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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주의
여기에 있는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장비를 설치, 운전 혹은 유지보수 하기 이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장비를
잘 살펴보십시오.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절차를 명백히 하거나 혹은 단순화 하는 정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다
음의 특별 메시지가 본 문서 전반에 걸쳐 혹은 장비 상에 표시됩니다.
위험 혹은 경고 안전 라벨에 추가된 이 기호는 전기적 위험이 존재하며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신체
의 상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안전 경고 기호로,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신체 상해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해 혹은 사
망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이 기호 다음에 따르는 모든 안전 메시지를 준수하십시오.

위험
“위험”은 피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의
“주의”는 피하지 않는 경우 상해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경고
“경고”는 피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의
안전 경고 기호가 없이 사용된 “주의”는 피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유념하십시오.
본 설명서에서 사용되는 “드라이브”란 NEC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속도 조절 가능 드라이브의 “컨트롤러 부분”을 의미
합니다.
전기 기기는 유자격자에 의해서만 설치, 작동, 서비스,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Schneider Electric은 본 설명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009 Schneider Electri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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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이 드라이브 동작 절차의 수행 이전에 본 지시 사항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위험
감전, 폭발 혹은 아크 플래쉬 (ARC FLASH)위험


Altivar 312 드라이브를 설치 혹은 작동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십시오. 설치, 조절, 수리 및 유지보수는 유
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모든 장비의 접지에 대한 국제 및 국가의 전기코드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을 포함하여 이 드라이브의 많은 부품들은 선간 전압에 의해 동작합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전기 절연
공구만을 사용하십시오.



차폐되지 않은 구성품 혹은 전압이 존재하는 단말기 스트립 스크류 연결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단말기 PA/+ 및 PC/– 혹은 DC 버스 캐패시터를 쇼트(short)시키지 마십시오.



가변 속도 드라이브를 수리하기 전에
-

있을 수도 있는 외부 제어 전원을 포함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

모든 전원 차단 장치에 “전원을 켜지 마시오”라는 라벨을 붙이십시오.

-

개방된 모든 전원 차단장치를 잠그십시오.

-

DC 버스 캐패시터의 방전을 위해 15분간 기다리십시오.

-

DC 버스의 PA/+ 와 PC/– 단말기 간 전압을 측정하여 42 Vdc 이하임을 확인하십시오.

-

DC 버스 캐패시터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는 경우 지역의 Schneider Electric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경우 드라이브를 수리하거나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전원 연결 혹은 드라이브의 작동 시작 혹은 중단 이전에 모든 커버를 설치하고 닫으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Altivar 312 드라이브의 설치 혹은 작동 이전에 본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에 대한 모든 변경은 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손상된 장비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드라이브도 설치 혹은 작동하지 마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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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경고
제어의 상실


모든 결선도의 설계자는 제어 채널일 고장 모드일 경우를 고려하고 특정한 중요 제어 기능에 대해서는 채널 고장 시
와 이후에 안전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 제어 기능의 예는 비상 정지 및 오버트
레블 정지(overtravel stop)입니다.



중요 제어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혹은 여분의 중복성 제어 채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제어 경로는 통신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송 지연 혹은 링크의 고장이 암시하는 바를 고
려해야 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a)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NEMA ICS 1.1 (최신판), "솔리드 스테이트 컨트롤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안전 지침" 및 NEMA ICS 7.1 (최신판), "건축의 안전 기준 및 가변 속도 드라이브 시스템의 선정, 설치 및 작동을 위한 지
침"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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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구성

다음의 Altivar 312 기술 문서는 Schneider Electric 웹사이트(www.schneider-electric.com)와 DVD-ROM(참고 VW3A8200)에
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설명서
본 설명서는 드라이브의 설치 및 연결 방법을 기술합니다.

프로그래밍 설명서
본 설명서는 드라이브 단말기의 기능과 파라미터 및 그 사용법을 기술합니다.

퀵 스타트
본 문서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전동기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드라이브의 연결 및 구성 방법을 기술
합니다. 본 문서는 드라이브와 함께 제공됩니다.

모드버스(Modbus), CANopen 등의 설명서
이들 설명서는 통신에 특정한 파라미터의 설치 과정, 버스 혹은 네트워크의 연결, 시그널링, 진단 및 구성을 기술합니다.
설명서는 또한 프로토콜의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BBV46385 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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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선

최초 시장 도입 이후 Altivar ATV 312에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V5.1 IE 50은 현재 V5.1 IE 54로 업데
이트 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버전 V5.1 IE 54를 다룹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은 드라이브의 측면에 부착된 정격 라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V5.1 IE 50과 비교하여 V5.1 IE 54에 포함된 개선 내용
가능한 새로운 구성
-

원격 구성: MODE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드라이브는 원격 구성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내장된 조그
다이얼이 전위차계(Fr1 = AIV1)로서 동작하며 내장된 RUN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로컬 구성: MODE 버튼을 3초 동안 눌러 다시 로컬 구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페이지 28을
참조하십시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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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구성

설치
1.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래밍
2. 드라이브에 입력 전원을 인가하되 실행
명령은 내리지 마십시오.
3. 구성:


50Hz가

아닐

경우

전동기의

명목

주파수

[Standard mot. freq] (bFr) 페이지 41, 드라이브
의 출하 전 공장 구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조언:

만 페이지 41 [MOTOR CONTROL] (drC-) 메뉴
에 있는 전동기 파라미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페이지 112의 고객



설정표를 완성하십시오.
기능 설명을 신속히 찾으려면 페이지 111의 기능







드라이브의 출하 전 공장 구성이 적합하지 않

색인을 사용하십시오.

은 경우에만 페이지 47 [INPUTS / OUTPUTS

기능 구성 이전에 페이지 21과 22에 있는 “기능 호환

CFG] (I-O-) 메뉴, 페이지 50 [COMMAND]

성” 부분을 주의하여 읽으십시오.

(CtL-) 메뉴, 페이지 62 [APPLICATION

출하 전 공장 구성으로 되돌아가려면 페이지 46의



[Restore config.] (FCS) 파라미터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다음의 동작은 정확성과 반응 시간 측면에서 최적의



4. [SETTINGS] (SEt-) 메뉴에서 다음

드라이브 성능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있는 (전동기) 정격 라벨에 표시된 값들을 입력
전동기가 예열되지 않은 연결 상태에서

-

페이지 43의 [Auto-tuning] (tun)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자동 튜닝을 수행.

-

파라미터를 조정하십시오.

페이지 41의 [MOTOR CONTROL] (drC-) 메뉴에

-

페이지 33의 [FreqLoopGain] (FLG) 파라미터 및
페이지 34의 [Fr.Loop.Stab] (StA) 파라미터 조정.

FUNCT.] (FUn-) 메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능.







페이지 32의 [Acceleration]
[Deceleration] (dEC)

(ACC)

및

페이지 33의 [Low speed] (LSP) 및 [High
speed] (HSP)
페이지 33의 [Mot. therm. current] (ItH)

5. 드라이브의 작동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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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 사전 권고

드라이브에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논리 입력(logic inputs)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구성하기 전에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Altivar 312 드라이브의 설치 혹은 작동 이전에 본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십시오.



파라미터 설정에 대한 모든 변경은 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파라미터가 변경될 때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논리 입력(logic inputs)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동
참고: 출하 전 공장 설정이 적용되며 전원 공급/수동 재설정 중 혹은 정지 명령 후에는 '포워드(forward)', '리버스(reverse)' 및
'DC 인젝션(injection) 중지' 명령이 재설정되어야만 전동기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재설정이 되지 않은 경우 드라이브는
[Freewheel stop] (nSt)을 표시하지만 구동되지 않습니다. 자동 재시작 기능이 구성된 경우(페이지 91의 [FAULT
MANAGEMENT] (FLt-) 메뉴에 있는 [Automatic restart] (Atr) 파라미터)에는, 이들 명령은 재설정(0으로)이 없이도 실행됩니다.

라인 컨텍터(Line contactor)

주의
드라이브 손상 위험


컨텍터를 자주 사용하면 필터 캐패시터의 조기 노후화를 가져옵니다.



사이클 타임이 60초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낮은 정격의 전동기 사용 혹은 전동기의 완전한 생략




공장 구성 상태에서 전동기 출력 위상 손실 감지가 활성화됩니다([Output Phase Loss] (OPL) = [YES] (YES), 페이지
94). 드라이브의 검사 시 혹은 유지 보수 시에 드라이브와 동일한 정격의 전동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는 전동기 출력 위상 손실 감지([Output Phase Loss] (OPL) = [No] (nO)) 활성화를 해제하십시오. 매우 강력한 드라이
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는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MOTOR CONTROL] (drC-) 메뉴에 있는 [Cst. torque] (L)의 [U/F mot 1 selected] (UFt) 파라미터, 페이지 44를 설정하십시
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전동기의 공칭 전류가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보다 20% 낮으면 드라이브는 전동기에 대한 열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열적 보호의 대안을 찾으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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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전 공장 구성

공장 설정
Altivar 312는 대부분의 작동 조건에 대해 공장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동기 정지 상태에서 드라이브 준비 완료 [Ready] (rdY), 및 전동기 동작 중 전동기 주파수.



LI5 및 LI6, 논리 입력(logic inputs), AI3 아날로그 입력(analog input), AOC 아날로그 출력(analog output), 그리고 R2
relay는 영향이 없음.
결함 감지 시 정지 모드: 자유회전장치(freewheel)



코드

설명
[Standard mot. Freq]
[2/3 wire control]

값
[50Hz IEC]
[2 wire] (2C): 2-wire control

페이지
41
30

[SVC] (n): 일정형 토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리스 플럭스 벡터 제어

44

3.00 초

63

LSP
HSP

[U/F mot 1 selected]
[Acceleration]
[Deceleration]
[Low speed]
[High speed]

0 Hz
50 Hz

33
33

ItH

[Mot. therm. current]

전동기 공칭 전류 (드라이브 정격에 의존)

33

SdC1
SFr

[Auto DC inj. level 1]
[Switching freq]

0.5초에 대해 0.7 x 드라이브 공칭 전류
4 kHz

35
40

rrS

[Reverse assign.]

[LI2] (LI2): 논리 입력 LI2

48

PS2

[2 preset speeds]

[LI3] (LI3): 논리 입력 LI3

73

PS5

[4 preset speeds]

[LI4] (LI4): 논리 입력 LI4

73

Fr1

[Ref.1 channel]

[AI1] (AI1) – 아날로그 입력 AI1

29

SA2

[Summing ref. 2]

[AI2] (AI2) – 아날로그 입력 AI2

71

R1

[R1 Assignment]

[No drive flt] (FLt): 결함 감지 시 혹은 드라이브 전원을 끄는 경우 접점 개방

49

BrA

[Dec ramp adapt.]

[Yes] (YES): 기능 활성화 (감속램프의 자동 적응)

64

Atr

[Automatic restart]
[Type of stop]
[Macro configuration]

[No] (nO): 기능 비활성화
[Ramp stop] (rMP): On ramp
[Factory set.] (Std) (1)

91
66
45

BFr
t CC
UFt
ACC
OEC

Stt
CFC

위의 값들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 시에는 설정 변경 없이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드라이브의 사전 설정을 최소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크로 구성 [Macro configuration] (CFG) = [Start/stop]
(StS)을 선택하고 다음에 [Restore config.](FCS) = [Factory Set.](lnl)(페이지 46)을 선택하십시오.
[Start/stop] (StS) 매크로 구성은 출하 전 공장 구성과 동일하나 I/O 지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논리 입력:
- LI1, LI2 (리버싱(reversing)): 2-wire 트랜지션 감지 제어, LI1 = 포워드 실행, LI2 = 리버스 실행.
- LI3 ~ LI6: 비활성화 (할당되지 않음).



아날로그 입력:
- AI1: 속도 참조값 0-10 V.
- AI2, AI3: 비활성화 (할당되지 않음).



Relay R1: 결함 감지 시 (혹은 드라이브 전원 차단 시) 접점 개방.



Relay R2: 비활성화 (할당되지 않음).



아날로그 출력 AOC: 0-20 mA, 비활성화(할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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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드라이브의 열적 보호
기능:
힛싱크에 부착되거나 파워 모듈에 통합된 PTC 프로브에 의한 열적 보호.
과전류의 경우 트리핑(tripping)에 의한 과부하로부터 드라이브를 간접적으로 보호. 일반적인 트리핑 값:
-전동기 전류 =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의 185%: 2 초
-전동기 전류 =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의 150%: 60 초
시간 (초)

전동기 전류/In drive

드라이브 환기
드라이브에 전원이 연결되면 팬이 동작하지만 실행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10초 후에 팬의 동작이 정지됩니다.
드라이브의 잠금이 해제되면 팬에 전원이 자동 연결됩니다(동작방향 + 참조값). 드라이브가 잠기면 몇초 후에 전원이 차단
됩니다(전동기 속도 < 0.2 Hz이고 인젝션 브레이킹 완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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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

전동기 열적 보호
기능:
2

I t의 계산에 의한 열적 보호.
보호 시 전동기의 자가 냉각을 고려합니다.

초 단위의
트리핑 시간 t

전동기 전류/
[Mot. therm. current] (ItH)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에 대한 외부적인 보호가 요구됩니다.


전동기의 열적 상태를 기록할 메모리가 부족하여 제품의 전원이 다시 켜진 경우



하나 이상의 전동기가 제공되는 경우



드라이브 공칭 전류의 0.2배 이하 정격을 갖는 전동기가 제공될 때



전동기 스위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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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옵션, ATV31

이 단말기는 벽에 부착하거나 혹은 바닥에 세워둘 수 있는 함체에 장착된 로컬 제어 장치입니다. 이 단말기에는 커넥터가
달린 케이블이 있어 드라이브의 시리얼 링크에 연결됩니다(단말기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말기의 디
스플레이 성능은 Altivar 312와 실제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단말기의 경우 내비게이션을 위해 조그 다이얼이 아닌
업다운의 화살표가 사용됩니다. 또한 메뉴에 대한 접근 잠금 스위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1)의 제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FWD/REV: 회전 방향 반대로 하기

RUN: 전동기 실행 명령

STOP/RESET: 전동기 정지 명령 혹은 재설정
처음 버튼을 누르면 전동기가 정지하며 DC 인젝션 정지 브레이킹이 구성되는 경우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킹이 정
지됩니다.
전면 패널의 모습 :

후면 패널의 모습 :

4 글자의 디스플레이

커넥터

접근 잠금 스위치:


위치:



위치:



위치:

[MONITORING] (SUP-) 및 [SPEED
REFERENCE] (rEF-)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TTINGS] (SEt-), [MONITORING] (SUP-) 및
[SPEED REFERENCE] (rEF-)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객의 비밀 코드에 의한 보호는 스위치의 경우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참고:




원격 단말기 접근 잠금스위치도 드라이브 키에 의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연결이 해제된 경우 드라이브 키에 대한 모든 잠금이 활성화되어 유지됩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는 [COMMUNICATION] (COM-) 메뉴, 페이지 98의 [Modbus baud rate] (tbr) 파라미터가 공장
설정: [19.2 Kbps] (19.2)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1)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버튼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HMI command] (LCC) = [Yes] (YES), 페이지 61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의 저장 및 로딩
옵션 카드 없이 ATV312 드라이브에 대해 최대 4개의 완전한 구성이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구성은 하나의 드라이브에서 동일한 정격을 갖는 또 다른 드라이브로 저장, 운반 및 이전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비에
대해 4개의 서로 다른 동작이 단말기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45 및 46의 [MOTOR CONTROL] (drC-) 메뉴에 있는 [Saving config.](SCS) 및 [Restore config.](FCS) 파라미터, 페
이지 49의 [INPUTS / OUTPUTS CFG] (I-O-) 메뉴, 페이지 61의 [COMMAND] (CtL-) 메뉴, 페이지 90의 [APPLICATION
FUNCT.](FUn-)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ATV31과 ATV32 사이에 구성을 이전하려면 페이지 90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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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 옵션, ATV61/ATV71

단말기 설명
FLASH V1.1IE19 혹은 그 이상과 함께 작동하는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는 스크린 크기가 넉넉해 온보드 디스플레이
상에 보여지는 것 보다 상세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ATV31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와 동일한 방법으
로 연결됩니다.

1 그래픽 디스플레이

2 기능 키:
F1: 코드
F2, F3: 미사용
F4: 모드

7 ESC 버튼은 이전의 선택
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값, 파라미터 혹은 메뉴
를 취소합니다.

3 정지/재설정 버튼

6 전동기 회전 방향 전환

4 실행 버튼

버튼

5 탐색 버튼




누르기(ENT):
CW/CCW
돌리기:

-

현재 값의 저장
선택 메뉴 혹은 파라미터의 입력
값의 증가 혹은 감소
이전 혹은 다음 라인으로 이동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제어가 활성화되는 경우
참조값의 증가 혹은 감소

참고: 단말기를 통한 제어가 활성화되는 경우 키 3, 4, 5 및 6은 드라이브를 직접 제어하기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버튼을 활성화하려면 페이지 61의 [HMI command] (LCC) = [Yes] (YES)를 우선 구성해야 합니다.

BBV46385 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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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 옵션, ATV61/ATV71 (계속)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에 최초 전원 연결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에 최초 전원 연결 시 사용자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에 최초 전원 연결
이후의 표시 내용.
언어를 선택하고 ENT를 누르십시오.

드라이브의 상세 정격이 나타납니다.

[MAIN MENU]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3초 후에 자동적으로 [DRIVE MENU] 메뉴로
전환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ENT를 누르십시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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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 옵션, ATV61/ATV71 (계속)

드라이브에 최초 전원 연결
최초로 드라이브에 전원 연결 시 사용자는 즉시 아래의 3개 파라미터에 접근합니다: 페이지 30의 [Standard mot. freq] (bFr),
[Ref.1 channel] (Fr1), 및 [2/3 wire control] (tCC).

드라이브에 최초 전원 연결 이후의 표시 내용.

[MAIN MENU]가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3초 후에 자동적으로 [DRIVE MENU] 메뉴로
전환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ENT를 누르십시오.
[DRIVE MENU] 메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
면 "Ready”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BBV46385 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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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 옵션, ATV61/ATV71 (계속)

후속 전원 연결

전원 연결 후 표시 내용.

3초 후 [MAIN MENU]가 자동적으로 표시됩니
다.

3초 후에 자동적으로 [DRIVE MENU] 메뉴로
전환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ENT를 누르십시오.

[DRIVE MENU] 메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
면 "Ready”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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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옵션, ATV12

단말기 설명
이 단말기는 벽에 부착하거나 혹은 바닥에 세워둘 수 있는 함체에 장착된 로컬 제어 장치입니다. 이 단말기에는 커넥터가
달린 케이블이 있어 드라이브의 시리얼 링크에 연결됩니다(단말기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말기의 디
스플레이 성능은 Altivar 312와 실제적으로 유사합니다. 이 단말기에는 탐색을 위해 조그 다이얼이 아닌 업다운의 화살표가
사용됩니다.

1 그래픽 디스플레이
2 모드 버튼 (1): [SPEED
REFERENCE] (rEF-)가 표시된 경
우
[SETTINGS] (SEt-) 메뉴로 가
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SPEED REFERENCE] (rEF-)
메뉴로 가게 됩니다.
3 ESC 버튼
메뉴 혹은 파라미터를
그만두거나 혹은 메모리에
있는 이전의 값으로 되돌아가
기 위해 현재 표시된 값을 제거
할 때 사용합니다.
4 RUN 버튼
기능이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
고 그 기능을 실행합니다.

5 탐색 키

6 ENT 버튼
현재 값을 저장하거나 선택한 메뉴
/파라미터의 접근을 위해 사용합니
다.
7 STOP 버튼
전동기를 정지하고 리셋 수행 시
사용합니다

8 전동기 회전 방향 전환 버튼

(1) 드라이브가 코드([PIN code 1] (COd), 페이지 103)에 의해 잠겨 있다면, 모드 키를 누르는 경우 [MONITORING] (SUP-)
메뉴로부터 [SPEED REFERENCE] (rEF-) 메뉴로 전환이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버튼을 활성화하려면 페이지 61의 [HMI command] (LCC) = [Yes] (YES)를 우선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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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표의 구성

다양한 메뉴의 설명에 포함된 파라미터 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예:

메뉴

코드

명칭/설명

조정범위

공장설정

참고: 'PI regulator' 기능은 다수의 기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페이지 21을 참조하십시오.) 이는 그러한 기능들,
특히 공장 구성에서 지정된 서밍 입력([Summing ref. 2] (SA2)을 [No] (nO)로 설정, 페이지 71) 및 사전 설정
속도([2 preset speeds] (PS2) 및 [4 preset speeds] (PS4)을 [No] (nO)로 설정, 페이지 73)가 할당되지 않은 경
우에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Non] (nO):
[AI1] (AI1):
[AI2] (AI2):
[AI3] (AI3):

할당되지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않음
입력 AI1
입력 AI2
입력 AI3

1. 4-digit 7-segment 디스플레이의 메뉴 명칭

5. ATV61/ATV71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메뉴 명칭

2. 4-digit 7-segment 디스플레이의 서브메뉴 코드

6. ATV61/ATV71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서브 메뉴 명칭

3. 4-digit 7-segment 디스플레이의 파라미터 코드

7. ATV61/ATV71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파라미터 명칭

4. 4-digit 7-segment 디스플레이의 파라미터 값

8. ATV61/ATV71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파라미터 값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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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호환성

비호환 기능
아래 설명의 경우 다음 기능들은 접근 불가 혹은 비활성화됩니다.
자동 재시작
이는 2-wire level 컨트롤 타입([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및 [2 wire type] (tCt) = [Level] (LEL) 혹은
[Fwd priority] (PFO))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캐치 온더 플라이(Catch on the fly)
이는 2-wire level 컨트롤 타입([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및 [2 wire type] (tCt) = [Level] (LEL) 혹은
[Fwd priority] (PFO))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자동 정지 인젝션이 DC([Auto DC injection] (AdC) = [Continuous] (Ct))로 구성된 경우에는 잠기게 됩니다.

