P - 2019 년 1 년 



E3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사양
참고 :
Rockwell Automation Publication 193-TD006B-KO-P - 1 년  2019 년 37



로크웰 오토메이션 지원
Allen-Bradley, Connected Components Workbench, CopyCat, DeviceLogix, E3 Plus, E200, E300, LISTEN. THINK. SOLVE, Logix, Rockwell Automation, Rockwell Software 및 RSNetworx 등은 Rockwell Automation, Inc.의 상표입니다.

DeviceNet 및 EtherNet/IP 등은 ODVA, Inc.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 Inc.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다음 자료를 사용해서 지원 정보에 액세스하십시오.

고객 의견

고객의 의견은 관련 문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문서의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http://literature.rockwellautomation.com/idc/groups/literature/documents/du/ra-du002_-en-e.pdf 에서 How Are We Doing? 양식을 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지원 센터
Knowledgebase 자료, 사용 방법 동영상, FAQ, 
채팅, 사용자 포럼, 제품 알림 업데이트.

www.rockwellautomation.com/knowledgebase 

지역 기술 지원 전화 번호 각국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get-support-
now.page 

직접 다이얼 코드

제품의 직접 다이얼 코드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 기술 지원 엔
지니어에게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direct-
dial.page 

자료 라이브러리
설치 매뉴얼, 매뉴얼, 브로슈어 및 기술 
데이터.

www.rockwellautomation.com/literature 

제품 호환성 및 다운로드 센터(PCDC)
제품의 상호작동 방식, 기능 및 성능, 관
련 펌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support/pcdc.page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http://www.rockwellautomation.com/rockwellautomation/about-us/sustainability-ethics/product-environmental-compliance.page에서 최신 제품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다음 문서에는 관련 로크웰 오토메이션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literature-library/overview.page에서 자료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술 문서 인쇄본 신
청은 가까운 Allen-Bradley 대리점이나 로크웰 오토메이션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자료 설명

E3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 사용자 매뉴얼(193-UM015)
E300 전자식 과부하 릴레이에 대한 전체 사용자 정보를 제공합

니다.

1193-K, 193-T1 Bimetallic Overload Relay Technical Data(193-TD010) Bulletin 193-K 및 193-T1 바이메탈 과부하 릴레이에 대한 기술 정보

를 제공합니다.

E1 Plus Overload Relay Specifications(193-TD011) Bulletin 193/592 E1 Plus 과부하 릴레이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합

니다.
Bulletin 1411 Current Transformers Technical Data(1411-TD001) Bulletin 1411 전류 변압기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Industrial Automation Wiring and Grounding Guidelines(1770-4.1)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 시스템 설치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공

합니다.
제품 인증 웹 사이트
http://www.rockwellautomation.com/global/certification/overview.page 제조자 적합성 선언, 인증서 및 기타 인증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 지침 세이프티 무결성 레벨(SIL) 선정 - 보호 계층 분석을 포함한 체
계적인 방법, ISBN 1-55617-777-1, ISA

안전 장치 장착 시스템에 대한 안전 무결성 레벨(SIL)을 선정하

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어 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신뢰성, 제3판, ISBN 978-1-934394-80-9, ISA
중요한 최신 안전 규정 및 신뢰성 엔지니어링 주제를 충족시키

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안전 장치 장착 시스템 검증, 실제 확률론적 계산, ISBN 1-55617-909-9,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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