기능 호환표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선택은 I/O의 숫자에 의해, 또한 일부 기능은 서로 호환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이 표에 기술하지 않은 기능들은 호환됩니다.
만일 기능 간에 비호환이 이루어진다면 최초 기능 구성이 다른 기능의 구성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의 기능을 구성하려면 그 기능과 호환되지 않는 기능, 특히 공장 설정에서 지정된 기능들이 할당되지 않았는지 우선
확인하십시오.

속
도
공
장

조
그

제
동

작
동

제
어

(

관
리

)

설
정

설
정

레
규
레
이
터

인
젝
션
정
지

신
속
정
지

프
리
휠
정
지

)

설
정

DC

스
위
치

사
전

(Brake control)

(
공
장

리
미
트

PI

속
도
(1)

입
력

+/-

서
밍

•

서밍 입력 (공장 설정)

•

+/- 속도 (1)

•

리미트 스위치 관리
사전 설정 속도(공장 설정)

•

PI 레규레이터
조그 작동
제동 제어(Brake control)

•
•
•

•

•
•
•
•

•

•

•
•
•

•
•

•

•
•

DC 인젝션 정지
신속 정지
프리휠 정지

(1) 기준 채널 [Ref.2 channel] (Fr2)을 갖는 특별 애플리케이션 제외 (다이아그램 53 및 55 참+조)
비호환

기능 호환 기능

해당 사항 없음

우선 기능 (동시 달성이 불가능한 기능):
화살표 표시 기능은 기타 기능에 대해 우선권을 갖습니다.
정지 기능은 실행 명령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논리 명령을 통한 속도 기준은 아날로그 기준에 비해 우선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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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호환성

논리 및 아날로그 입력 애플리케이션 기능
이어지는 페이지의 기능 각각은 입력값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단일 입력이 동시에 다수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리버스 및 2차 램프). 따라서 사용자는 이들 기능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MONITORING] (SUP-) 메뉴 ([[LOGIC INPUT CONF.]] (LIA-) 파라미터, 페이지 104 및 [[ANALOG INPUTS IMAGE]] (AIA-)
파라미터, 페이지 104)는 호환성의 점검을 위해 각 입력값이 가지는 기능들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명령, 기능을 논리 혹은 아날로그 입력값에 지정하기 전에 사용자는 이 입력값이 공장 설정에서 할당되지 않았으며,
기타 모든 입력값들이 비호환되거나 원치 않는 기능에 할당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할당될 수 없는 비호환 기능의 예:
'+speed/-speed'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 설정 속도 및 서밍 입력 2가 할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의 표는 공장에서 설정한 입력 할당 및 그 할당을 해제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할당된 입력

기능

코드

할당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으로 설정하십시오.

LI2

리버스 실행

rr5

nO

48

LI3

2개의 사전 설정 속도

P52

nO

73

LI4

4개의 사전 설정 속도

P54

nO

73

AI1

기준 1

Fr 1

AI1 외 아무거나

58

LI1

포워드 실행

bCC

2C 또는 3C

47

AI2

서밍 입력 2

5R2

nO

71

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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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출력에 지정 가능한 기능 목록

논리 입력

페이지

코드

공장 설정

할당되지 않음

-

-

LI5 - LI6

포워드 실행

-

-

LI1

2개의 사전 설정 속도

73

PS2

LI3

4개의 사전 설정 속도

73

PS4

LI4

8개의 사전 설정 속도

73

PS8

16개의 사전 설정 속도

74

PS 16

2개의 사전 설정 PI 기준

81

Pr2

4개의 사전 설정 PI 기준

82

P r4

+ speed

78

USP

- speed

78

dSP

조그 작동

76

JOG

램프 스위칭

64

rPS

2차 전류 제한 스위칭

86

LC2

논리 입력을 통한 신속 정지

66

FSb

논리 입력을 통한 DC 인젝션

67

dCI

논리 입력을 통한 프리휠 정지

68

nSb

리버스 실행

48

rrS

외부 결함

93

EbF

RESET

92

rSF

강제 로컬 모드

99

FLO

기준 스위칭

59

rFC

제어 채널 스위칭

60

CCS

전동기 스위칭

87

C HP

포워드 제한 스위치

89

LRF

리버스 제한 스위치

89

LRr

결함 억제

96

LI2

In H

아날로그 입력

페이지

코드

할당되지 않음

-

-

AI3

기준 1

58

Fr1

AI1

기준 2

58

Fr2

서밍 입력 2

71

SR2

서밍 입력 3

71

SR3

PI 레규레이터 피드백

81

P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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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정

A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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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출력에 지정 가능한 기능 목록

아날로그/논리 출력

페이지

코드

-

-

전동기 전류

48

aCr

전동기 주파수

48

aFr

전동기 토크

48

atr

드라이브 공급 전원

48

a Pr

드라이브 감지 결함 (논리 자료)

48

FLt

드라이브 동작 (논리 자료)

48

r Un

주파수 역치 도달 (논리 자료)

48

FtR

고속 (HSP) 도달 (논리 자료)

48

FLR

전류 역치 도달 (논리 자료)

48

CtR

주파수 기준 도달 (논리 자료)

48

5rR

전동기 열 역치 도달 (논리 자료)

48

t5R

제동 순차 (논리 자료)

48

bLC

페이지

코드

-

-

R2

감지 결함

49

FLt

R1

드라이브 작동

49

rUn

주파수 역치 도달

49

FtR

고속 도달((HSP)

49

FLR

전류 역치 도달

49

CtR

주파수 기준 도달

49

5rR

전동기 열 역치 도달

49

t5R

제동 순차

49

논리 입력 복사

49

bLC
LI1 ~ LIB

할당되지 않음

릴레이
할당되지 않음

24

공장 설정
AOC/AOV

공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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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모드버스 제어 워드 비트에 할당가능한 기능의 목록

제어 워드 비트 11 - 15

페이지

코드

2개의 사전 설정 속도

73

PS2

4개의 사전 설정 속도

73

P S4

8개의 사전 설정 속도

73

PS8

16개의 사전 설정 속도

74

PS 16

2개의 사전 설정 Pl기준

81

Pr2

4개의 사전 설정 Pl기준

82

P r4

램프 스위칭

64

rPS

2차 전류 제한 스위칭

86

LC2

논리 입력을 통한 신속 정지

66

FSb

DC 인젝션

67

dCI

외부 결함

93

EbF

기준 스위칭

59

rFC

제어 채널 스위칭

60

CCS

전동기 스위칭

87

C HP

BBV46385 6/2010

25

체크리스트

프로그래밍, 설치 및 간이 설명서 그리고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드라이브의 사용 시작
전에 기계 및 전기 설치에 관계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문서 전체가 필요한 경우 www.schneider-electric.com을 방문하십시오.

1. 기계적 설치 (간이 및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로 다른 설치 종류 및 주변 온도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간이 혹은 설치 설명서의 설치 지시를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브를 사양에 따라서 수직으로 설치하십시오. 간이 혹은 설치 설명서의 설치 지시를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표준 60721-3-3에서 정의한 환경 조건 및 카탈로그에서 정의한 레벨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 옵션을 설치하십시오. 상세 내용은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2. 전기적 설치 (간이 및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브를 접지하십시오. 간이 및 설치 설명서 중 장비의 접지 방법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공급 전압이 드라이브의 공칭 전압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간이 및 설치 설명서에 따라 라인 서플라이(line supply)를 연
결하십시오.



적절한 입력 라인 퓨즈와 회로 차단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간이 및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요구되는 바에 따라 제어 단말기를 위한 케이블을 정리하십시오(간이 및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MC 호환성
규칙에 따라서 공급 및 제어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ATV312····M2 및 ATV312····N4는 EMC 필터를 포함합니다. IT 점퍼의 사용은 누설전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설명서 중 ATV312····M2 및 ATV312····N4에 대한 내부 EMC 필터 단락에서 설명됩니다.



전동기 연결은 전압에 맞도록 수행했는지 확인하십시오(star, delta).

3. 드라이브의 사용 및 작동 시작


드라이브 동작을 시작하십시오. 최초 드라이브 전원이 연결되면 [Standard mot. freq] (bFr), 페이지 29 가 표시됩니다.
주파수 bFr (공장 설정은 50 Hz)이 정의하는 주파수가 전동기 주파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에 최초 전원이 연결되면, [Ref.1 channel] (Fr1) 파라미터, 페이지 29 및 [2/3 wire control] (tCC) 파라미터,
페이지 30 이 [Standard mot. freq] (bFr) 이후에 표시됩니다. 드라이브를 로컬로 제어하려면 이들 파라미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에 후속적으로 전원이 연결되면, [Ready] (rdY) 가 HMI 에 표시됩니다.



[Restore config.] (FCS) 기능, 페이지 46 이 드라이브의 공장 설정 재초기화에 사용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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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HMI 설명

디스플레이 및 키의 기능


REF LED,
[SPEED REFERENCE]
(rEF-) 메뉴가 활성화
시 점등됩니다.



MON LED,



[MONITORING]
(SUP-) 메뉴의 활성
화 시 점등됩니다









CONF LED,
[SETTINGS] (SEt-),
[MOTOR CONTROL]
(drC-),[INPUTS /
OUTPUTS CFG] (I-O-),
[COMMAND] (CtL-),
[APPLICATION
FUNCT] (FUn-),
[FAULT
MANAGEMENT] (FLt-)
혹은
[COMMUNICATION]
(COM-) 메뉴의 활성화
시 점등됩니다.

MODE 버튼 (1): 모드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원격/로컬 구성 간을 전환합
니다. [SPEED REFERENCE] (rEF-)가
표시되면 [SETTINGS] (SEt-) 메뉴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SPEED REFERENCE] (rEF-) 메뉴로
가게 됩니다.



4 x 7 segment display

메뉴 혹은 파라미터에
서 나가거나 혹은 메모
리의 값으로 되돌아가
기 위해 표시값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로컬
구성에서
ESC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제어/프로그
래밍 모드 간을 전
환합니다.



조그 다이얼 – 시계 혹
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탐색에 사용합
니다.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선택을 하거나
혹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UN 버튼: [INPUTS /OUTPUTS CFG]
(I-O-) 메뉴의 [2/3 wire control] (tCC)
파라미터가 [Local] (LOC), 페이지 47
로 설정된 경우 로컬 및 원격 구성에
서 포워드 실행을 위한 전동기 전원
연결을 제어합니다(기능이 불활성화
인 경우에는 도어에 의해 숨겨질 수
도 있습니다).



2 CANopen 상태 LED

메뉴 혹은 파라미터에
서 나가거나 혹은 메모
리의 값으로 되돌아가
기 위해 표시값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로컬
구성에서
ESC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제어/프로그
래밍 모드 간을 전
환합니다.
조그 다이얼 – 시계 혹
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탐색에 사용합
니다.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선택을 하거나
혹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MAND] (CtL-) 메뉴의 [Ref.1
channel] (Fr1-)이 [Image input
AIV1] (AIV1)에 설정된 경우 로컬
및 원격 구성에서 전위차계로서의
기능
STOP/RESET 버튼



감지된 결함 리셋
전동기 정지 제어에 사용
- [2/3 wire control] (tCC) 가 [Local] (LOC)
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프리휠 정지
- [2/3 wire control] (tCC) 가 [Local] (LOC)
로 설정된 경우에는, DC 인젝션 브레이
킹 중에 램프 정지 혹은 프리휠 정지

참고1: 로컬 구성일 때, REF, MON, CONF 3개의 LED는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동시 점멸하며 컨트롤 모드에서 LED 추적자
로서 동작합니다.
결함 코드 표시 및 시동이 없는 정상적인 디스플레이:
-

4.3.0 : [MONITORING] (SUP-) 메뉴에서 선택한 파라미터를 표시합니다 (기본값: 전동기 주파수). 전류가
제한되는 경우 디스플레이가 점멸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ATV61/ATV71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가 드
라이브에 연결된 상태이면 CLI가 좌상단에 나타납니다.
In I t: 초기화 순차
r d Y: 드라이브 준비 완료
d C b: DC 인젝션 브레이킹 진행 중
n 5 t: 프리휠 정지
F5t: 신속 정지
t Un : 자동 튜닝 진행 중

결함 감지 경우에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점멸합니다. ATV61/ATV71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가 연결
상태이면 감지된 결함의 명칭이 표시됩니다.
(1) 드라이브가 코드([PIN code 1] (COd), 페이지 103)에 의해 잠긴 상태이면 모드 키를 눌러 [MONITORING] (SUP-) 메뉴
에서 [SPEED REFERENCE] (rEF-) 메뉴로 전환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로컬 및 원격 구성 간을 전환하
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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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및 로컬 구성
로컬 구성은 내장된 실행 버튼 및 전위차계로서의 조그 다이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한 구성에서 속도 조절은 원격 키패드에서도 역시 유효합니다. ATV12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및 ATV61/71 그래픽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모드 버튼이 역시 하나의 구성에서 다른 구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로컬 구성으로 전환 시 [Ref. 1 channel] (Fr1)은 [AI Virtual 1] (AIV1)로 설정되고 [2/3 wire control] (tCC)은 [2 wire] (2C)로 설
정됩니다.
파라미터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하나의 구성으로부터 다른 구성으로의 전환은 다른 파라미터를 변경시킵니다(예: 입/출력
할당은 공장 설정값으로 되돌아갑니다). 드라이브의 파라미터 조정 이전에 구성(로컬 혹은 원격)을 선택하십시오.

메뉴의 구성

이 3개의 파라미터는 드
라이브의 최초 전원 연결
시에만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은 다음 메뉴에서
후속적으로 변경 가능합
니다:

파라미터 선택

종합적인 메뉴 설명을 위해서는 프로그래
밍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파라미터 코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메뉴
코드 다음에 대쉬가 표시됩니다.
예
[SETTINGS](S E t -),RC C 파라미터

7-segment 표시에서 메뉴 및 서브 메뉴 코드 다음에 대쉬가 파라미터 코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 [APPLICATION FUNCT.] (FUn-) 메뉴, [Acceleration] (ACC)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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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mot. freq] (bFr), [2/3 wire control] (tCC), 및
[Ref.1 channel] (Fr1) 파라미터의 구성
이들 파라미터는 드라이브가 정지되고 실행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이 파라미터는 드라이브에 최초 전원 연결 시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MOTOR CONTROL] (drC-) 메뉴에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50Hz IEC] (50): 50 Hz
[60Hz NEMA] (60): 60 Hz
이 파라미터는 다음 파라미터의 사전 설정 내용을 변경합니다: [High speed] (HSP), 페이지 33, [Freq.
threshold] (Ftd), 페이지 39, [Rated motor freq.] (FrS), 페이지 41, 및 [Max frequency] (tFr), 페이지 44

[AI1] (AI1) – 아날로그 입력 AI1
[A12] (AI2) – 아날로그 입력 AI2
[AI3] (AI3) - 아날로그 입력 AI3
[AI Virtual 1] (AIV1) – 단말기 제어 모드에서 전위차계로서의 조그 다이얼 기능.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 SPEED] (UPdt): LI를 통한 +/- 속도 기준. 페이지 78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spd HMI] (UPdH): ATV312의 키패드에서 조그 다이얼을 회전하여 +/- 속도 기준.
사용을 위해서는 주파수 [Output frequency] (rFr), 페이지 101을 표시합니다. 키패드 혹은 단말기를 통한 +/속도 기능은 [Output frequency] (rFr) 파라미터를 선택함으로써 [MONITORING] (SUP-) 메뉴로부터 제어됩니
다.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 32의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HMI] (LCC) 기준, [HMI Frequency
ref.] (LFr) 파라미터
[Modbus] (Mdb): 모드버스를 통한 기준
[Com. card] (nEt):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을 통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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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2/3 wire control] (tCC) 파라미터가 변경되는 경우, [Reverse assign.] (rrS) 파라미터, 페이지 48과 [2 wire type] (tCt), 페이지
48과 [2 wire type] (tCt) 파라미터, 페이지 47 그리고 논리 입력과 관련된 모든 조정은 기본값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어 구성:

[2 wire] (2C): 2-wire 제어
[3 wire] (3C): 3-wire 제어
[Local] (LOC): 로컬 제어 (RUN/STOP/RESET 드라이브) ([ACCESS LEVEL] (LAC) =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에는 볼 수 없습니다)
2-wire 제어: 실행 혹은 정지 입력 제어의 개방 혹은 폐쇄 상태.
와이어링 예:
LI1: 포워드
LIx: 리버스
3-wire 제어(펄스 제어): "포워드" 혹은 "리버스" 펄스는 시동을 제어하기에 충분하며 "정지" 펄스는 정지
를 제어하기에 충분합니다.
와이어링 예:
LI1: 정지
LI2: 포워드
LIx: 리버스

이 파라미터에 대한 할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간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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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REFERENCE] (rEF-) 메뉴

[SPEED REFERENCE] (rEF-) 메뉴는 어느 제어 채널이 활성화되어있는지에 따라서 [HMI Frequency ref.] (LFr), [Image input
AIV1] (AIV1) 혹은 [Frequency ref.] (FrH) 를 표시합니다.
로컬 제어 중 HMI의 조그 다이얼은 전위차계의 기능을 가지며 [Low speed] (LSP) 및 [High speed] (HSP) 파라미터가 정의
한 한도 내에서 기준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로컬 제어가 [Ref.1 channel] (Fr1) 파라미터에 의해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단지 기준값만 표시됩니다. 이 값은 읽기전용으
로,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속도 기준은 AI 혹은 다른 소스에서 제공합니다).
표시된 기준은 드라이브의 구성 방법에 따릅니다..
코드

설명

공장 설정

이 파라미터는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는 원격제어로부터 속도 기준을 변경 시 사용합니다.
기준 변경을 위해 ENT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그 다이얼을 통해 속도 기준을 변경 시 사용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읽기전용입니다. 이를 통해 선택된 기준 채널에 상관 없이 전동기에 적용되는 속도 기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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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Et-) 메뉴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속도 기준

[Cust. output value] (SPd1) 파라미터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

조정 파라미터는 드라이브의 가동 혹은 정지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 변경은 드라이브가 정지 중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이 파라미터는 [HMI command] (LCC) = [Yes] (YES) 페이지 61 혹은 [Ref.1 channel] (Fr1)/[Ref.2 channel] (Fr2) = [HMI] (LCC)
페이지 58, 그리고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가 연결된 경우 표시됩니다. 이 경우 드라이브의 키패드를 통하여
[HMI Frequency ref.] (LFr) 도 역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원이 차단되면 [HMI Frequency ref.] (LFr)은 0으로 재초기화됩니다.

[PID feedback ass.] (PIF) 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63에 따라서
0으로부터 [MOTOR CONTROL](drC-) 메뉴의 공칭 주파수 [Rated motor freq.] (FrS) 까지 가속하도록 정의됨.

페이지 63에 따라서
파라미터는 [Ramp 2 threshold] (Frt) > 0, 페이지 64이거나 혹은 [Ramp switch ass.] (Rps)이 할당된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63에 따라서
파라미터는 [Ramp 2 threshold] (Frt) > 0, 페이지 64이거나 혹은 [Ramp switch ass.] (rPS)이 할당된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63에 따라서
공칭 주파수 [Rated motor freq.](FrS)([MOTOR CONTROL] (drC-)의 파라미터) 메뉴가 0으로 감속하도록 정의됨. [Deceleration]
(dEC)에 대한 값이 정지되는 부하에 비해 너무 낮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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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Et-) 메뉴

코드

설명

공장 설정

조정 범위

파라미터는 [Ramp type] (rPt) = [Customized] (CUS), 페이지 62인 경우 접근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는 [Ramp type] (rPt) = [Customized] (CUS), 페이지 62인 경우 접근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는 [Ramp type] (rPt) = [Customized] (CUS), 페이지 62인 경우 접근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는
type]
(rPt)(rPt)
= [Customized]
(CUS),(CUS),
페이지 페이지
62인 경우
접근경우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는[Ramp
[Ramp
type]
= [Customized]
62인
접근 가능합니다.

최소 기준에서의 전동기 주파수

최대 기준에서의 전동기 주파수: 이 설정이 전동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적절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Mot. therm. current] (ItH)를 전동기 정격 라벨에 표시된 공칭 전류에 맞게 설정하십시오.
열적 보호의 억제를 원하는 경우 [Overload fault mgt] (OLL), 페이지 94를 참조하십시오.

- [U/F mot 1 selected] (UFt) = [SVC] (n) 혹은 [Energy sav.](nLd), 페이지 44:IR 보상
- [U/F mot 1 selected] (UFt) = [Cst. torque] (L) 혹은[Var. torque] (P), 페이지 44:전압 부스트
저속에서 토크의 최적화에 사용(토크가 충분치 않은 경우 [IR compensation] (UFr)를 증가)
전동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IR compensation] (UFr)의 값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U/F mot 1 selected] (UFt), 페이지 44를 변경하면 [IR compensation] (UFr) 이 공장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20%).

파라미터는 [U/F mot 1 selected] (UFt) = [SVC] (n) 혹은 [Energy sav.] (nLd), 페이지 44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F L G 파라미터는 운전되는 기계의 관성을 기준으로 속도 램프를 따르는 드라이브의 기능을 조정합니다.
이득이 너무 높을 경우 운영 불안정이 올 수 있습니다.

낮음

정확

이 경우 FL G.를
증가시킴

높음
이 경우 FL G.를
감소시킴

(1)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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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Et-) 메뉴

코드

설명

공장 설정

조정 범위

파라미터는 [U/F mot 1 selected] (UFt) = [SVC] (n) 혹은 [Energy sav.](nLd), 페이지 44인 경우에만 접근 가능합니다.
기계의 역학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 이후(가속 혹은 감속)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 적응을 위해 사용합니다 .
과속을 피하기 위해 안정성을 점차 증가시킵니다.

낮음

정확

이 경우 SbR.을
증가시킴

높음

이 경우 SbR.을
감소시킴

파라미터는 [U/F mot 1 selected] (UFt) = [SVC] (n)혹은[Energy sav.](nLd), 페이지 44인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동기의 공칭 속도에 의해 설정된 값들의 슬립 보상을 조정하십시오.
전동기의 정격 라벨에 표시된 속도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슬립 설정 < 실제 슬립인 경우: 전동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확한 속도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 슬립 설정 > 실제 슬립인 경우: 전동기는 과도하게 보상을 받았으며 속도는 불안정합니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Type of stop] (Stt) = [DC injection] (dCI), 페이지 66이거나 혹은 [DC injection assign.](dCI)이
[No] (nO),페이지 67.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만일 보다 높은 값에 설정되는 경우 5초 후에 인젝션 전류는 0.5 [Mot. therm. current] (ItH)로 제한됩니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은 과열을 발생시키고 전동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을 피하여 전동기를 보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Type of stop] (Stt) = [DC injection] (dCI), 페이지 66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은 과열을 발생시키고 전동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을 피하여 전동기를 보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uto DC injection] (AdC)이 [No] (nO), 페이지 69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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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Et-) 메뉴

설명

코드

조정 범위

공장 설정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 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uto DC injection] (AdC)이 [No] (nO), 페이지 69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 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초

초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은 과열을 발생시키고 전동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을 피하여 전동기를 보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uto DC injection] (AdC)이 [No] (nO), 페이지 69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 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uto DC injection] (AdC)이 [No] (nO), 페이지 69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 내는지 확인하십시오.

(1)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2) 참고: 이들 설정은 "자동 정지 DC 인젝션"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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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Et-)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Skip Frequency] (JPF)에서 ± 1 Hz 주파수 범위의 장기적인 작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능은
공명을 가져올 수 있는 임계속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능을 0으로 설정하면 비활성화됩니다. .

[Skip Frequency2] (JF2)에서 ± 1 Hz 주파수 범위의 장기적인 작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이 기능은 공명을 가져올 수
있는

임계속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이

기능을

0으로

설정하면

비활성화됩니다.

파라미터는 [JOG] (JOG)가 [No] (nO), 페이지 76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 가능합니다.
페이지 63에 따라서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I 피드백이 신속히 변경되는 경우에 동적 성능을 제공합니다.

초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 (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I 피드백이 천천히 변하는 경우에 정적인 정밀성을 제공합니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적응을 위한 것임.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 (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No] (nO): 정상
[Yes] (YES): 리버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 (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았으며 [2 preset PID ref.] (Pr2),
페이지 81이 입력 선택에 의해 활성화된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았으며 [4 preset PID ref.] (Pr4),
페이지 82가 입력 선택에 의해 활성화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 (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았으며 [4 preset PID ref.] (Pr4),
페이지 82가 입력 선택에 의해 활성화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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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4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75를 참조하십시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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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Et-) 메뉴

코드

설명

공장 설정

조정 범위

주의
전동기 및 드라이브의 손상 위험

특히 자기 소거에 민감한 영구자석 동기화 전동기의 경우, 전동기가 이 전류를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파일 미션이 설치 설명서에 제공된 경감 곡선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의
전동기 및 드라이브의 손상 위험

특히 자기 소거에 민감한 영구자석 동기화 전동기의 경우, 전동기가 이 전류를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파일 미션이 설치 설명서에 제공된 경감 곡선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Current limit 2] (LC2)가 [No] (nO), 페이지 86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초
초 기준이
주어진 시간 동안 [Low speed] (LSP)에서 동작한 후 전동기가 자동적으로 정지합니다. 주파수
[Low speed] (LSP)보다 크고 실행 명령이 아직 존재한다면 전동기는 동작을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0의 값은 무제한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의도하지 않은 재시작이 위험을 초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 (PIF) 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PI' 및 '저속 작동 시간' [Low speed time out] (tLS) 기능, 페이지 38이 동시에 구성된 경우에 PI 레규레이터는
[Low speed] (LSP) 보다 낮은 속도의 설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만족스런 작동 결과(시작, [Low speed] (LSP)에서의 동작,정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PID wake up thresh.] (rSL) 파라미터(재시작 에러 역치)는 장기적인 [Low speed] (LSP)에서의 정지 이후에 재시
작을 위한 최소 PID 에러 역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Low speed time out] (tLS) = 0인 경우에 비활성화됩니다.

(1)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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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범위

공장 설정

[U/F mot.2초elected] (UFt2) = [SVC] (n) 혹은 [Energy sav.](nLd):IR 보상
[U/F mot.2초elected] (UFt2) = [Cst.-rque ] (L) 혹은 [Var. torque] (P):전압 부스트.
매우 낮은 속도에서 토크의 최적화에 사용합니다(토크가 불충분한 경우 [IR compensation 2] (UFr2)를 증가시킴).
전동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IR compensation] (UFr)의 값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F mot 2초elected] (UFt2)를 변경하면 [IR compensation2] (UFr2)이 공장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20%).

파라미터는 [U/F mot.2초elected] (UFT2) = [SVC] (n) 혹은 [Energy sav.] (nLd), 페이지 88인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FreqLoopGain 2] (FLG2) 파라미터는 운전되는 기계의 관성을 기준으로 속도 램프를 따르는 드라이브의 기능을 조정합니다.
이득이 너무 높을 경우 운영 불안정이 올 수 있습니다.

낮음

정확

이 경우 FLG2.을
증가시킴

높음

이 경우 FLG2 을
감소시킴

파라미터는 [U/F mot.2초elected] (UFT2) = [SVC] (n) 혹은 [Energy sav.] , 페이지인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역학에 따라 속도 변화(가속 혹은 감속) 이후 정상적인 상태로의 복귀 적응을 위해 사용합니다.
과속을 피하기 위해 안정성을 점차 증가시킵니다.

낮음

정확

이 경우 FLG2.을
증가시킴

높음

이 경우 FLG2 을
감소시킴

파라미터는 [U/F mot.2초elected] (UFT2) = [SVC] (n) 혹은 [Energy sav.] 페이지인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전동기의 공칭 속도가 설정한 값의 슬립 보상을 조정하십시오.



전동기의 정격 라벨에 제공된 속도가 반드시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슬립 설정 < 실제 설정:전동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확한 속도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 슬립 설정 > 실제 설정:전동기가 과도하게 보상되었으며 속도는 불안정합니다.

계전기 ([R1 Assignment] (r1) 혹은 [R2 Assignment] (r2) = [Freq.Th.att.] (FtA))에 대한 접점이 닫히거나 출력
AOV = 10 V ([Analog./logic output] (dO) = [Freq. limit] (FtA))가 되는 역치.

계전기 ([R1 Assignment] (r1) 혹은 [R2 Assignment] (r2) = [Th. Mot. att.] (tSA))에 대한 접점이 닫히거나 혹은
출력 AOV = 10 V ([Analog./logic output] (dO) = [Drv thermal] (tSA))가 되는 역치.

계전기 ([R1 Assignment] (r1) 혹은 [R2 Assignment] (r2) = [I attained] (CtA))에 대한 접점이 닫히거나 혹은
출력 AOV = 10 V ([Analog./logic output] (dO) = [Current limit] (CtA))가 되는 역치.

(1)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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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SEt-)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출력 주파수 [Output frequency] (rFr)에 비례하여 값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기계의 속도, 전동기의 속도 등
• [Scale fac-r display] (SdS) ≤ 1인 경우, [Cust. output value] (SPd1)가 표시됩니다 (가능한 정의 = 0.01)
• 1 < [Scale fac-r display] (SdS) ≤ 10인 경우, [Cust. output value] (SPd2)가 표시됩니다 (가능한 정의 = 0.1)
• [Scale fac-r display] (SdS) > 10인 경우, [Cust. output value] (SPd3)가 표시됩니다 (가능한 정의 = 1)
• [Scale fac-r display] (SdS) > 10 이며 [Scale fac-r display] (SdS) x [Output frequency] (rFr) > 9,999인 경우:
디스플레이는
[Cust. output value] (SPd3) = [Scale fac-r display] (SdS) x [Output frequency] (rFr) / 1000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를 표시합니다.
예24,223에 대해서는 24.22가 표시됩니다.
- [Scale fac-r display] (SdS) > 10 이며 [Scale fac-r display] (SdS) x [Output frequency] (rFr) > 65,535인 경우,
디스플레이는

65.54에서 잠깁니다.

예다음과 같은 경우 전동기 속도의 표시
4-극 전동기, 50 Hz에서 1,500rpm (동기속도):
[Scale fac-r display] (SdS) = 30
[Output frequency] (rFr) = 50 Hz에서 [Cust. output value] (SPd3) = 1,500

파라미터는 또한 [MO-R CONTROL] (drC-)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동기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온도 상승의 경우 주파수가 4 kHz 이상의 값으로 설정되었다면 드라이브는 자동적으로 주파수 스위칭을 줄이고 온도가
정상으로 복귀하면 다시 증가시킵니다.
페이지 63에 따라서

(1)파라미터는 또한 [MOTOR CONTROL] (drC-)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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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NTROL] (drC-) 메뉴

전동기 표준 주파수

공장 설정으로 복귀/구성 복구

전동기에 전원 공급이 가능한 [Auto tuning] (tUn)을 제외하고 파라미터는 실행 명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 모드에
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옵션 사항인 ATV31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서 이 메뉴는 스위치가

위치에 있을 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브의 성능은 다음에 의해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 드라이브 메뉴에서 전동기 정격 라벨에 주어진 값을 입력
- 자동 튜닝을 수행(표준 비동기식 전동기에서)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50Hz IEC] (50): 50 Hz: IEC
[60Hz NEMA] (60): 60 Hz: NEMA
이 파라미터는 다음 파라미터의 사전 설정을 변경합니다:[High speed] (HSP), 페이지 33, [Freq.
threshold] (Ftd), 페이지 39, [Rated motor freq.] (FrS), 페이지 41, [Max frequency] (tFr), 페이지 44.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정격 라벨에 제공된 전동기 공칭 전압. 라인 전압이 전동기 공칭 전압보다 낮은 경우,
[Rated motor volt.] (UnS)를 드라이브 단말기의 라인 전압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정격 라벨에 표시된 전동기 공칭 주파수. [Standard mot.freq] (bFr)가 60 Hz로 설정된 경우 공장 설정은
50Hz 혹은 60Hz입니다.
참고:[Rated
참고:[Rated motor
motor volt.](UnS)
volt.](UnS) (단위:볼트)
(단위:볼트) // [Rated
[Rated motor
motor freq.](FrS)
freq.](FrS) (단위:
(단위: Hz)의
Hz)의 비율은
비율은 다음
다음 값을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Standard mot.freq] (bFr)가 60Hz로 설정된 경우 공장 설정은 50Hz 혹은 60Hz입니다.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정격 라벨에 제공된 전동기 공칭 전류.

(1)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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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NTROL] (drC-)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0 - 9,999 rpm 이후 10.00 - 32.76 krpm
명판이 공칭 속도가 아니라 동기 속도를 표시하며 슬립을 Hz 혹은 %로 표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칭 속도를 계산하십시오.
• 공칭 속도 = 동기 속도 x 100 – 슬립(%) / 100
또는
• 공칭 속도 = 동기속도 x 50 – 슬립(Hz) / 50 (50 Hz 전동기)
또는
• 공칭 속도 = 동기 속도 x 60 – 슬립(Hz) / 60 (60 Hz 전동기)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전동기 정격 라벨에 제공된 전동기 Cos Phi

[No] (nO): 기능 비활성화. 고성능을 요구하지 않거나 혹은 드라이브에 전원이 연결될 때마다 자동 튜닝(전동기에 전류를
통과)을 허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Init] (InIt):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전동기의 열적인 상태에 관계 없이 저속 성능의 개선을 위해.
차가운 상태의 사용한 고정자 저항값(mΩ)
참고:
• 기계적인 취급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 이 기능은 전동기가 차가운 상태에서만 활성화 [Init] (InIt) 되어야 합니다.
• [Cold stator resist.](rSC) = [Init] (InIt)인 경우에는, [Auto-tuning] (tUn) 파라미터는 강제로 [Power on] (POn)됩니다.
다음 실행 명령에서 고정자 저항이 자동 튜닝으로 측정됩니다. 그런 다음 [Cold stator resist.](rSC)는
(8888)의 값으로 변하고 이 값이 유지됩니다. [Auto-tuning] (tUn)은 그때까지도 강제로 [Power on] (POn)됩니다.
[Cold stator resist.] (rSC) 파라미터는 측정이 수행되지 않는 한 [Init] (InIt)에 남아 있습니다.
• 8888 값은 조그 다이얼(1)을 사용하여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절차:
- 전동기가 차가운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전동기 단말기에서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연결을 변경하지 않고 전동기 단말기(U. V. W.) 중 2개 사이의 저항을 측정합니다.
- 조그 다이얼을 사용하여 측정값의 반을 입력하십시오.
- [IR compensation] (UFr), 페이지33의 공장 설정을 20%가 아닌 100%로 증가시킵니다.
참고: 만일 캐치 온더 플라이([CATCH ON THE FLY] (FLr-), 페이지 93)에 의해 [No] (nO) 또는 = [Power on] (POn)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Cold stator resist.]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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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NTROL] (drC-)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자동 튜닝 중에 전동기는 공칭 전류로 동작합니다.
자동 튜닝 중에는 전동기 작업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전동기 및 드라이브의 손상 위험

[Rated motor volt.] (UnS), [Rated motor freq.] (FrS), [Rated motor freq.] (nCr), [Rated motor
speed] (nSP) , [Motor 1 Cosinus Phi.] (COS) 파라미터들은 자동 튜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동 튜닝 수행 이후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파라미터가 변경된 경우, [Auto-tuning] (tUn)은 [No] (nO)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절차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 (nO): 자동 튜닝 수행 안됨
[Yes] (YES): 자동 튜닝이 가능한 빨리 수행되며 파라미터는 자동 튜닝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
로 [Done] (dOnE) 또는 [No] (nO)로 변경됩니다. [Autotune fault mgt] (tnL) = [Yes] (YES), 페이지 95인 경우
에는 [AUTO TUNING FAULT] (tnF)가 표시됩니다.
[Done] (dOnE): 최종 자동 튜닝 수행 시 주어진 값의 사용
[Drv running] (rUn): 실행 명령을 보낼 때마다 자동 튜닝을 수행합니다.
[Power on] (POn): 전원이 연결될 때마다 자동 튜닝을 수행합니다.
[LI1] - [LI 16] (LI1) - (LI6): 이 기능에 할당된 논리 입력이 0에서 1로 변하면 자동 튜닝을 수행합니다.

위험
감전 혹은 아크 플래쉬(ARC FLASH) 위험



Tun이 POn로 설정된 경우 자동 튜닝은 전원이 켜질 때마다 수행됩니다.
이 동작으로 인해 사람 혹은 장비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참고:
[Cold stator resist.] (rSC) = [Init] (InIt)일 때 [Auto-tuning] (tUn)이 [Power on] (POn)으로 바뀝니다.
자동 튜닝은 아무 명령도 실행되지 않았을 때 활성화됩니다. "프리휠 정지" 또는 "신속 정지" 기능이
논리 입력에 할당된 경우 이 입력값은 반드시 1로 설정되어야 합니다(0에서 활성화).
자동 튜닝에는 1-2초가 걸립니다. 과정을 중지시키지 마십시오. 디스플레이가 [Done] (dOnE) 또는
[No] (nO)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참조용이며 변경될 수 없습니다)
[Not done] (tAb): 전동기 제어를 위해 디폴트 고정자 저항값을 사용합니다.
[Pending] (PEnd): 자동 튜닝이 요청되었지만 아직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In Progress] (PrOG): 자동 튜닝 진행중.
[Failed] (FAIL): 자동 튜닝 실패.
[Done] (dOnE): 전동기 제어를 위해 자동 튜닝 기능이 측정한 고정자 저항값을 사용합니다.
[Entered R1] (Strd): [No] (nO)에 설정되지 않은 차가운 상태의 고정자 저항값([Cold stator resist.]
(rSC)이 전동기 제어를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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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NTROL] (drC-)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Cst. torque] (L): 병렬 연결 전동기 혹은 특수 전동기에 대한 일정형 토크.
[Var. torque] (P): 펌프 및 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변 토크.
[SVC] (n): 일정형 토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리스 플럭스 벡터 제어.
[Energy sav.] (nLd): 많은 힘을 요구하지 않는 가변 토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에너지 절감(무부하 시
[Var. torque] (P) 비율 부하 시 [SVC] (n) 비율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동).
전압

주파수

[Yes] (YES): 랜덤 모듈레이션을 갖는 주파수.
[No] (nO): 고정 주파수.
랜덤 주파수 모듈레이션은 고정 주파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명의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전동기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온도 상승의 경우 주파수가 4 kHz 이상의 값으로 설정되었다면 드라이브는 자동적으로 주파수
스위칭을 줄이고 온도가 정상으로 복귀하면 다시 증가시킵니다.

[Standard mot. freq] (bFr)가 60 Hz로 설정된 경우 공장 설정은 60Hz 혹은 72Hz로 사전 설정됩니다.

[No] (nO): 속도 루프 필터가 활성화 상태입니다 (기준 초과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Yes] (YES): 속도 루프 필터가 억제됩니다(위치 제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는 반응 시간을 줄이며
기준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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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NTROL] (drC-)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No] (nO): 기능 비활성화
[Config 1] (Str1): 현재 구성을 EEPROM에 저장합니다 (그러나 자동 튜닝의 결과는 아닙니다).[Saving
config.] (SCS)는 저장이 수행되는 대로 자동적으로 [No] (nO)로 전환됩니다.이 기능은 현재의 구성
이외에도 또 다른 구성을 저장해 둘 때 사용합니다.
드라이브가 공장에서 출하될 때 현재 구성 및 백업 구성 두 개 모두 공장 구성에 의해 초기화됩니다.
• ATV31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가 드라이브에 연결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선택 옵션이 나타납니
다:[File 1] (FIL1), [File 2] (FIL2), [File 3] (FIL3), [File 4] (FIL4) (현재 구성의 저장을 위해 파일들은 원격 디
스플레이 단말기의 EEPROM 메모리에서 가용됩니다).그들은 동일한 정격을 갖는 기타 드라이브에도
저장되거나 혹은 그곳으로 이전될 수 있는 1~4개의 서로 다른 구성에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Saving config.] (SCS)는 저장이 수행되는 대로 자동적으로 [No] (nO)으로 전환됩니다.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선택한 매크로 구성이 사용한 결선도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스 구성의 선택.
[Start/Stop] (StS): 시작/정지 구성
입출력(I/O) 할당을 제외하고는 공장 구성과 동일:
• 논리 입력:
- LI1, LI2 (리버싱): 2-wire 트랜지션 감지 제어, LI1 = 포워드 실행, LI2 = 리버스 실행
- LI3 - LI6: 비활성화(할당되지 않음)
• 아날로그 입력:
- AI1: 속도 기준 0-10 V
- AI2, AI3: 비활성화(할당되지 않음).
• 계전기 R1: 결함 감지 경우 접점 개방(혹은 드라이브 전원 차단).
• 계전기 R2: 비활성화(할당되지 않음).
• 아날로그 출력 AOC: 0-20 mA, 비활성화(할당되지 않음)
[Factory set.] (Std): 공장 구성 (페이지 11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Macro configuration] (CFG)의 할당은 선택 구성으로의 복귀 결과를 가져옵니다.

(1) [Saving config.] (SCS), [Macro configuration] (CFG), [Restore config.] (FCS)는 다수의 구성 메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모든 메뉴 및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2) 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할당 변경을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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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NTROL] (drC-)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현재 구성에 행한 변경이 사용한 결선도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No] (nO): 기능 비활성화
[Internal 1] (rEC1): 현재 구성은
[Saving config.] (SCS) = [Config 1] (Str1)에 의해 이전에 저장된 백업 구성과 동일하게 됩니다.
[Internal 1] (rEC1)은 백업이 수행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Restore config.] (FCS)는 이 동작이 수행되는
대로 자동적으로 [No] (nO)로 전환됩니다.
[Factory Set.] (InI): 현재 구성을 [Macro
configuration] (CFG) 파라미터 (2)가 선택한 구성으로 대체합니다. [Restore config.] (FCS)는 이 동작이 수
행되는 대로 자동적으로 [No] (nO)로 전환됩니다.
ATV31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옵션이 드라이브(3)에 연결된 경우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EEPROM 메
모리에 해당 파일들이 로딩되어있기만 하면(0~4개 파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선택 옵션이 나타납니다:
[File 1] (FIL1), [File 2] (FIL2), [File 3] (FIL3), [File 4] (FIL4). 이들은 현재 구성을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
로딩된 4개의 구성 중의 하나로 대체되도록 해줍니다.
[Restore config.] (FCS) 는 이 동작이 수행되는 대로 자동적으로 [No] (nO)로 전환됩니다.
참고: 파라미터가 [No] (nO)로 전환되기 전에 n Rd 가 잠시 나타난다면 이는 구성 이전이 가능하지 않
다는 것이며 수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서로 다른 드라이브 정격). 파라미터가 [No] (nO)
로 전환되기 전에 n b r 이 디스플레이 상에 잠시 나타난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 구성 이전이 발생했으며
[Factory Set.] (In I)을 이용하여 공장 설정이 복구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시 시도하기 전에 이전되는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1) [Saving config.] (SCS), [Macro configuration] (CFG), [Restore config.] (FCS) 는 다수의 구성 메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모든 메뉴 및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2) 다음의 파라미터들은 이 기능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며 구성을 유지합니다.
- [Standard mot. freq] (bFr), 페이지 41
- [HMI command] (LCC), 페이지 61
- [PIN code 1] (COd), (단말기 액세스 코드), 페이지 103
- [COMMUNICATION] (COM-) 메뉴에 있는 파라미터
- [MONITORING] (SUP-) 메뉴에 있는 파라미터
(3) [File 1] (FIL1) 에서 [File 4] (FIL4)까지의 옵션들은 ATV31 원격 단말기가 연결 해제된 이후에도 드라이브 상에 계속해서 표시
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할당 변경을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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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 OUTPUTS CFG] (I-O-) 메뉴

2-wire/3-wire 제어

공장 설정으로 복귀/구성 복구

이들 파라미터는 드라이브가 정지되고 실행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옵션 사항인 ATV31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서 이 메뉴는 스위치가
코드

설명

위치에 있을 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조정 범위

공장 설정

페이지 30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2-wire 제어에 행한 변경이 사용한 결선도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페이지 47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Level] (LEL): 상태 0/1이 동작/정지를 위해 고려됩니다.
[Transition] (trn): 전원 공급 차단 이후 우발적인 재시작을 방지 하기 위해 동작 시작을 위해서는
상태 변화(트랜지션 혹은 엣지)가 필요합니다.
[Fwd priority] (PFO): 상태 0/1이 동작/정지를 위해 고려되지만 “포워드” 입력이 “리버스” 입력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 파라미터의 할당 변경을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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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CONTROL]
OUTPUTS (drC-)
CFG] (I-O-)
[MOTOR
메뉴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Reverse assign.](rrS) = [No] (nO)인 경우, 리버스 실행이 AI2에 대한 음성 전압의 방법으로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는 [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페이지 47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이들 두 파라미터는 0-20 mA, 4-20 mA, 20-4 mA 등에 대한 입력 구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파수
주파수
예

이 파라미터는 제품에 통신 카드가 연결된 경우 볼 수 없습니다.
[Current] (0A): 0 - 20 mA 구성 (AOC 단말기 사용)
[Cur. 4-20] (4A): 4 - 20 mA 구성 (AOC 단말기 사용)
[Voltage] (10U): 0 - 10 V 구성 (AOV 단말기 사용)

이 파라미터는 제품에 통신 카드가 연결된 경우 볼 수 없습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I motor] (OCr): 전동기 전류 20 mA 혹은 10 V는 드라이브 공칭 전류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Motor freq.] (OFr): 전동기 주파수 20 mA 혹은 10 V는 최대 주파수 [Max frequency] (tFr)
페이지 44에 해당합니다.
[Motor torq.] (Otr): 전동기 토크 20 mA 혹은 10 V는 드라이브 공칭 토크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P. supplied] (OPr): 드라이브 공급 전원 20 mA 혹은 10 V는 드라이브 공칭 전력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다음 할당을 하는 경우(1) 아날로그 출력을 논리 출력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설치 설명서의 다이아그램을 참조하십시오):
[Drive fault] (FLt): 결함 발견
[Drv running] (rUn): 드라이브 실행
[Freq. limit] (FtA): 주파수 역치 도달([SETTINGS] (SEt-) 메뉴, 페이지39의 [Freq. threshold] (Ftd)
파라미터)
[HSP limit] (FLA): [High speed] (HSP) 도달
[I attained] (CtA): 전류 역치 도달([SETTINGS] (SEt-) 메뉴, 페이지39의
[Current threshold] (Ctd) 파라미터)
[Freq. ref.] (SrA): 주파수 기준 도달
[Drv thermal] (tSA): 전동기 열적 역치 도달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39의
[Motor therm. level] (ttd) 파라미터)
[Brake seq] (bLC): 제동 순차(참고로 이 할당은 [APPLICATION FUNCT.]으로부터만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FUn-) 메뉴, 페이지 85)
[No 4-20mA] (APL): [4-20mA loss] (LFL) = [No] (nO), 페이지 95인 경우라 할 지라도 4-20 mA 신호
상실
선택된 할당이 활성화된 경우 논리 출력은 상태 1(24 V)에 있으며 [Drive fault] (FLt)는 예외이다.
(드라이브 동작이 정상인 경우 상태 1).
주의: (1) 이 할당으로 [AO1 Type] (AO1t) = [Current] (OA)를 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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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 OUTPUTS CFG] (I-O-)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이 파라미터는 제품에 통신 카드가 연결된 경우 볼 수 없습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No drive flt] (FLt): 드라이브 감지 결함 없음
[Drv running] (rUn): 드라이브 실행
[Freq.Th.att.] (FtA): 주파수 역치 도달([SETTINGS] (SEt-) 메뉴, 페이지39의 [Freq. threshold]
(Ftd) 파라미터)
[HSP attain.] (FLA): [High speed] (HSP) 도달
[I attained] (CtA): 전류 역치 도달([SETTINGS] (SEt-) 메뉴, 페이지39의 [Current threshold] (Ctd) 파라미터)
[Freq.ref.att] (SrA): 주파수 기준 도달
[Th.mot. att.] (tSA): 전동기 열적 역치 도달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39의
[Motor therm. level] (ttd) 파라미터)
[4-20mA] (APL): [4-20mA loss] (LFL) = [No] (nO), 페이지 95인 경우라 할 지라도 4-20 mA 신호의 상실
[LI1] - [LI6] (LI1) - (LI6): 선택된 논리 입력 값을 되돌립니다.
선택된 할당이 활성화될 때 계전기에 동력이 공급되며 [No drive flt] (FLt)는 예외입니다.
(드라이브가 결함을 감지하지 않은 경우 동력 공급).

[No] (nO): 할당되지 않음
[No drive flt] (FLt): 드라이브 감지 결함 없음
[Drv running] (rUn): 드라이브 실행
[Freq.Th.att.] (FtA): 주파수 역치 도달([SETTINGS] (SEt-) 메뉴, 페이지39의
[Freq. threshold] (Ftd) 파라미터)
[HSP attain.] (FLA): [High speed] (HSP) 도달
[I attained] (CtA): 전류 역치 도달([SETTINGS] (SEt-) 메뉴, 페이지 39의
[Current threshold] (Ctd) 파라미터)
[Freq.ref.att] (SrA): 주파수 기준 도달
[Th.mot. att.] (tSA): 전동기 열적 역치 도달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 39의
[Motor therm. level] (ttd) 파라미터)
[Brk control] (bLC): 제동 순차(참고로 이 할당은 [APPLICATION FUNCT.]으로부터만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FUn-)- 메뉴, 페이지 85)
[4-20mA] (APL): [4-20mA loss] (LFL) = [No] (nO), 페이지 95인 경우라 할 지라도 4-20 mA 신호의 상실
[LI1] - [LI6] (LI1) - (LI6): 선택된 논리 입력 값을 되돌립니다.
선택된 할당이 활성화될 때 계전기에 동력이 공급되며 [No drive flt] (FLt)는 예외입니다.
(드라이브가 결함을 감지하지 않은 경우 동력 공급).

페이지 45를 참고하십시오.

페이지 45를 참고하십시오.

페이지 46를 참고하십시오.

(1) [Saving config.] (SCS), [Macro configuration] (CFG), [Restore config.] (FCS) 는 다수의 구성 메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만 이들은 모든 메뉴 및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할당 변경을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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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CtL-) 메뉴

기능 접근 수준

공장 설정으로 복귀/구성 복구

이들 파라미터는 드라이브가 정지되고 실행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옵션 사항인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서 이 메뉴는

스위치가 위치에 있을 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어 및 기준 채널
실행 명령(포워드, 리버스 등) 및 기준은 다음 채널을 이용해 보낼 수 있습니다.
명령(CMD)

기준(rFr)

tEr: 단말기(LI.)

AIx: 단말기

LCC: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RJ45 소켓)

LCC: ATV312 키패드 혹은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LOC: 키패드를 통한 제어

AIV1: 조그 다이얼

Mdb: 모드버스(RJ45 소켓)

Mdb: 모드버스(RJ45 소켓)

nEt: 네트워크

nEt: 네트워크

[COMMAND] (CtL-) 메뉴, 페이지 58의[ACCESS LEVEL] (LAC) 파라미터는 제어 및 기준 채널의 우선적인 모드 선택 시 사
용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3개의 기능 수준이 있습니다.


[ACCESS LEVEL] (LAC) = 기본 기능. 채널은 우선 순위에 의해
[Level 1] (L1): 관리됩니다.



[ACCESS LEVEL] (LAC) = [Level 1] (L1)에 비해 추가 기능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Level 2] (L2):



-

+/- 속도 (동력화한 조그 다이얼)

-

제동 제어

-

2차적 전류 제한 스위칭

-

전동기 스위칭

-

리미트 스위치 관리

[ACCESS LEVEL] (LAC) = [Level 2] (L2)와 동일한 기능. 제어 및 기준 채널의 관리를 구성할
[Level 3] (L3):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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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CtL-) 메뉴

[ACCESS LEVEL] (LAC) = [Level 1] (L1) 이거나 혹은 [Level 2] (L2)일 경우 이들 채널은
우선순위에 의해 결합 가능합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에서 최저의 우선순위: 강제 로컬 모드, 네트워크, 모드버스,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단말기/키패드 (아래
그림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단말기/키패드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네트워크

강제 로컬 모드

페이지 53 및 54의 상세 블록도를 참조하십시오.
ATV312 드라이브의 공장 설정 모드에서 제어 및 기준은 단말기로 관리합니다.


원격 단말기 디스플레이에서 [HMI command] (LCC) = [Yes] (YES) ([COMMAND] (CtL-) 메뉴)인 경우, 제어 및 기준은
원격 단말기 디스플레이에 의해 관리됩니다([SETTINGS] (SEt-) 메뉴의 [HMI Frequency ref.] (LFr) 를 통한 기준).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채널들은 구성에 의해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합된 제어 및 기준
([Profile] (CHCF) 파라미터 = [Not separ.] (SIM)):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채널들은 구성에 의해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합된 제어 및 기준 ([Profile] (CHCF) 파라미터 = [Not separ.] (SIM)):

기준 채널의 선택: [Ref.1 channel]
(Fr1) 파라미터. 제어 채널은 동일
한 소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및 기준

기준 채널의 선택:
[Ref.2 channel] (Fr2) 파라미터
제어 채널은 동일한 소스에 연결
되어 있습니다.

[Ref. 2switching] (rFC) 파라미터는 [Ref.1 channel] (Fr1) 혹은 [Ref.2 channel] (Fr2)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혹은 각각에 대
한 원격 스위칭을 위해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를 구성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페이지 55 및 57의 상세 블록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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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어 및 기준 ([Profile] (CHCF) 파라미터 = [Separate] (SEP)):
기준
기준 채널의 선택:
[Ref.1 channel] (Fr1) 파라미터

기준

기준 채널의 선택:
[Ref.2 channel] (Fr2) 파라미터

[Ref. 2switching] (rFC) 파라미터는 [Ref.1 channel] (Fr1) 혹은 [Ref.2 channel] (Fr2)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혹은 각각에 대
한 원격 스위칭을 위해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를 구성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제어 채널의 선택: [Cmd channel
1] (Cd1) 파라미터

제어

제어 채널의 선택:
[Cmd channel 2] (Cd2) 파라미터

[Cmd switching] (CCS) 파라미터, 페이지 60은 [Cmd channel 1] (Cd1) 혹은 [Cmd channel]2 (Cd2)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혹은 각각에 대한 원격 스위칭을 위해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를 구성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페이지 55 및 56의 상세 블록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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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LEVEL] (LAC) = [Level 1] (L1) 혹은 [Level 2] (L2)에 대한 기준 채널
주의: +/- 속도 명령([Ref.1 channel] (Fr1) = [+/- SPEED] (UPdt) 혹
은

[+/-spd

HMI]

(UPdH))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SA2/SA3 서밍 입력 및 사전 설정 속도의 구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사전 설정 속도

조그
동작
PI 할당되지 않음

PI 할당됨
기준 A
램프
PI 기능
페이지 79 참조

네트워크
기준 B

강제 로컬 모드

"모드버스" 혹은 "네트워크"는 적절한 컨트롤 워드를 써서
온라인에서 선택합니다(구체적인 버스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키:
파라미터:
검정으로 표시한 사각형은 공장 설정 할당을 나
타냅니다.

[ACCESS LEVEL] (LAC) = [Level 2] (L2)에
대해 기능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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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LEVEL] (LAC) = [Level 1] (L1) 혹은 [Level 2] (L2)에 대한 제어 채널
[Forced local assign.] (FLO) 파라미터, 페이지 99, [HMI command] (LCC) 파라미터, 페이지 61 및 모드버스 버스 혹은 네트
워크의 선택은 기준 및 제어 채널 모두 공통입니다.
예: [HMI command] (LCC) = [Yes] (YES)인 경우 명령 및 기준은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서 제공합니다.

포워드
리버스 정지

네트워크

키패드

원격 디스플레이

키패드

단말기

(정지 키 우선)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키:
파라미터
검정으로 표시한 사각형은 공장
설정 할당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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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LEVEL] (LAC) = [Level 3] (L3)에 대한 기준 채널
주의: +/- 속도 명령([Ref.1 channel] (Fr1) = [+/- SPEED] (UPdt) 혹은 [+/-spd
HMI] (UPdH))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SA2/SA3 서밍 입력 및 사전 설정
속도의 구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사전
설정
속도
주의:
조그 동작

조그 동작은 기준 및 제
어가 단말기(AL. 및LI.)
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

PI 할당되지 않음

만 활성화됩니다.

PI 할당됨
램프
사전
설정
속도

강제 로컬 모드
기준 A
PI 기능
페이지 79 참조
사전
설정
속도
기준 B

키:

파라미터:
검정으로 표시한 사각형은 공장
설정 할당을 나타냅니다.
사전
설정
속도
BBV46385 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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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LEVEL] (LAC) = [Level 3] (L3)에 대한 제어 채널
결합된 기준과 제어
[Ref.1 channel] (Fr1) 파라미터, 페이지 58, [Ref.2 channel] (Fr2) 파라미터, 페이지59, [Ref. 2switching] (rFC) 파라미터, 페이
지 59, [Forced local assign.] (FLO) 파라미터, 페이지99, 및 [Forced local Ref.] (FLOC) 파라미터, 페이지 99는 기준과 제어
모두 공통입니다. 따라서 제어 채널은 기준 채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 [Ref. 1 channel] (Fr1) 기준 = [AI 1] (AI 1) (단말기의 아날로그 입력)인 경우 제어는 LI(단말기의 논리 입력)를 통해 이루
어집니다.

키패드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강제 로컬 모드

포워드
리버스
정지

(정지 키 우선)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키패드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키:
파라미터:
검정으로 표시한 사각형은 공장
설정 할당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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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LEVEL] (LAC) = [Level 3] (L3)에 대한 제어 채널
혼합 모드(별도의 기준 및 제어)
[Forced local assign.] (FLO) 파라미터, 페이지99 및 [Forced local Ref.] (FLOC) 파라미터, 페이지 99는 기준 및 제어에 모두
공통입니다.
예: 기준이 [AI 1] (AI 1) (단말기의 아날로그 입력)을 통한 강제 로컬 모드인 경우, 강제 로컬 모드의 제어는 LI(단말기의 논
리 입력)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키패드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강제 로컬 모드

포워드
키패드

리버스
정지

(정지 키 우선)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키패드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키
파라미터:
검정으로 표시한 사각형은 공장
설정 할당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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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능 중 호환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21페이지 비호환성 표 참조). 이 경우, 첫 번째로 구성된 기능이 나머지 기능이 구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ACCESS LEVEL] (LAC)를 [Level 3] (L3)에 할당하면 [Ref.1 channel] (Fr1) 파라미터, 페이지 58, [Cmd
channel 1] (Cd1) 파라미터, 페이지 59, [Profile] (CHCF) 파라미터, 페이지 59 및 [2/3 wire control] (tCC)
파라미터, 페이지 47의 공장 설정을 복구할 것입니다.
[Level 3] (L3) 은 오직 [Level 2] (L2) 혹은 [Level 1] (L1)로만 복구될 수 있으며, [Level 2] (L2)는
[Restore config.] (FCS), 페이지 46을 통한 “공장 설정” 방법에 의해 [Level 1] (L1)로만 복구될 수 있습
니다.
이 변경이 사용한 결선도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Level 1] (L1): 표준 기능 접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채널 관리.
[Level 2] (L2): [APPLICATION FUNCT.] (FUn-) 메뉴에 있는 고급 기능 접근:
- - +/- 속도 (전동식 조그 다이얼)
- 제동 제어
- 2차 전류 제한 스위칭
- 전동기 스위칭
- 리미트 스위치 관리
[Level 3] (L3): 고급 기능 접근 및 혼합 제어 모드 관리

페이지 29를 참조하십시오.

[No] (nO): 할당되지 않음
[AI1] (AI1): 아날로그 입력 AI1
[AI2] (AI2): 아날로그 입력 AI2
[AI3] (AI3): 아날로그 입력 AI3
[AI Virtual 1] (AIV1): 조그 다이얼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혹은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추가 할당이 가능합니다.
[+/-Speed] (UPdt): (1) +/- LI를 통한 속도 기준. 페이지 78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spd HMI] (UPdH): (1) ATV312 키패드 상의 조그 다이얼을 통한 +/- 속도 기준.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Output frequency] (rFr), 페이지 101을 표시합니다. 키패드 혹은 단말기를 통한
+/- 속도 기능은 [Output frequency] (rFr)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MONITORING] (SUP-) 메뉴로부터 제어됩니
다.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추가 할당이 가능합니다.
[HMI] (LCC):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 32에 있는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HMI Frequency ref.] (LFr) 파라미터를 통한 기준.
[Modbus] (Mdb): 모드 버스를 통한 기준
[Com. card] (nEt): 네트워크를 통한 기준

(1) 참고:
[+/- SPEED] (UPdt)를 동시에 [Ref.1 channel] (Fr1) 혹은 [Ref.2 channel] (Fr2)에 할당하거나 혹은 [+/-spd HMI]
(UPdH)를 동시에 [Ref.1 channel] (Fr1) 혹은 [Ref.2 channel] (Fr2)에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SPEED]
(UPdt)/[+/-spd HMI] (UPdH) 할당 중 하나만이 각각의 기준 채널에 허용됩니다.

[Ref. 1 channel] (Fr1)의 +/- 속도 기능은 다수의 기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페이지 21을 참조). 이는 이들 기능, 특히 공장
설정으로 할당되는 서밍 입력([Summing ref. 2] (SA2)을 [No] (nO)로 설정, 페이지 71) 및 사전 설정 속도([2 preset speeds]
(PS2) 및 [4 preset speeds] (PS4)를 [No] (nO)로 설정, 페이지 73)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Ref.2 channel] (Fr2)에서는 +/- 속도 기능은 사전 설정 속도, 서밍 입력 및 PI 레규레이터와 호환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할당 변경을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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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Ref. 2switching] (rFC) 파라미터는 [Ref.1 channel] (Fr1) 혹은 [Ref.2 channel] (Fr2)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혹
은 각각에 대한 원격 스위칭을 위해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를 구성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ch1 active] (Fr1): 기준 =기준 1
[ch1 active] (Fr2): 기준 = 기준 2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추가 할당이 가능합니다.
[C111] (C111): 11비트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2] (C112): 12비트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3] (C113): 13비트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4] (C114): 14비트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5] (C115): 15비트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211] (C211): 11비트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C212] (C212): 12비트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C213] (C213): 13비트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C214] (C214): 14비트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C215] (C215): 15비트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기준은 드라이브의 작동 중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Ref.1 channel] (Fr1)은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가 상태 0인 경우 활성화됩니다.
[Ref.2 channel] (Fr2)은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가 상태 1인 경우 활성화됩니다.

(제어 채널이 기준 채널에서 분리됨)
파라미터는 [ACCESS LEVEL] (LAC) =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Not separ.] (SIM): 결합됨
[Separate] (SEP): 분리됨

파라미터는 [Profile] (CHCF) = [Separate] (SEP), 페이지 59이며 [ACCESS LEVEL] (LAC)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Terminal] (tEr): 단말기를 통한 제어
[Local] (LOC): 키패드를 통한 제어
[Remot. HMI] (LCC):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제어
[Modbus] (Mdb): 모드버스를 통한 제어
[Com. card] (nEt): 네트워크를 통한 제어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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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파라미터는 [Profile] (CHCF) = [Separate] (SEP), 페이지 59 및 [ACCESS =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Terminal] (tEr): 단말기를 통한 제어
[Local] (LOC): 키패드를 통한 제어
[Remot. HMI] (LCC): 원격 표시 단말기를 통한 제어
[Modbus] (Mdb): 모드버스를 통한 제어
[Com. card (nEt): 네트워크를 통한 제어

파라미터는 [Profile] (CHCF) = [Separate] (SEP), 페이지 59 및 [ACCESS =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Cmd switching] (CCS) 파라미터는 [Cmd channel 1] (Cd1) 2] (Cd2) 채널을 선택하거나 혹은 (Cd1) 혹은
[Cmd channel 2] (Cd2)의 원격 스위칭에 대한 로직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1 active] (Cd1): 제어 채널
[ch2 active] (Cd2): 제어 채널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LI6
B2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의
B2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의
B2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의
B2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의
B2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의
B2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의
B2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의
B2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의
B2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의
B2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의

= 채널 1
= 채널 2

Bit
Bit
Bit
Bit
Bit
Bit
Bit
Bit
Bit
Bit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채널 1은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가 상태 0인 경우 활성화 상태입니다.
채널 2는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가 상태 1인 경우 활성화 상태입니다.

(이 방향으로만 복제하십시오)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 작동
명령 및/혹은 기준을 복제하면 회전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CCESS LEVEL] (LAC) =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No] (nO): 복제 불 가
[Reference] (SP): 복제 기준
[Command] (Cd): 복제 제어
[Cmd + ref.] (ALL): 복제 제어 및 기준
• 널 2가 단말기를 통해 제어되는 경우 채널 1 제어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 채널 2 기준이 AI1, AI2, AI3 혹은 AIU1을 통해 설정되는 경우 채널 1 기준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 채널 2 기준이 +/- 속도를 통해 설정되지 않는 경우 복제된 기준은 [Frequency ref.] (FrH) (램프 이전)입니다.
이 경우 복제된 기준은 [Output frequency] (rFr) (램프 이후)입니다.
주의: 제어 및/혹은 기준을 복제하면 회전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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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CtL-)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파라미터는 원격표시 단말기를 통해, 그리고 [ACCESS LEVEL] (LAC) = [Level 1] (L1) 혹은 [Level 2] (L2),
페이지 58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No] (nO): 기능 비활성화
[Yes] (YES): 표시 단말기의 STOP/RESET, RUN 및 FWD/REV 버튼을 사용한 드라이브의 제어가 가능하
게 합니다.여기에서 속도 기준은 [SETTINGS] (SEt-) 메뉴의 [HMI Frequency ref.] (LFr) 파라미터에 의해
제공됩니다. 프리휠 정지, 신속 정지 및 DC 인젝션 정지만이 단말기 상에 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드
라이브/단말기 연결이 차단되거나 혹은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결함을 감지
하고 [MODBUS FAULT] (SLF)에서 잠깁니다.

이 파라미터는 드라이브 및 원격 단말기 상의 정지 버튼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활성화된 제어 채널이
통합 디스플레이 단말기 혹은 원격 단말기 상의 채널과 다른 경우 정지 버튼은 비활성화 됩니다.

주의
제어의 상실
드라이브 및 원격 디스플레이에 위치한 정지 버튼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정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NO'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 (nO): 기능 비활성화
[Yes] (YES): 정지 키 우선

이 파라미터는 [Ref.1 channel] (Fr1), 페이지 29 혹은 [Ref.2 channel] (Fr2),
페이지 58이 LCC 혹은 AI1에 할당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키패드 상의 RUN 키 혹은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상의 RUN 키를 위해 승인된 동작의 방향.
[Forward] (dFr): 포워드
[Reverse] (drS): 리버스
[Both] (bOt): 양방향 승인.

페이지 4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4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46을 참조하십시오.

이 파라미터의 할당 변경을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1)[Saving config.] (SCS), [Macro configuration] (CFG), 및 [Restore config.] (FCS)는 다수의 구성 메뉴에서 접근이 가능하
지만 모든 메뉴와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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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서브메뉴

서브메뉴

이들 파라미터는 드라이브가 정지되고 실행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옵션 사항인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서 이 메뉴는 스위치가
위치에 있을 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부 기능은 다수의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확실하게 하고 수많은 파라미터를 스크롤하지 않기 위해 이들
기능은 서브메뉴로 세분됩니다.
메뉴와 마찬가지로 서브 메뉴는 코드 다음에 나오는 대시에 의해 구별됩니다. 예:
참고: 기능들 간에 비호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페이지 21, 비호환 표를 참조하십시오). 이 경우 최초로 구성된 기능이
나머지 기능의 구성을 방지할 것입니다.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가속 및 감속 램프의 형상을 정의합니다.
[Linear] (LIn): 선형 램프
[S ramp] (S): S 램프
[U ramp] (U): U 램프
[Customized] (CUS): 맞춤형 램프
S 램프
라운딩 계수는 고정이며,
t2 = 0.6 x t1
t1 = 설정된 램프 타임.

U 램프
라운딩 계수는 고정이며,
t2 = 0.5 x t1
t1 = 설정된 램프 타임.

맞춤형 램프
tA1: 0에서 100%까지 조정 가능 (ACC 혹은 AC2에 대해)
tA2: 0 에서 (100% - tA1)까지 조정 가능 (ACC 혹은 AC2에 대해)
tA3: 0에서 100%까지 조정 가능 (dEC 혹은 dE2에 대해)
tA4: 0 에서 (100% - tA3)까지 조정 가능 (dEC 혹은 dE2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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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MANAGEMENT] (FLt-)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계속)

파라미터는 [Ramp type] (rPt) = [Customized] (CUS), 페이지 62인 경우에 접근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는 [Ramp type] (rPt) = [Customized] (CUS), 페이지 62인 경우에 접근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는 [Ramp type] (rPt) = [Customized] (CUS), 페이지 62인 경우에 접근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는 [Ramp type] (rPt) = [Customized] (CUS), 페이지 62인 경우에 접근 가능합니다.

[0.01] (0.01): 램프는 0.05 초와 327.6 초 사이에 설정 가능합니다.
[0.1] (0.1): 램프는 0.1 초와 3,276 초 사이에 설정 가능합니다.
[1] (1): 램프는 1 초와 32,760 초(1) 사이에 설정 가능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Acceleration] (ACC), [Deceleration] (dEC), [Acceleration 2] (AC2) 및 [Deceleration 2] (dE2)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참고: [Ramp increment] (Inr)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Acceleration] (ACC), [Deceleration] (dEC), [Acceleration 2]
(AC2) 및 [Deceleration 2] (dE2) 파라미터의 설정 변경을 가져옵니다.
I n r , 페이지

3 초

63에 따라서

3 초

0과 공칭 주파수 [Rated motor freq.] (FrS) ([MOTOR CONTROL] (drC-) 메뉴의 파라미터) 간 가속/감속하
도록 정의됩니다.
[Deceleration] (dEC)의 값이 정지되는 부하에 대해 너무 낮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9,999 보다 높은 값이 드라이브 혹은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 표시되는 경우 천단위 숫자 후에 점을 삽입합니다.
참고:
이러한 종류의 표시는 소수점 후에 두 개의 숫자를 갖는 값과 9,999 보다 큰 값 사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Ramp increment] (Inr) 파라미터의 값을 확인하십시오.
예:
- [Ramp increment] (Inr) = 0.01인 경우 15.65라는 값은 15.65 초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 [Ramp increment] (Inr) = 1인 경우 15.65라는 값은 15,650 초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2)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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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계속)

이 기능은 제어 채널에 상관 없이 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CD12] (CD12):
[CD13] (CD13):
[CD14] (CD14):
[CD15] (CD15):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비트
비트
비트
비트

11 컨트롤 워드
12 컨트롤 워드
13 컨트롤 워드
14 컨트롤 워드
15 컨트롤 워드

[Acceleration] (ACC) 및 [Deceleration] (dEC) 이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가 상태 0인 경우 활성화됩니다.
[Acceleration2] (ACC2) 및 [Deceleration2] (dEC2) 이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가 상태 1인 경우
활성화됩니다.

두번째 램프는 [Ramp 2 threshold]] (Frt)가 0이 아니며(0은 비활성 기능에 해당) 출력 주파수가
[Ramp 2 threshold]] (Frt)보다 높은 경우에 전환됩니다.
역치 램프 스위칭은 다음과 같이 LI 혹은 비트를 통한 스위칭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LI 혹은 비

주파수

램프

트

In r, 페이지
63에 따라서
파라미터는 [Ramp 2 threshold] (Frt) > 0, 페이지 64 이거나 혹은 [Ramp switch ass.] (rPS),
페이지 64가 할당된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In r, 페이지
63에 따라서
파라미터는 [Ramp 2 threshold] (Frt) > 0, 페이지 64 이거나 혹은 [Ramp switch ass.] (rPS),
페이지 64가 할당된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감속 램프가 부하의 관성에 대해 너무 낮은 값에 설정된 경우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감속 램프를 자동적으로
적응시킵니다.
[No] (nO): 기능 비활성화
[Yes] (YES): 기능 활성화. 이 기능은 다음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램프에서의 포지셔닝
 브레이킹 레지스터의 사용(레지스터는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Dec ramp adapt.] 제동 제어[Brake assignment] (bLC), 페이지 85가 할당된 경우 [Dec ramp adapt.] (brA) 는 강제로 [No] (nO)가 됩니다.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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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실행 명령의 부재 혹은 정지 명령의 출현에 따른 정지 모드.
[Ramp stop] (rMP): 램프
[Fast stop] (FSt): 신속 정지
[Freewheel] (nST): 프리휠 정지
[DC injection] (dCI): DC 인젝션 정지

[No] (nO):
[LI1] (LI1):
[LI2] (LI2):
[LI3] (LI3):
[LI4] (LI4):
[LI5] (LI5):
[LI6] (LI6):

할당되지 않음
논리 입력 LI1
논리 입력 LI2
논리 입력 LI3
논리 입력 LI4
논리 입력 LI5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정지는 입력값의 논리 상태가 0으로 변하고 컨트롤 워드 비트가 1로 변할 때 활성화됩니다.
신속 정지는 [Ramp divider] (dCF) 파라미터를 통한 감소 램프에서의 정지입니다. 만일 입력값이 다시
상태 1로 가고 실행 명령이 그때까지도 효력이 있다면 전동기는 2-wire level 제어가 구성되고 [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2 wire type] (tCt) = [Level] (LEL) 혹은 [Fwd priority] (PFO), 페이지 47인 경
우에만 다시 시작됩니다.그 이외의 경우에는 실행 명령이 다시 보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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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계속)

실행 명령의 부재 혹은 정지 명령의 출현에 따른 정지.
[Ramp stop] (rMP): 램프
[Fast stop] (FSt): 신속 정지
[Freewheel] (nST): 프리휠 정지
[DC injection] (dCI): DC 인젝션 정지

[No] (nO):
[LI1] (LI1):
[LI2] (LI2):
[LI3] (LI3):
[LI4] (LI4):
[LI5] (LI5):
[LI6] (LI6):

할당되지
논리 입력
논리 입력
논리 입력
논리 입력
논리 입력
논리 입력

않음
LI1
LI2
LI3
LI4
LI5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추가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CD12] (CD12):
[CD13] (CD13):
[CD14] (CD14):
[CD15] (CD15):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비트
비트
비트
비트

11 컨트롤 워드
12 컨트롤 워드
13 컨트롤 워드
14 컨트롤 워드
15 컨트롤 워드

정지는 입력값의 논리 상태가 0으로 변하고 컨트롤 워드 비트가 1로 변할 때 활성화됩니다.
신속 정지는 [Ramp divider] (dCF) 파라미터를 통한 감소 램프에서의 정지입니다. 입력값이 상태 1로
되돌아가고 실행 명령이 아직 유효하다면 전동기는 2-wire level 제어가 구성되고 [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2 wire type] (tCt) = [Level] (LEL) 혹은 [Fwd priority] (PFO), 페이지 47인 경우에만 재시
작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실행 명령이 다시 보내져야 합니다.

파라미터는 [Type of stop] (Stt) = [Fast stop] (FSt) 이고 [Fast stop] (FSt)은 [No] (nO),
페이지 66가 아닌 경우에 접근 가능합니다.
감소된 램프가 정지되는 부하에 대해 너무 낮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0값은 최소 램프에 해당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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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계속)

경고
홀딩 토크의 부재


DC 인젝션 제동은 제로 스피드에서 홀딩 토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C 인젝션 제동은 전원이 상실되거나 드라이브가 결함을 감지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토크 수준의 유지를 위해 별도의 제동기를 사용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1: 이 기능은 “제동 제어” 기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페이지 21 참조).
참고 2: DC 인젝션 정지는 드라이브가 조그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정지 시 효력이 없습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LI1
[LI2] (LI2): 논리 입력LI2
[LI3] (LI3): 논리 입력LI3
[LI4] (LI4): 논리 입력LI4
[LI5] (LI5): 논리 입력LI5
[LI6] (LI6): 논리 입력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제동은 입력의 논리 상태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가 1일 때 활성화됩니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Type of stop] (Stt) = [DC injection] (dCI) 페이지 66이거나 혹은
[DC injection assign.](dCI)가 [No] (nO) 페이지 67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5초 후에 인젝션 전류는 만일 높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0.5 [Mot. therm. current] (ItH)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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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계속)
초

초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은 과열을 발생시키고 전동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을 피하여 전동기를 보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Type of stop] (Stt) = [DC injection] (dCI), 페이지 66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정지는 입력값의 논리 상태가 0일 때 활성화됩니다. 입력값이 상태 1로 되돌아가고 실행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전동기는 2-wire level 제어가 구성된 경우에만 재시작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새로운 실
행 명령이 다시 보내져야 합니다.

(1) 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2)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참고: 이들 설정은 "자동 정지 DC injection"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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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Continuous] (Ct)에 설정된 경우 이 파라미터는 실행 명령이 없더라도 인젝션 전류가 발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Auto tuning] (tUn) = [Drv running] (rUn)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험

감전, 폭발 혹은 아크 플래쉬(ARC FLASH) 위험
ADC = CT인 경우 실행 명령이 보내지지 않았어도 전류의 인젝션이 이루어집니다.

이 동작으로 인해 사람 혹은 장비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홀딩 토크의 부재




DC 인젝션 제동은 제로 스피드에서 홀딩 토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C 인젝션 제동은 전원이 상실되거나 드라이브가 결함을 감지 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토크 수준의 유지를 위해 별도의 제동기를 사용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 (nO): 인젝션 없음
[Yes] (YES): 조정 가능한 기간에 대한 정지 인젝션
[Continuous] (Ct): 연속 정지 인젝션
초

초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은 과열을 발생시키고 전동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을 피하여 전동기를 보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uto DC injection] (AdC)가 [No] (nO), 페이지 69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uto DC injection] (AdC)가 [No] (nO), 페이지 69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내는지 확인하십시오.

(1) 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2)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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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계속)
초

초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은 과열을 발생시키고 전동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DC 인젝션 제동을 피하여 전동기를 보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uto DC injection] (AdC)가 [No] (nO), 페이지 69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전동기가 과열되지 않고 이 전류를 견뎌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uto DC injection] (AdC)가 [No] (nO), 페이지 69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동작

예

실행 명령

속도

(1) 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2)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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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하나 혹은 두 개의 입력값을 [Ref.1 channel] (Fr1) 기준에 통합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 "서밍 입력" 기능은 다른 기능과는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21 참조).

[No] (nO): 할당되지 않음
[AI1] (AI1): 아날로그 입력 AI1
[AI2] (AI2): 아날로그 입력 AI2
[AI3] (AI3): 아날로그 입력 AI3
[AI Virtual 1] (AIV1): 조그 다이얼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HMI] (LCC):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 32에 있는 [HMI Frequency ref.] (LFr) 파라미터,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기준.
[Modbus] (Mdb): 모드 버스를 통한 기준
[Com. card] (nEt): 네트워크를 통한 기준

[No] (nO): 할당되지 않음
[AI1] (AI1): 아날로그 입력 AI1
[AI2] (AI2): 아날로그 입력 AI2
[AI3] (AI3): 아날로그 입력 AI3
[AI Virtual 1] (AIV1): 조그 다이얼

[HMI] (LCC):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 32에 있는 [HMI Frequency ref.] (LFr) 파라미터,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기준.
[Modbus] (Mdb): 모드 버스를 통한 기준
[Com. card] (nEt): 네트워크를 통한 기준

Summing inputs
참고:
AI2 는 네거티브 신호의 서밍에 의한 차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 10 V 입력입니다.

페이지 53 및 55 의 완전한 블록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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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정 속도
2, 4, 8 혹은 16개의 속도가 사전 설정 가능하며 각각 1, 2, 3 혹은 4개의 논리 입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할당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preset speeds] (PS2), 다음 [4 preset speeds] (PS4), 다음 [8 preset speeds]
(PS8), 다음 [16 preset speeds] (PS16).
사전 설정 속도 입력의 조합표
16개 속도
LI (PS16)

8 개 속도
LI (PS8)

4 개 속도
LI (PS4)

2 개 속도
LI (PS2)

속도 기준

0

0

0

0

기준 (1)

0

0

0

1

SP2

0

0

1

0

SP3

0

0

1

1

SP4

0

1

0

0

SP5

0

1

0

1

SP6

0

1

1

0

SP7

0

1

1

1

SP8

1

0

0

0

SP9

1

0

0

1

SP10

1

0

1

0

SP11

1

0

1

1

SP12

1

1

0

0

SP13

1

1

0

1

SP14

1

1

1

0

SP15

1

1

1

1

SP16

(1) 페이지 53 및 55의 블럭도를 참조하십시오 : 기준 1 = (SP1).
참고: Fr1 = LCC 이고 rPI= nO이면 PI 기준 (%) = 10 * AI (Hz)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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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참고: "사전 속도 설정" 기능은 다른 기능과는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21 참조).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 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4 preset speeds] (PS4)는 [8 preset speeds] (PS8)보다 먼저 할당해야 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 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2 preset speeds] (PS2)는 [4 preset speeds] (PS4)보다 먼저 할당해야 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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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계속)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8 preset speeds] (PS8)는 [16 preset speeds] (PS16)보다 먼저 할당해야 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몇 개의 속도가 구성되었는지에 따릅니다.
(2)참고: 속도는 [High speed] (HSP) 파라미터, 페이지 33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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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계속)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몇 개의 속도가 구성되었는지에 따릅니다.
(2)참고: 속도는 [High speed] (HSP) 파라미터, 페이지 33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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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참조: “조그 동작” 기능은 다른 기능과 호환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페이지 21 참조).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예: 2-wire 제어 동작([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전동기
주파수
기준

램프

램프 0.1초로 설정

JGF 기준

JGF 기준
LI(조그)

포워드

리버스

파라미터는 [JOG] (JOG)가 [No] (nO), 페이지 76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접근 가능합니다.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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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기능은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가
지 종류의 작동이 가능합니다.
1.

단일 동작 버튼의 사용: 동작 방향 이외에도 2 개의 논리 입력이 필요합니다.
“+ 속도” 명령에 할당된 입력은 속도를 증가시키며 “- 속도” 명령에 할당된 입력은 속도를 줄입니다.
참고: “+ 속도” 및 “- 속도” 명령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 속도”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2.

이중 동작 버튼의 사용: “+ 속도”에 할당되는 하나의 논리 입력만 필요합니다.

이중 동작 버튼에 의한 +/- 속도:
설명: 각각의 회전방향에 대해 하나의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각 동작이 접점을 닫습니다.
열림

1차 누름

2차 누름

(- 속도)

(속도 유지)

(+ 속도)

포워드 버튼

–

a

a and b

리버스 버튼

–

c

c and d

와이어링의 예시:
LI1: 포워드
LIx: 리버스

제어 단말기

LIy: + 속도

전동기 주파수
LSP
0
LSP
포워드
2 차 누름
1 차 누름
0
리버스 2 차 누름
1 차 누름
0
이러한 종류의 +/- 속도는 3-wire 제어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동작이 선택되든지 최대 속도는 [High speed] (HSP) 파라미터, 페이지 33에 의해 설정됩니다.
참고:
기준이 '+/- 속도'에 의해 하나의 기준 채널에서 다른 기준 채널로 [Ref. 2switching] (rFC), 페이지 59 를 통해 전환되는 경우,
[Output frequency] (rFr) 기준값(램프 이후)이 동시에 복제됩니다. 이로써 스위칭이 발생할 때 속도가 부정확하게 0 으로
재설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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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전동식 조그 다이얼)
기능은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이고 [+/-spd HMI] (UPdH)나
혹은 [+/- SPEED] (UPdt), 페이지 58이 선택된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 '+/- 속도' 기능은 다수의 기능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페이지 21 참조). 이는 이들 기능. 특히
공장 설정으로 할당되는 서밍 입력([Summing ref. 2] (SA2)를 [No] (nO)로 설정, 페이지 71) 및 사전
설정 속도 ([2 preset speeds] (PS2) 및 [4 preset speeds] (PS4)를 [No] (nO)로 설정, 페이지 73)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는 [+/- SPEED] (UPdt)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파라미터는 [+/- SPEED] (UPdt)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 속도' 기능과 연관되어 이 파라미터는 기준을 저장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실행 명령이 사라지는 경우(RAM에 저장)
라인 서플라이 혹은 실행 명령이 사라지는 경우(EEPROM에 저장).

따라서 다음에 드라이브가 시작될 때 속도 기준은 최종 저장된 기준입니다.
[No] (nO): 저장되지 않음
[RAM] (rAM): RAM에 저장
[EEprom] (EEP): EEPROM에 저장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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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PI 레규레이터
블럭도

기능은 아날로그 입력을 PI 피드백(측정)에 할당함으로써 활성화됩니다.
재시작 오류
역치
(wake-up)

램프

오류 전도

내부
기준

기준 A
페이지 53 및 55

이득

사전 설정
PI 기준

키:

파라미터:
검정으로 표시한 사각형
은 공장 설정 할당을 나
타냅니다.

PI
피드백

기준 B
페이지 53 및 55
PI 피드백:
PI 피드백은 아날로그 입력 AI1, AI2, 혹은 AI3 중의 하나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PI 기준:
PI 기준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음 파라미터에 할당이 가능합니다.
PI 기준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음 파라미터에 할당이 가능합니다.
논리 입력, [Preset ref. PID 2] (rP2), [Preset ref. PID 3] (rP3), 및 [Preset ref. PID 4] (rP4), 페이지 82를 통한 사전 설정 기준
내부 기준 [Internal PID ref.] (rPI), 페이지 83
기준 [Ref.1 channel] (Fr1), 페이지 58
사전 설정 PI 기준의 조합표
기준
rPI 또는 Fr1
rPI 또는 Fr1

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Internal PID ref.] (rPI), 페이지 32

[Preset ref. PID 2] (rP2), [Preset ref. PID 3] (rP3), 및 [Preset ref. PID 4] (rP4), 페이지 36

[PID prop. gain] (rPG), 페이지 36

[PID integral gain] (rIG), 페이지 36

[PID fbk scale factor] (FbS), 페이지 36:
[PID fbk scale factor] (FbS) 파라미터는 PI 피드백(센서 등급)의 변동 범위에 따라서 기준을 조정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예: 조절 압력
PI 기준(프로세스) 0-5 bar(0-100%) 압력 센서 등급 0-10 bar
[PID fbk scale factor] (FbS) = 최대 센서 확장/최대 프로세스
[PID fbk scale factor] (FbS) = 10/5= 2

[PID wake up thresh.] (rSL), 페이지 38:
저속[Low speed time out] (tLS)에서 초과된 최대 시간 역치 때문에 발생한 정지 이후에 PI 레규레이터가 그 이상에서
재활성화(wake up)되는 PI 오류 역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PID correct. reverse] (PIC), 페이지36: [PID correct. reverse] (PIC) = [No] (nO)인 경우 오류가 포지티브이면 전동기
속도는 증가합니다(예: 컴프레서에 의한 압력 제어). [PID correct. reverse] (PIC) = [Yes] (YES)인 경우 오류가
포지티브이면 전동기 속도는 감소합니다(예: 냉각 팬을 사용한 온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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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에 의한 "수동 – 자동" 동작
이 기능은 PI 레규레이터와 [Ref. 2switching] (rFC) 기준 스위칭, 페이지 59를 결합합니다. 속도 기준은 논리 입력의 상태에
따라서 [Ref.2 channel] (Fr2) 혹은 PI 기능이 제공합니다.

PI 레규레이터 셋업
1. PI mode 모드에서의 구성
블록도 페이지 79 를 참조하십시오.
2. 공장 설정 모드에서 검사를 수행하십시오(대부분의 경우 이로써 충분합니다).
드라이브의 최적화를 위해 [PID prop. gain.] (rPG) 혹은 [PID integral gain] (rIG)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에 대하여 PI 피드백 효과를 관찰하십시오.
3. 공장 설정이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수동 모드에서 (PI 레규레이터가 없이) 속도 기준으로 그리고 시스템의 속도 범위에 대한 부하 상태의 드라이브로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 안정된 상태에서 속도는 안정되고 기준을 준수하며 PI 피드백 신호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 과도 상태에서는 속도는 램프를 따르고 신속히 안정화되어야 하며 PI 피드백은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면 드라이브 및/혹은 센서 신호 설정 및 케이블링을 참조하십시오.
PI 모드로 전환.
[Dec ramp adapt.] (brA)를 no(램프의 자동 적응 없음)에 설정하십시오.
[Acceleration] (ACC) 및 [Deceleration] (dEC) 속도 램프를 [OVERBRAKING] (ObF) 결함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역학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수준에 설정하십시오.
적분 이득 [PID integral gain] (rIG)을 최소 수준에 설정하십시오.
PI 피드백과 기준을 관찰하십시오.
드라이브 ON/OFF를 반복적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부하나 기준을 여러 번 신속히 변화시키십시오.
과도 상태에서 반응 시간과 안정성 간에 적절한 타협을 이루기 위해 비례 이득 [PID prop. gain] (rPG)을
설정하십시오(안정되기 전 약간의 오버슛 및 1-2차례의 진동).
안정 상태에서 기준이 사전 설정값으로부터 변화한다면 불안정의 경우(펌프 애플리케이션) 점진적으로 적분 이득[PID
integral gain] (rIG)을 증가시키고 비례 이득[PID prop. gain] (rPG)은 줄여서 반응 시간과 정적인 정밀성 간에 타협점을
찾으십시오(다이아그램 참조).
전체 기준 범위에 대해 제품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안정화 시간
조정값

높음
기준

오버슛

정적 오류

비례 이득
낮음
상승 시간
시간

높음

기준
적분
이득
낮음

기준

시간

및

정확

시간

진동 주기는 시스템 역학에 따릅니다.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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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시간

오버슛

안정화 시간

정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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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참고: 'PI 레규레이터' 기능은 다수의 기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페이지 21을 참조하십시오).
이는 이들 기능, 특히 공장 설정으로 할당되는 서밍 입력([Summing ref. 2] (SA2)를 [No] (nO)로 설정,
페이지 71) 및 사전 설정 속도([2 preset speeds] (PS2) 및 [4 preset speeds] (PS4)를 [No] (nO)로 설정,
페이지 73)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No] (nO):
[AI1] (AI1):
[AI2] (AI2):
[AI3] (AI3):

할당되지 않음
아날로그 입력 AI1
아날로그 입력 AI2
아날로그 입력 AI3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 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I 피드백이 신속하게 변하는 경우에 동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I 피드백이 신속하게 변하는 경우에 동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적응을 위함.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No] (nO): 정상
[Yes] (YES): 리버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BBV46385 6/2010

81

[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계속)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2 preset PID ref.] (Pr2), 페이지 81은 [4 preset PID ref.] (Pr4)에 앞서 우선 할당되어야 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페이지 36을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36을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36을 참조하십시오.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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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계속)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의도하지 않은 재시작으로 위험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PI"와 "저속 동작 시간" [Low speed time out] (tLS) (페이지 38)이 동시에 구성된다면 PI 레규레이터는
[Low speed] (LSP)보다 낮은 속도의 설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작, [Low speed] (LSP)에서의 운전, 정지 등 만족스럽지 않은 작동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rSL (재시작 오류 역치) 파라미터는 장기적인 [Low speed] (LSP)에서의 정지 이후 재시작을 위한 최소의
PI 오류 역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Low speed time out] (tLS) = 0인 경우 비활성 상태입니다.

[No] (nO): PI 레규레이터의 기준은 [Ref.1 channel] (Fr1)이며, 단 [+/-spd HMI] (UPdH) 및 [+/- SPEED]
(UPdt)는 제외입니다(+/- 속도는 PI 레규레이터의 기준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Yes] (YES): PI 레규레이터의 기준은 [Internal PID ref.] (rPI) 파라미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제공됩니다.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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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제어
기능은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 (페이지 53)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계전기 R2 혹은 논리 출력 AOC에 할당 가능한 이 기능은 드라이브가 전자기적인 제동을 관리하도록 해줍니다.

원리
스타트업 중 토크의 빌드업에 의한 제동 해제와 정지에 따른 제로 스피드에서의 제동 작동(engage)을 동기화하여 거친
동작을 방지합니다.

제동 순차
전동기 속도
속도 기준

애플리케이션

기능에서

접근

가능한

설정

[APPLICATION FUNCT.] (FUn-) 메뉴:


계전기 R2 혹은



논리 출력 AOC




전동기 전류


전동기 주파수



제동 해제 주파수
[Brake release freq] (brL)
제동 해제 전류
[Brake release I FW] (Ibr)
제동 해제 시간 지연
[Brake Release time] (brt)
제동 작동 주파수
[Brake engage freq] (bEn)
제동 작동 시간 지연
[Brake engage time] (bEt)
제동 해제 펄스
[Brake impulse] (bIP)

속도 기준

제동 상태

작동

해제

작동

권장 제동 제어 설정:
1. [Brake release freq] (brL), 페이지 85:
– 수평 이동: 0 으로 설정
– 수직 이동: 전동기 공칭 슬립(Hz)과 동일한 주파수로 설정.
2. [Brake release I FW] (Ibr), 페이지 85:
– 수평 이동: 0 으로 설정.
- 수직 이동: 전동기의 공칭 전류를 사전 설정하고 스타트업에 따른 거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제동이 해제될 때 최대 부하가 보류되도록 함.
3. [Brake Release time] (brt), 페이지 85:
- 의 종류에 따라 조정. 기계식 제동이 해제되는 데 필요한 시간.
4. [Brake engage freq] (bEn), 페이지 85:
– 수평 이동: 0으로 설정.
- 수직 이동: 전동기 공칭 슬립(Hz)과 동일한 주파수로 설정. 참고: 최대 [Brake engage freq] (bEn) = [Low
speed] (LSP). 이는 [Low speed] (LSP)에 앞서서 적절한 값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Brake engage time] (bEt), 페이지 85:
제동의 종류에 따라 조정. 기계식 제동이 해제되는 데 필요한 시간.
6. [Brake impulse] (bIP), 페이지 85:
– 수평 이동: [No] (nO)로 설정.
- 수직 이동: [Yes] (YES)에 설정한 후 '포워드 실행' 제어에 대한 전동기 토크 방향이 부하의 위로 향한
방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두 전동기 상(phase)을 바꾸십시오. 이
파라미터는 제동이 해제되는 동안 부하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된 동작의 방향에 상관 없이
위로 향한 방향으로 전동기 토크를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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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기능은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다른 기능과 호환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페이지 21 참조).

[No] (nO): 할당되지 않음
[R2] (r2): 계전기 R2
[DO] (dO): 논리 출력 AOC
[Brake assignment] (bLC)가 할당되는 경우 [Catch on the fly] (FLr) 파라미터, 페이지 93 및 [Dec ramp
adapt.](brA) 파라미터, 페이지 64는 강제로 [No] (nO)되고 [Output Phase Loss] (OPL) 파라미터, 페이지
94는 강제로 [Yes] (YES)됩니다.
[Brake assignment] (bLC)는 [Output Phase Loss] (OPL) = [Output cut] (OAC), 페이지 94인 경우 강제로 [No] (nO)됩니다.

제동 해제 주파수

상승 이동 혹은 전진 이동을 위한 제동 해제 전류 역치.

제동 해제 시간 지연.

최소 기준에서의 전동기 주파수.
이 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 33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정되지 않음
조정 범위(Hz)
[Brake assignment] (bLC)가 할당되고 [Brake engage freq] (bEn) 가 [No] (nO)에 설정된 상태이면 드라이브
는 최초 실행 명령에 따라 [BRAKE CONTROL FAULT] (bLF) 모드에서 잠깁니다.

제동 작동 시간(제동 반응 시간)

[No] (nO): 제동이 해제되는 동안 전동기 토크의 방향은 명령된 회전방향에 해당합니다.
[Yes] (YES): 제동이 해제되는 동안 전동기의 토크 방향은 명령된 동작 방향에 상관 없이 포워드입니다.
참고: ‘포워드 실행’ 제어를 위한 전동기 토크 방향이 부하의 위를 향한 방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두 전동기 상(phase)을 바꾸십시오.

(1)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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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기능은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할당된 논리 입력을 선택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Current Limitation] (CLI)는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가 상태 0인 경우 ([SETTINGS] (SEt-) 메뉴,
페이지 38) 활성화됩니다.
[I Limit. 2 value] (CL2)는 논리 입력 혹은 컨트롤 워드 비트가 상태 1인 경우 활성화됩니다.

페이지 38을 참조하십시오.

(1)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2)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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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기능은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No] (nO):
[LI1] (LI1):
[LI2] (LI2):
[LI3] (LI3):
[LI4] (LI4):
[LI5] (LI5):
[LI6] (LI6):

할당되지 않음
논리 입력LI1
논리 입력LI2
논리 입력LI3
논리 입력LI4
논리 입력LI5
논리 입력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 1] (CD1 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LI 또는 비트 = 0: 전동기 1
LI 또는 비트 = 1: 전동기 2
주의:
이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자동 조정 기능, 페이지 43은 전동기 2에 대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변경은 드라이브가 잠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전동기 스위칭 기능이 전동기 열적 보호를 동작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전동기 스위칭을 사용할 경우 외부적인 과부하 보호 장치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참고:
비율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tandard mot. freq] (bFr)가 60 Hz에 설정된 경우 공장 설정은 50 Hz이거나 혹은 60Hz로 사전 설정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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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계속)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전동기 2의 공칭 전류는 정격 라벨에 제공됨.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0 - 9,999 rpm 이후 10.00 - 32.76 krpm
명판이 공칭 속도가 아니라 동기 속도를 표시하며 슬립을 Hz
혹은 %로 표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칭 속도를 계산하십시오.
공칭 속도

동기 속도

공칭 속도

동기 속도

공칭 속도

동기 속도

슬립
슬립
슬립

전동기
전동기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Cos Phi는 전동기 2의 정격 라벨에 제공됨.

[Cst. torque] (L): 평행 연결 전동기 혹은 특수 전동기에 대한 일정형 토크.
[Var. torque] (P): 펌프 및 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변 토크.
[SVC] (n): 일정형 토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리스 플럭스 벡터 제어
[Energy sav.] (nLd): 높은 동력을 요구하지 않는 가변 토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에너지 절감
(무부하에서의 P ratio 및 부하 상태에서의 n ratio에 유사한 방법으로 거동)
전압

주파수

페이지 39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39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39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39를 참조하십시오.

(1) 파라미터는 또한 [SETTINGS] (SEt-) 메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2) 설치 설명서 및 드라이브의 명판에 표시된 드라이브의 공칭 전류에 해당.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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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리미트 스위치 관리
기능은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직렬 리미트 스위치 동작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리버싱 불가 혹은 가능).
-

하나 혹은 2개의 논리 입력 할당(포워드 리미트 스위치, 리버스 리미트 스위치)

-

정지 종류의 선택 (램프, 신속 혹은 프리휠)
정지 후에 전동기는 반대 방향으로만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지는 입력이 상태 0일 때 허용됩니다. 동작 방향은 상태1에서 승인됩니다.

-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정지 이후의 재시작
다른 방향으로 실행 명령을 보내십시오(제어가 단말기를 통하는 경우, [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이며



[2 wire type] (tCt) = [Transition] (trn)이라면 우선 모든 실행 명령을 제거하십시오).
혹은
기준 신호를 전도하고 모든 실행 명령을 제거한 후 리미트 스위치에 의한 정지 이전과 동일한 방향으로 실행 명



령을 보내십시오.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기능은 [ACCESS LEVEL] (LAC) = [Level 2] (L2) 이거나 혹은 [Level 3] (L3), 페이지 58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PI 레규레이터” 기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페이지 21 참조).

[No] (nO):
[LI1] (LI1):
[LI2] (LI2):
[LI3] (LI3):
[LI4] (LI4):
[LI5] (LI5):

할당되지 않음
논리 입력 LI1
논리 입력 LI2
논리 입력 LI3
논리 입력 LI4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No] (nO):
[LI1] (LI1):
[LI2] (LI2):
[LI3] (LI3):
[LI4] (LI4):
[LI5] (LI5):

할당되지 않음
논리 입력 LI1
논리 입력 LI2
논리 입력 LI3
논리 입력 LI4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파라미터는 [Stop FW limit sw.] (LAF), 페이지 89 혹은 [Stop RV limit sw.] (LAr), 페이지 89가 할당된 경
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Ramp stop] (rMP): 램프
[Fast stop] (FSt): 신속 정지
[Freewheel] (nSt): 프리휠 정지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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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이 파라미터는 통신 옵션이 존재하는 경우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로더 툴(loader tool) 혹은 ATV31 원격
단말기를 통해 구성을 이전하는 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Select ATV31 conf.] (ArE)는 ATV31의 타입을 명시하기 위해(ATV31 혹은 ATV31
A) ATV31와
ATV312 간 이전 시 사용가능합니다. 호환 가능한 로더 툴(loader tool)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페이지 105 ‘ATV31 와 ATV312간 구성의 이전’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통신 옵션 보드가 있는 경우 이전은 ATV31에서 ATV312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No] (nO): 2개의 ATV312 간 이전
참고1: PowerSuite는 표준 입출력 제어 보드를 이용하여 ATV312와만 호환이 가능합니다. 참고2: 2개의
드라이브 간 이전은 그들이 동일한 통신 보드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TV31 std] (31E): ATV31에서 ATV312로 이전. 유럽형 ATV31로부터 구성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ARE =
31E로 설정하십시오.
[ATV31 ...A] (31A): ATV31
A 에서 ATV312로 이전. 아시아용 ATV31에서 구성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ARE = 31A로 설정하십시오.

••••••

구성 이전 절차:
• [Select ATV31 conf.] (ArE)를 요구되는 값에 설정하십시오.
• 구성 이전 수행.
• 구성이 완료되면 드라이브를 끄십시오.
• 구성 초기화를 위해 드라이브에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 파라미터는 공장 설정으로 복귀됩니다.

페이지 4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45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46을 참조하십시오.

(1) [Saving config.] (SCS), [Macro configuration] (CFG), [Restore config.] (FCS)는 다수의 구성 메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모든 메뉴와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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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MANAGEMENT] (FLt-) 메뉴

자동 재시작

동작 시간 제로로 재설정

이들 파라미터는 드라이브가 정지되고 실행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옵션 사항인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서 이 메뉴는 스위치가
코드

위치에 있을 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자동 재시작은 사람 혹은 장비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기계 혹은 설치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동 재시작이 활성화되면, R1은 재시작 순차에 대한 타임 아웃 기간이 종료되면 결함이 감지되었다는 것만
을 표시할 것입니다.
장비는 국가 혹은 지역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동기 자동 재시작 기능은 2-wire level 제어([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그리고 [2 wire type]
(tCt) = [Level] (LEL)이거나 혹은 [Fwd priority] (PFO))에서만 활성화됩니다.
[No] (nO): 기능 비활성화
[Yes] (YES): 결함이 제거되고 기타의 작동 조건이 재시작을 허용해야 자동 재시작. 재시작은 대기 시간
별(1 초, 5 초, 10 초, 다음 1분)로 구분된 일련의 자동 시도에 의해 수행됩니다.
[Max. restart time] (tAr) 구성 가능 시간이 경과되어도 재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는 실패한 것이
며 드라이브는 끄고 다시 켤 때까지는 잠긴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기능은 다음의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NETWORK FAULT] (CnF): 통신 카드 상 통신 감지 결함
[CANopen com.] (COF): CANopen 통신 감지 결함
[External] (EPF): 외부 결함
[4-20mA] (LFF): 4-20 mA 손실
[Overbraking] (ObF): DC 버스 과전압
[Drive overheat] (OHF): 드라이브 과열
[Motor overload] (OLF): 전동기 과부하
[Mot. phase] (OPF): 전동기 결상
[Mains overvoltage] (OSF): 라인 서플라이 과전압
[Mains phase loss] (PHF): 라인 결상
[MODBUS FAULT] (SLF): 모드버스 통신
이 기능의 활성화 시 계전기 R1의 활성화가 유지됩니다. 속도 기준과 동작 방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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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파라미터는 [Automatic restart] (Atr) = [Yes] (YES)인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지 결함의 재발 시 연속 재시작의 횟수를 제한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5 min] (5): 5 분
[10 min] (10): 10 분
[30 min] (30): 30 분
[1 hour] (1h): 1 시간
[2 hours] (2h): 2 시간
[3 hours] (3h): 3 시간
[Unlimited] (Ct): 무제한 ([MOTOR PHASE LOSS] (OPF) 및 [INPUT PHASE LOSS] (PHF) 제외.
재시작 과정의 최대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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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MANAGEMENT] (FLt-)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다음 사항 후에도 실행 명령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재시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라인 서플라이의 손실 혹은 단순 전원 종료
- 전류 드라이브의 리셋 혹은 자동 재시작
- 프리휠 정지
드라이브에서 주어지는 속도는 재시작시 전동기의 추정 속도로부터 가정되며 이후 기준 속도에 따라
램프를 따릅니다.
이 기능은 2-wire 컨트롤([2/3 wire control] (tCC) = [2 wire] (2C)) 및 [2 wire type] (tCt) = [Level] (LEL) 혹은
[Fwd priority] (PFO)를 필요로 합니다.
[No] (nO): 기능 비활성화
[Yes] (YES): 기능 활성화
기능이 작동될 때 매 실행 명령마다 약간의 지연(최대 1초)이 있습니다.
제동 제어 [Brake assignment] (bLC), 페이지 85 가 할당된 경우 [Catch on the fly] (FLr)는 [No] (nO)로
강제 실행됩니다.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ACCESS LEVEL] (LAC) = [Level 3] (L3)인 경우 다음의 할당이 가능합니다.
[CD11]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Active low] (LO): [External fault ass.] (EtF)에 할당된 논리 입력이 상태 0으로 변하면
외부 결함이 감지됩니다.
참고: 이 경우 [External fault ass.] (EtF)는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컨트롤 워드 비트에 할당이 불가합니다.
[Active high] (HIG): [External fault ass.] (EtF)에 할당된 논리 입력이 상태 1로 변하면
외부 결함이 감지됩니다.
주의: [External fault config] (LEt) = [Active high] (HIG)인 경우, [External fault ass.] (EtF)는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컨트롤 워드 비트에 할당되며, [External fault ass.](EtF) 결함 감지가 없는
경우에는, [External fault config] (LEt) = [Active low] (LO)으로의 전환은 [External fault ass.] (EtF)
결함 감지를 유발합니다. 이 경우 드라이브를 껐다가 다시 켜야 합니다.

[Ignore] (nO): 무시
[Freewheel] (YES): 프리휠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rMP): 램프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FSt):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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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UNCT.] (FUn-) 메뉴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위험
감전 혹은 아크 플래쉬(ARC FLASH) 위험
OPL이 No에 설정된 경우 케이블의 상실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 동작으로 인해 사람 혹은 장비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3상 드라이브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No] (nO): 무시
[Yes] (YES):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이 파라미터는 3상 드라이브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No] (nO): 무시
[Yes] (YES):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드라이브 과열 결함 감지의 억제로 드라이브 보호가 해제됩니다. 이로 인해 품질 보증은 무효가 됩니다.

가능한 결과로 인한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gnore] (nO): 무시
[Freewheel] (YES): 프리휠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rMP): 램프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FSt):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주의
전동기 손상 위험
OLL이 nO에 설정된 경우 드라이브는 더 이상 전동기에 대한 열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열적 보호의 다
른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gnore] (nO): 무시
[Freewheel] (YES): 프리휠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rMP): 램프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FSt):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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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경고
제어의 상실
[Modbus fault mgt] (SLL) = [Ignore] (n0) 인 경우 통신 제어가 억제됩니다. 안전을 위해 통신 결함 감지 억제는 디
버깅 혹은 특별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gnore] (nO): 무시
[Freewheel] (YES): 프리휠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rMP): 램프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FSt):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이 파라미터는 PowerSuite 및 SoMove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고
제어의 상실
[Modbus fault mgt] (SLL) = [Ignore] (n0) 인 경우 통신 제어가 억제됩니다. 안전을 위해 통신 결함 감지 억제는 디
버깅 혹은 특별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 중상 혹은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gnore] (nO): 무시
[Freewheel] (YES): 프리휠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rMP): 램프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FSt):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이 파라미터는 자동 튜닝이 성공하지 않은 경우 [AUTO TUNING FAULT] (tnF) 드라이브의
거동을 관리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No] (nO): 무시 (드라이브가 공장 설정으로 되돌아감)
[Yes] (YES): 드라이브가 잠긴 상태에서 감지 결함 관리
[Cold stator resist.](rSC), 페이지 42가 [No] (nO)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Autotune fault mgt] (tnL)는
강제로 [Yes] (YES)됩니다.

[Ignore] (nO): 무시 ([AI3 min. value] (CrL3) ≤ 3 mA, 페이지 48인 경우에만 가능한 값)
[Freewheel] (YES): 프리휠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fallback spd] (LFF): 드라이브는 대체 속도(fallback speed)로 전환됩니다 ([fallback spd] (LFF) 파라미터).
[Spd maint.] (rLS): 드라이브는 상실 감지 시 동작하던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속도는 결함이 사라질
때까지 저장 및 유지됩니다.
[Ramp stop] (rMP): 램프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FSt): 신속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참고: [4-20mA loss] (LFL)를 [fallback spd] (LFF)에 설정하기 전에 입력 AI3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4-20mA loss]
(LFL) = [fallback spd] (LFF)이거나 혹은 [Spd maint.] (rLS)인 경우 어떠한 코드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4-20mA loss] (LFL)의 경우에 대체 속도(fallback speed)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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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50%의 전압 강하에서 라인 서플라이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Undervoltage] (USF)의
트리핑 역치를 낮추어 줍니다.
[No] (nO): 기능 비활성화
[Yes] (YES): 기능 활성화.
이 경우 드라이브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주의
드라이브 손상 위험
[Derated operation] (drn) = [Yes] (YES)인 경우 라인 초크를 사용하십시오(카탈로그 참조).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라인 서플라이가 상실되었을 때 정지의 종류를 제어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No] (nO): 드라이브의 잠김 및 전동기의 프리휠 정지
[DC Maintain] (MMS): 이 정지 모드는 가능한 오래 드라이브의 전원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관성을
사용합니다.
[Ramp stop] (rMP): 유효한 램프 ([Deceleration] (dEC) 혹은 [Deceleration 2] (dE2))에 따른 정지
[Fast stop] (FSt): 신속 정지, 정지 시간은 관성 및 드라이브의 제동 능력에 의존합니다.

위험
사람 및 장비에 대한 보호의 상실




결함 억제 파라미터(inH) 의 활성화는 드라이브 컨트롤러 보호 기능을 동작 불능으로 만듭니다.
InH는 이 장비의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활성화되어서는 안됩니다.
InH는 엄격한 위험 분석 결과를 통해 조정 가능한 속도 드라이브 보호의 존재가 사람의 상해 혹은 장비의
손상 이상의 위험을 유발한다고 입증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감지된 결함에 대하여 드라이브의 보호를 동작 불능으로 만듭니다.
SLF, CnF, EPF, CrF, LFF, OHF, OBF, OLF, OSF, OPF, PHF, SOF, tnF, COF, bLF v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논리 입력은 높은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할당 변경을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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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No] (nO): 아니요
[rst. runtime] (rtH): 동작 시간 제로로 재설정
0으로 재설정한 후에 [Operating t. reset] (rPr) 파라미터는 자동적으로 [No] (nO)로 되돌아 갑니다.

위험
의도하지 않은 장비의 작동
드라이브를 재설정하려 합니다.

이 동작으로 인해 사람 혹은 장비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No] (nO): 아니요
[Yes] (YES): 예

이 파라미터의 할당 변경을 위해서는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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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COM-) 메뉴

이 파라미터들은 드라이브가 정지되고 실행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Modbus Address] (Add),
[Modbus baud rate] (tbr), [Modbus format] (tFO), [CANopen address] (AdCO), 및 [CANopen bit rate] (bdCO) 파라미터에 대한
변경은 드라이브를 껐다가 다시 켤 때까지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옵션 사항인 ATV31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서 이 메뉴는 스위치가
위치에 있을 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코드

조정 범위

설명

공장 설정

드라이브에 대한 모드버스 주소.

모드버스 전송 속도
[4.8 Kbps] (4.8): 4,800 비트/초
[9.6 Kbps] (9.6): 9,600 비트/초
[19.2 Kbps] (19.2): 19,200 비트/초 (참고: 이는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사용을 지원하는 유일한 값입니다.)

[8-O-1] (8O1): 8 데이터 비트, 홀수 패리티, 1 정지 비트
[8-E-1] (8E1): 8 데이터 비트, 짝수 패리티, 1 정지 비트 (참고: 이는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의 사용을
지원하는 유일한 값입니다.)
[8-N-1] (8n2):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1 정지 비트
[8-N-2] (8n2):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2 정지 비트
초

초

드라이브에 대한 CANopen 주소.

모드버스 전송 속도
[10 kbps] (10.0): 10 kbps
[20 kbps] (20.0): 20 kbps
[50 kbps] (50.0): 50 kbps
[125 kbps] (125.0): 125 kbps
[250 kbps] (250.0): 250 kbps
[500 kbps] (500.0): 500 kbps
[1 Mbps] (1000): 1000 kbps

오류
버스
수명
CAN

없음
오프
주기
오버런

하트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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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COM-) 메뉴

코드

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No] (nO): 할당되지 않음
[LI1] (LI1): 논리 입력 LI1
[LI2] (LI2): 논리 입력 LI2
[LI3] (LI3): 논리 입력 LI3
[LI4] (LI4): 논리 입력 LI4
[LI5] (LI5): 논리 입력 LI5
[LI6] (LI6): 논리 입력 LI6
강제 로컬 모드에서 단말기 및 디스플레이 단말기는 드라이브에 대한 제어를 다시 확보합니다.

파라미터는 [ACCESS LEVEL] (LAC) = [Level 3] (L3), 페이지 58일 때만 접근 가능합니다.
강제 로컬 모드일 때 속도 기준만이 실행됩니다. PI 기능, 서밍 입력 등은 비활성화됩니다.
페이지 55 - 57의 다이아그램을 참조하십시오.
[AI1] (AI1): 아날로그 입력 AI1, 논리 입력 LI
[AI2] (AI2): 아날로그 입력 AI2, 논리 입력 LI
[AI3] (AI3): 아날로그 입력 AI3, 논리 입력 LI
[AI Virtual 1] (AIV1): 조그 다이얼, RUN/STOP 버튼
[HMI] (HMI):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HMI Frequency ref.] (LFr) 기준, 페이지 32, RUN/STOP/FWD/ REV 버튼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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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SUP-) 메뉴

서브메뉴

이 파라미터들은 드라이브의 가동 혹은 정지 중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옵션 사항인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서 이 메뉴는 스위치의 위치에 관계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부 기능은 다수의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확실하게 하고 수많은 파라미터를 스크롤하지 않기 위해 이들 기
능은 서브메뉴로 세분됩니다.
메뉴와 마찬가지로 서브 메뉴는 코드 다음에 나오는 대시에 의해 구별됩니다. 예:
드라이브가 동작 중일 때 표시되는 값은 모니터링 파라미터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된 값은 전동기에 적용되는
출력 주파수([Output frequency] (rFr) 파라미터)입니다.
요구되는 새로운 모니터링 파라미터의 값이 표시되는 중에 조그 다이얼(ENT)을 2초 동안 눌러서 모니터링 파라미터의 변
경을 확인하고 이를 저장하십시오. 이후 동작 중 표시되는 것은 이 파라미터의 값입니다(전원 종료 이후에도 마찬가지).
ENT를 다시 눌러 새로운 선택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디스플레이는 전원 종료 이후에도 이전의 파라미터로 되돌아갑니다.
참고: 드라이브를 끄거나 혹은 라인 서플라이의 상실 이후 표시되는 파라미터는 드라이브 상태입니다(예를 들어 [Ready]
(rdY)).
선택된 파라미터는 실행 명령 이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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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SUP-) 메뉴

코드

설명

변화 범위

내장 디스플레이 단말기 혹은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제어의 주파수 기준.

내부 PID 기준
파라미터는 [PID feedback ass.] (PIF)가 [No] (nO), 페이지 81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램프 이전 주파수 기준(절대값).

이 파라미터는 키패드 혹은 디스플레이 단말기 상의 조그 다이얼을 이용한 +/- 속도 기능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이는 동작을 표시 및 승인합니다(페이지 58 참조). 라인 서플라이 손실의 경우에 [Output
frequency] (rFr)는 저장되지 않으며 +/- 속도 기능은 [MONITORING] (SUP-) 및 [Output frequency] (rFr)에
서 다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Cust. output value] (SPd1), [Cust. output value] (SPd2) 혹은 [Cust. output value] (SPd3)는 [Scale factor
display] (SdS) 파라미터, 페이지 40 (공장 설정의 [Cust. output value] (SPd3))에 따름

전동기 전류의 추정

100% = 전동기 공칭 출력, [MOTOR CONTROL] (drC-) 메뉴에 입력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계산

이 파라미터는 전동기 모드에서, 혹은 전동기 정지 시 DC 버스를 통해 라인 전압을 제공합니다.

100% = 공칭 열적 상태
118% = "OLF" 역치(드라이브 과부하)

100% = 공칭 열적 상태
118% = "OHF" 역치(드라이브 과열)

이들 파라미터는 해당 기능이 다른 메뉴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들 파라미터가 해당 기능의 구성 메뉴 내
에서만 접근 및 설정될 때 그 설명은 프로그래밍의 지원을 위해 표시된 페이지 상에 메뉴에서 상세히 기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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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SUP-) 메뉴

코드

설명

변화 범위

제동 제어 감지 결함
부정확한 구성(파라미터)
무효 구성(파라미터)
통신 카드 상 통신 감지 결함
통신 감지 결함 라인 2(CANopen)
캐패시터 프리차지 감지 결함
EEPROM 메모리 감지 결함
외부 결함
미확인 정격
미인식 혹은 비호환/디스플레이 부재 HMI 카드
EEPROM 감지 결함
산업 EEPROM 감지 결함
4-20mA 손실
결함 코드 저장 불가
DC 버스 과전압
과전류
드라이브 과열
전동기 과부하
전동기 결상
라인 서플라이 과전압
라인 결상
전동기 단락(상, 접지)
모드 버스 통신 감지 결함
전동기 과속
자동 튜닝 감지 결함
라인 서플라이 저전압

100%=메뉴에 입력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계산한 전동기 공칭 토크.

전동기가 작동한 총 시간: 0 - 9,999(시간), 이후 10.00 - 65.53(킬로시)
메뉴, 페이지 97의 파라미터에 의해 제로로 재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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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SUP-) 메뉴

코드

설명

변화 범위

접근 코드를 이용하여 드라이브 구성이 보호되도록 해줍니다.
코드에 의해 접근이 봉쇄되면 [MONITORING] (SUP-) 및 [SPEED REFERENCE] (rEF-) 메뉴의
파라미터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드 버튼은 메뉴 간 전환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코드를 메모하십시오.
[OFF] (OFF): 접근 잠금 코드 부재
• 접근을 잠그려면 코드(2 - 9,999)를 입력하십시오. 숫자는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뒤 ENT 를 누르십시오. 화면에 [ON] (On)이 나타나 접근 잠금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ON] (On): 코드로 접근을 잠글 수 있습니다(2 - 9,999).
• 접근 잠금을 해제하려면 코드를 입력하고(조그 다이얼을 이용해 숫자 증가) ENT 를 누르십시오.
코드는 디스플레이에 유지되며 접근은 다음번 드라이브를 끌 때까지 잠긴 상태로 있습니다. 접근은
다음에 드라이브를 켤 때 다시 잠깁니다.
• 부정확한 코드를 입력하면 디스플레이는 [ON] (On)으로 변하고 접근은 잠긴 상태로 유지됩니다
접근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코드는 스크린에 유지됩니다).
• 접근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코드로 잠금을 재활성화하려면 조그 다이얼을 이용하여
[ON] (On)으로 되돌아가고 ENT 를 누르십시오. 접근이 잠긴 것을 알리기 위해 [ON] (On)은 화면에
유지됩니다.
• 접근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코드로 잠그려면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고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 숫자 증가) ENT 를 누르십시오. 접근이 잠긴 것을 알리기 위해 On 이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 접근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 잠금 기능을 제거하려면 조그 다이얼을 이용하여 [OFF] (OFF)로
되돌아가고 ENT를 누르십시오. [OFF] (OFF)는 화면에 유지됩니다. 접근 잠김이 해제되고 다음
재시작시까지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Not done] (tAb): 전동기 제어를 위해 기본 고정자 저항값을 사용합니다.
[Pending] (PEnd): 자동 튜닝이 요청되었지만 아직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In Progress] (PrOG): 자동 튜닝 진행중.
[Failed] (FAIL): 자동 튜닝이 실패하였습니다.
[Done] (dOnE): 전동기 제어를 위해 자동 튜닝 기능이 측정한 고정자 저항을 사용합니다.
[Entered R1] (Strd): [No] (nO)로 설정되지 않은 차가운 상태의 고정자 저항 ([Cold stator resist.] (rSC)
을 전동기 제어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드라이브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제공합니다. 예: 1102 = V1.1 IE02

이 파라미터는 옵션 카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옵션의 명칭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No 카드, CANopen 카드 혹은 DaisyChain 카드(이들 카드는 그 명칭을 ATV312에 보낼 수 없습니다)
DeviceNet 카드
Profibus 카드

옵션 카드 결함 코드
이 파라미터는 읽기 전용으로, 옵션 카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이 사라져도 결함 코드는 파라미터 내에 저장됩니다. 파라미터는 드라이브가 연결차단 및
재연결된 이후에 재설정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값들은 네트워크 카드에 의존합니다. 해당되는 카드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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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SUP-) 메뉴

코드

명칭/설명

조정 범위

공장 설정

각 입력에 할당된 기능을 표시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 기능도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No] (nO)
가 표시됩니다. 조그 다이얼은 모든 기능을 스크롤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 입력에 다수의 기능이 할
당된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논리 입력의 상태 표시를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세그먼트 할당 표시: 높음 = 1, 낮음 = 0)
상태 1

상태 2
위의 예: LI1 및 LI6은 상태 1, LI2에서 LI5는 상태 0.

각 입력에 할당된 기능을 표시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 기능도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No] (nO)
가 표시됩니다. 조그 다이얼은 모든 기능을 스크롤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 입력에 다수의 기능이 할
당된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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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ATV31 - ATV312

ATV312는 ATV31과 호환됩니다.
ATV31의 구성을 불러오려면 간단히 ATV31로부터 ATV312로 구성을 이전하십시오. 아래 ATV31 와 ATV312 간 구성
이전을 참조하십시오.

치수
모든 사이즈에 대해 ATV312는 ATV31ooooooA에 비해 깊이가 6mm 작습니다.

ATV31••••••A를 ATV312로 대체
참고: 논리 입력 스위치의 위치
ATV31••••••A에 대해 논리 입력 스위치는 공장 설정에서 "Sink"로 설정되었습니다.
ATV312에 대해서는 공장 설정에서 "Source"로 설정되었습니다.
대체되는 제품에 대한 설정과 일치되도록 스위치를 설정하십시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설치 설명서의 "단말기 제어"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IT 점퍼의 위치
ATV31••••••A에는 통합 EMC 필터가 없습니다. ATV312의 통합 EMC 필터 활성화 해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치 설명서의 "IT
연결을 이용한 동작"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로컬 구성에서 사용하는 ATV312(페이지 27 참조)는 전위차계로서 조그 다이얼을 사용하며 RUN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ATV31ooooooA와 유사한 작동 방법입니다. 드라이브에 최초 전원 연결 시 아래의 두 개 파라미터가 [Standard mot. freq] (bFr)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Ref.1 channel] (Fr1), 페이지 29, [AI Virtual 1] (AIV1)에 설정
[2/3 wire control] (tCC), 페이지 30, [Local] (LOC)에 설정
다음의 파라미터들은 다른 HMI 버전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COMMAND] (CtL-) 메뉴의 [Ref.1 channel] (Fr1)
[INPUTS / OUTPUTS CFG] (I-O-) 메뉴의 [2/3 wire control] (tCC)
공장 설정
전위차계에 의한 제어 측면에서의 차이와 함께 ATV31••••••A의 공장 설정과 ATV312의 공장 설정 간 다음의 차이가 적용됩니다.
파라미터
[2/3 wire control] (tCC)
[Ref.1 channel] (Fr1)
[Cmd channel 1] (Cd1)
[Reverse assign.] (rrS)
[Forced local Ref.] (FLOC)
[Select ATV31 conf.] (ArE)

ATV31 ooooooA
로컬 제어 LOC
아날로그 입력 AIP
로컬 제어 LOC
[No] (nO) ([2/3 wire control] (tCC) = [Local] (LOC)인 경우)
AIP 조그 다이얼
파라미터는 ATV31에 존재하지 않음

ATV312
[2 wire] (2C)
AI1
tEr
LI2
AIU1
[No] (nO)

ATV31 및 ATV312간 구성 이전 (ATV31 원격 단말기 혹은 로더 툴 사용)
호환되는 로더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Multi-Loader V1.10 이상
Simple-Loader V1.3 이상
SoMove V1.1.11.1 이상
SoMove Mobile V2.0 이상
PowerSuite 2.6 패치1 이상

참고: 구성은 ATV31로부터 통신 옵션 카드를 갖는 ATV312로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Select ATV31 conf.] (ArE) 파라미터가 [APPLICATION FUNCT.] (FUn-)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ATV31와 ATV312 간 이전 중 ATV31의 타입(ATV31 혹은 ATV31••••••A)을 명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Select ATV31 conf.] (ArE) 파라미터의 값:

[No] (nO), 공장 설정, 두 개의 ATV312 간 이전

[ATV31...A] (31A), ATV31 ••••••A로부터 ATV312 로 이전

[ATV31 std] (31E), ATV31로부터 ATV312로 이전
구성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90의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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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가 동작하지 않고 코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켜지지 않으면 드라이브 전원 공급을 확인하고 입력 결선 AI1 및 AI2 그리고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RJ45 커넥터에 대한

해당 논리 입력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신속 정지' 혹은 '프리휠 정지' 기능의 할당으로 인해 드라이브의 작동
시작이 방해됩니다. 이런 경우 ATV312는 [Freewheel stop] (nSt) 혹은 [Fast stop] (FSt)를 표시합니다. 이들 기능은
제로에서 활성화되어 있어 결선에 문제가 있으면 드라이브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실행 명령 입력이 선택된 제어 모드에 따라서 작동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INPUTS / OUTPUTS CFG] (I-O-) 메뉴,
페이지 47의 [2/3 wire control] (tCC) 파라미터).
입력이 리미트 스위치 기능에 할당되고 이 입력이 제로 상태라면 드라이브는 반대 방향에 대한 명령을 보내는
경우에만 시작이 가능합니다(페이지 89 참조).
기준 채널(페이지 53) 혹은 제어 채널(페이지 54)이 통신 네트워크에 할당된 경우, 전원 공급이 연결되면
드라이브는 [Freewheel stop] (nSt)을 표시하고 통신 버스가 명령을 보낼 때까지는 정지 모드를 유지합니다.
DC 버스에 LED가 점등되고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10 V 전원 공급 장치에 단락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는 [Ready] (rdy)를 표시하지만 시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10 V 전원 공급 장치에 단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입력 AI1 및 AI2의 결선과 RJ45 커넥터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공장 설정에서는 'RUN' 버튼은 비활성입니다. [Ref.1 channel] (Fr1) 파라미터, 페이지 29 및 [Cmd channel 1] (Cd1)
파라미터, 페이지 59를 로컬로 드라이브를 제어하도록 설정하십시오.

결함 제거 이후 전원 재설정을 필요로 하는 결함 감지 코드
드라이브에 파워를 사이클링하여 재설정하기 전에 결함의 원인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PRECHARGE FAULT] (CrF), [OVERSPEED] (SOF), [AUTO-TUNING FAULT] (tnF), 및 [BRAKE CONTROL FAULT] (bLF)는
논리 입력([FAULT MANAGEMENT] (FLt-) 메뉴, 페이지 92의 [Fault reset] (rSF) 파라미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코드

설명

추정 원인







제동 해제 전류 미도달
제동 작동 주파수 역치 [Brake
engage freq] (bEn) = [No] (nO)
(설정되지 않음)이며 반면 제동
제어 [Brake assignment] (bLC)는
할당됨
프리차지 계전기 컨트롤 혹은
손상된 프리차지 레지스터
내부 메모리

해결책













미확인 정격






HMI 카드 미인식
HMI 카드 비호환
표시 부재



산업 EEP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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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전동기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전동기 권선을 확인하십시오.
[APPLICATION FUNCT.](FUn-) 메뉴, 페이지 85 에
있는 [Brake release I FW] (Ibr)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Brake engage freq] (bEn), 페이지 84 및 85 에 대한
권장 설정을 적용하십시오.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환경을 점검하십시오(전자기적인 호환성).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드라이브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Schneider Electric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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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제거 이후 전원 재설정을 필요로 하는 결함 감지 코드(계속)
코드

설명

추정 원인











[SETTINGS] (SEt-) 및 [MOTOR
CONTROL] (drC-) 메뉴의
파라미터가 부정확.
관성 혹은 부하가 너무 높음
기계적 잠금
드라이브 출력에서의 단락 혹은
접지
다수의 전동기가 병렬로 연결 시
드라이브 출력에서의 심각한 접지
누설 전류
불안정 혹은
구동 부하가 너무 높음

해결책

















특수 전동기 혹은 출력이
드라이브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기
드라이브에 연결되지 않은 전동기






[SETTINGS] (SEt-), 페이지 32 및 [MOTOR
CONTROL] (drC-), 페이지 41 의 파라미터를
점검하십시오.
전동기/드라이브/부하의 크기를 점검하십시오.
메커니즘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와 전동기 연결 케이블 및 전동기 절연을
확인하십시오.
스위칭 주파수를 줄이십시오
초크를 직렬로 전동기와 연결하십시오.
전동기, 이득 및 안정성 파라미터를 점검하십시오.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추가하십시오.
전동기/드라이브/부하의 크기를 점검하십시오.
L 비율 혹은 [Var. torque] (P) 비율을
사용하십시오([U/F mot 1 selected] (UFt), 페이지
44 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튜닝 중에 전동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출력 컨텍터가 사용 중이라면 자동 튜닝 중에는
이를 닫으십시오.

결함 원인 제거 이후 자동 재시작 기능으로 재설정이 가능한 결함 감지 코드
[Automatic restart] (Atr) 기능, 페이지 91을 참조하십시오.
이들 감지 결함은 드라이브를 껐다 다시 켜는 방법, 혹은 논리 입력으로도 재설정이 가능합니다([FAULT MANAGEMENT]
(FLt-) 메뉴, 페이지 91의 [Fault reset] (rSF) 파라미터).
코드

설명

추정 원인


통신 카드 상 통신 감지 결함

해결책













CANopen 버스에 대한 통신 방해
사용자에 따름.
입력 AI3 에 대한 4-20 mA 기준의
상실
급격한 제동 혹은 구동 부하



통신 버스를 확인하십시오.
관련 제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에 따름.



입력 AI3 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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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온도 너무 높음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전자기적인 호환성)
와이어링을 점검하십시오.
타임 아웃을 확인하십시오.
옵션 카드를 교환하십시오.
[CANopen fault mgt] (COL) 파라미터, 페이지
95 를 참조하여 (CnF)로 정지 모드를
정의하십시오.



감속 시간의 증가
필요시 제동 레지스터 설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이 된다면 [Dec ramp adapt.]
(bra) 기능, 페이지 64 를 활성화하십시오.
전동기 부하, 드라이브 환기 및 환경을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가 냉각된 이후에
재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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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원인 제거 이후 자동 재시작 기능으로 재설정이 가능한 결함 감지 코드(계속)
코드

설명

추정 원인



과도한 전동기 전류에 의해 유발
[Cold stator resist.] (rSC) 파라미터
부정확

해결책











드라이브 출력에서 하나의
상(phase) 손실
출력 컨텍터 개방
전동기 미연결 혹은 전동기 출력이
너무 낮음
전동기 전류 순간 불안정


















라인 전압 너무 높음.
라인 서플라이 장애
부정확하게 공급된 드라이브 혹은
퓨즈 터짐
하나의 상(phase) 고장
삼상 ATV312 가 단상 라인
서플라이에 사용됨
불균형 부하








전동기 열적 보호의 [Mot. therm. current] (ItH) 설정,
페이지 33 을 확인하고 전동기 부하도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가 냉각된 이후에 재시작하십시오.
[Cold stator resist.] (rSC), 페이지 42 를 다시
측정하십시오.
드라이버에서 전동기로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출력 컨텍터가 사용중인 경우 [Output Phase
Loss] (OPL)를 [Output cut] (OAC) ([FAULT
MANAGEMENT] (FLt-) 메뉴, 페이지 94)에
설정하십시오.
저출력 전동기에서 테스트하거나 전동기 없이
테스트하십시오.
공장 설정 모드에서 전동기 출력 결상 감지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Output Phase Loss] (OPL) =
[Yes] (YES)). 드라이브와 동일한 정격을 갖는
전동기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검사 혹은 유지보수
환경에서 드라이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고출력
드라이브의 경우 특히 유용) 전동기 결상 감지
활성화를 해제하십시오([Output Phase Loss] (OPL) =
[No] (nO)).
[IR compensation] (UFr), [Rated motor volt.]
(UnS) 및 [Rated mot. current] (nCr) 파라미터를
점검 및 최적화하고 [Auto tuning] (tUn) 동작,
페이지 43 을 수행하십시오.
라인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전원 연결 및 퓨즈를 확인하십시오.
재설정
삼상 라인 서플라이를 사용하십시오.
[Input phase loss] (IPL) = [No] (nO) ([FAULT
MANAGEMENT] (FLt-) 메뉴, 페이지 94)를
설정하여 감지를 동작 불능 상태로 만드십시오.

이 보호는 부하 상태의 드라이브에서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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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버스 버스에 대한 통신 방해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활성화([HMI command] (LCC) = [Yes]
(YES), 페이지 61) 및 단말기 연결
차단.





통신 버스를 확인하십시오
관련 제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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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원인이 사라지는 대로 재설정되는 결함 감지 코드
코드

설명

추정 원인






무효 구성
시리얼 링크를 통해 드라이브에
로딩된 구성이 일관성이 없음



라인 서플라이 불충분
일시적인 전압 강하



프리차지 레지스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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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성이 일관성 없음.
옵션의 추가 혹은 제거

해결책









공장 설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유효하다면
백업 구성을 불러오십시오. [Restore config.]
(FCS) 파라미터, 페이지 46 을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로딩된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전압 및 전압 파라미터를 확인하십시오.
[UNDERVOLTAGE] (USF)의 트리핑 역치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109

진단 및 고장 제거 (계속)

ATV12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에 표시되는 결함 감지 코드
코드

명칭

설명

초기화 진행 중




통신 오류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초기화중입니다.
통신 구성을 위한 검색 진행 중
타임 아웃 감지 결함(50 ms)
이 메시지는 20 회의 통신 시도 후 보여집니다.



버튼이 10 초 이상 눌려지고 있습니다.
키패드 연결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키패드"가 재작동됩니다.

감지 결함 재설정 확인



이는 원격 단말기가 결함을 감지하는 중에 STOP 버튼을 한번 누르면 표시됩니다.

드라이브 불일치



드라이브 브랜드가 원격 단말기 브랜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ROM 변칙성



원격 단말기가 검사 합계 계산을 토대로 ROM 의 변칙성을 감지합니다.

RAM 변칙성



원격 단말기가 RAM 변칙성을 감지합니다.

기타 감지 결함



기타 감지 결함

알람 버튼




(1) 플래싱(Fl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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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색인

[+/- SPEED]

77

[2/3 wire control]

47

[ACCESS LEVEL]

58

[Analog./logic output]

48

[Auto DC injection]

69

[Automatic restart]

91

[Auto tuning]

43

제동 제어

84

[CANopen 주소]

98

[Catch on the fly]

93

[Cmd switching]

60

제어 및 기준 채널

50

[Current limit 2]

86

[Current Limitation]

38

[DC injection assign.]

67

[Dec ramp adapt.]

64

드라이브 열적 보호

12

드라이브 환기

12

[Fast stop]

66

[Fault reset]

92

[Forced local assign.]

99

[Freewheel stop ass.]

68

[JOG]

76

리미트 스위치 관리

89

[Modbus Address]

98

[Mot. therm. current]

33

전동기 열적 보호

13

PI 레규레이터

79

사전 설정 속도

72

[R1 Assignment]

49

[R2 Assignment]

49

[RAMPS]

62

[Ramp switch ass.]

64

[Ref. 2 switching]

59

공장 설정으로 되돌아 가기/구성 복구

46

구성 저장

45

[Skip Frequency]

36

[STOP MODES](계속)

66

[SUMMING INPUTS]

71

[Switching freq.]

40

[SWITCHING MOTOR]

87

[U/F mot 1 selected]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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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AC 2

AC C

Ad C

페이지 명칭
32
64
32
63

69

단위

[Acceleration 2]

초

[Acceleration]

초

[Auto DC injection]

-

값/가능한 기능
In r에 따라서
In r에 따라서

공장 구성

-

5

-

3

nO

[No]: 인젝션 불가

YES

[Yes]: 조정 가능 기간에 대한 정지 인젝션

Ct

[Continuous]: 연속 정지 인젝션

YES

Ad C O

98

[CANopen address]

-

0 - 12 7

-

0

Ad d

98

[Modbus Address]

-

1-247

-

1

A I 1A

104 [AI1 assignment]

-

-

-

-

A I2A

104 [AI2 assignment]

-

-

-

-

A I3A

104 [AI3 assignment]

-

-

-

-

A IU 1

31

%

0 - 100

-

-

0A

[Current]: 구성 0 - 20 mA

4A

[Cur. 4-20]: 구성 4 - 20 mA

10U

[Voltage]: 구성 0 - 10 V

nO

[No]: 2개의 ATV312 간 이전

31A

[ATV31 ...A]: ATV31••••••A 에서 ATV312로 이전

3 1E

[ATV31 std] : ATV31에서 ATV312로 이전

nO

[No]: 기능 비활성화

YES

[Yes]: 자동 재시작

AO 1 t

Ar E

Atr

bdCO

112

48

90

91

98

[Image input AIV1]

[AO1 Type]

-

[Select ATV31 conf.]

[Automatic restart]

-

[20 kbps]: 20 kbps

50. 0

[50 kbps]: 50 kbps

125. 0

[125 kbps]: 125 kbps

250. 0

[250 kbps]: 250 kbps

500. 0

[500 kbps]: 500 kbps

1000

[1 Mbps]: 1000 kbps

nO

설정되지 않음

0-LSP

조정 범위(Hz)

nO
0.5

[Brake engage freq]

-

bE t

85

[Brake engage time]

초

0-5

-

bFr

29
41

[Standard mot. freq]

Hz

50
60

[50Hz IEC] [60 Hz NEMA]

bIP

85

[Brake impulse]

-

nO

[No]: 요청된 회전 방향으로 제동 해제 중 전동기 토크

YES

[Yes]: 포워드 방향으로 제동 해제 중 전동기 토크

85

[Brake assignment]

-

nO
r2
dO

[No]: 할당되지 않음

bLC

nO

[No]: 기능 비활성

YES

[Yes]: 기능 활성화.

[Dec ramp adapt.]

brL

85

[Brake release freq]

brt

85

[Brake Release time]

nO

[10 kbps]: 10 kbps

85

64

nO

20. 0

bEn

brA

0

kbps 10.0

[CANopen bit rate]

-

Hz 0. 0 -1 0.0
s

0-5

[R2]: 계전기 R2

사용자
설정

12 5.0

50

nO

nO

[DO]: 논리 출력 AOC
YES

-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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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페이지 명칭

단위

CCS

60

[Cmd switching]

-

Cd1

59

[Cmd channel 1]

-

Cd2

60

[Cmd channel 2]

-

CFG

45
49
61
90

[Macro configuration]

-

C HC F

59

[Profile]

-

CHP

87

[Motor switching]

-

사용자
설정

공장
구성

값/가능한 기능
Cd1
Cd2
LI1
LI2
LI 3
LI 4
LI 5
LI 6
C 111
C 112
C 113
C 114
C 115
C 211
C 212
C 213
C 214
C 215
tEr
L DC
LCC
Ndb
nE t
tEr
L DC
LCC
Ndb
nE t
StS
Std

[ch1 active] : 제어 채널 = 채널 1
[ch2 active] : 제어 채널 = 채널 2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111]: 비트 11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2]: 비트 12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3]: 비트 13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4]: 비트 14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5]: 비트 15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211]: 비트 11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C212]: 비트 12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C213]: 비트 13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C214]: 비트 14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C215]: 비트 15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Terminal]: 단말기를 통한 제어
[Local]: 키패드를 통한 제어
[Remot. HMI]: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제어
[Modbus]: 모드 버스를 통한 제어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한 제어
[Terminal]: 단말기를 통한 제어
[Local]: 키패드를 통한 제어
[Remot. HMI]: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제어
[Modbus]: 모드 버스를 통한 제어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한 제어
[Start/Stop]: 시작/정지 구성
[Factory set.]: 출하 전 공장 구성

SIN
SEP
nO
LI1
LI2
LI3
LI4
LI5
LI6
Cd 11
Cd 12
Cd 13
Cd 14
Cd 15

[Not separ.]: 결합
[Separate]: 분리
[No]: 할당되지 않음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 1

tEr

Mdb

Std

SIM

nD
비트
비트
비트
비트
비트

11
12
13
14
15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워드
워드
워드
워드
워드

C LI

38

[Current Limitation]

In

O25 -1.5

-

1.

5

CL2

38
86

[I Limit. 2 value]

In

O25 -1.5

-

1.

5

CnF

103 [Network fault]

-

-

-

OFF
On
8888

[OFF]: 접근 잠금 코드 부재
[ON]:
코드가 접근을 잠금.
접근 잠금이 해제됨.

CDd

103 [PIN co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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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페이지 명칭

단위

COL

95

[CANopen fault mgt]

-

COp

60

[Copy channel 1<>2]

-

COS

42

[Motor 1 Cosinus Phi]

-

값/가능한 기능

공장 구성

nO
YES
r TIP
F St
nO
SP
Cd
ALL

[Ignore]: 무시
[Freewheel]: 프리휠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램프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No]: 복제 불가
[Reference]: 복제 기준
[Command]: 복제 명령
[Cmd + ref.] : 복제 명령 및 기준

0.5 -1

-

사용자 설정

YES

nO
드라이브 정격
에 따라서
드라이브 정격

C O S2

88

[Motor 2 Cosinus Phi]

CrH3

48

CrL 3

0.5 -1

-

에 따라서

[AI3 max. value]

mA 4 - 20

-

20

48

[AI3 min. value]

mA 0 - 20

-

4

Ct d

39

[Current threshold]

In

0 -1.5

-

1

dCF

66

[Differential current fault]

-

0-10

-

4

nO
LI1
LI2
LI3
LI4
LI5
LI6
C d 11
C d 12
C d 13
C d 14
C d 15
Inr에 따라서

[No]: 할당되지 않음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dCI

114

-

67

[DC injection assign.]

-

dE2

32
64

[Deceleration 2]

초

dEC

32
63

[[Deceleration]

초

dO

48

[Analog./logic output]

-

drn

96

[Derated operation]

-

nO
비트
비트
비트
비트
비트

11
12
13
14
15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워드
워드
워드
워드
워드

-

5

-

3

Inr에 따라서

nO
OCr
OFr
Otr
O Pr
FLt
rUn
FtA
FLA
CtA
SrA
tSA
bLC
RPL
nO
YES

[No]: 할당되지 않음
[I motor]: 전동기 전류
[Motor freq.]: 전동기 주파수
[Motor torq.]: 전동기 토크
[P. supplied]: 드라이브가 공급한 전원 [Drive fault]:
감지 결함
[Drv running]: 드라이브 작동
[Freq. limit]: 주파수 역치 도달
[HSP limit]: 고속 도달
[Brake seq.]: 전류 역치 도달
[Freq. ref.]: 주파수 기준 도달
[Drv thermal]: 전동기 열적 역치 도달
[Brake seq.]: 제동 순차
[No 4-20 mA]: 4-20 mA 신호의 상실
[No]: 기능 비활성
[Yes]: 기능 활성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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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페이지 명칭

단위

dSP

78

[Speed assignment]

-

EPL

93

[External fault mgt]

-

ErCU

98

[Error code]

-

EtF

93

[External fault ass.]

-

FbS

36
81

[PID fbk scale factor]

-

46
FCS

49
61

[Restore config.]

공장
구성

값/가능한 기능
nO
LI1
LI2
LI3
LI4
LI5
LI6
nO
YES
rTIP
FSt
0
1
2
3
4
nO
LI1
LI2
LI3
LI4
LI5
LI6
C d 11
C d 12
C d 13
C d 14
C d 15
0.1 –
100

[No]: 할당되지 않음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Ignore]: 무시
[Freewheel]: 프리휠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램프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신속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오류 없음
버스 오프
수명 주기
CAN 오버런
하트비트
[No]: 할당되지 않음
[LI7]: 논리 입력 LI1
[LI8]: 논리 입력 LI2
[LI9]: 논리 입력 LI3
[LI10]: 논리 입력 LI4
[LI11]: 논리 입력 LI5
[LI12]: 논리 입력 LI6
[CD16]: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CD17]: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CD18]: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CD19]: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CD20]: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nO
rECI

[NO]: 기능 비활성화
[Internal]: 현재 구성이 이전에 SCS = StrI에 의해 저장된 백업
구성과 동일하게 됩니다.
[Factory Set.]: C F G 파라미터에 의해 선택된 구성에 의해
교체된 현재의 구성.

nU

InI.

90

nU

YES

-

nU
워드
워드
워드
워드
워드

-

1

FL G

33

[FreqLoopGain]

%

1 -100

-

20

F L G2

39
88

[FreqLoopGain 2]

%

1 -1 0 0

-

20

nO
LI1
LI2
LI3
LI4
LI5
LI6
A I1
A I2
A I3
A IU I
LCC
No
YES

[No]: 할당되지 않음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AI1]: 아날로그 입력 AI1, 논리 입력 LI
[AI2]: 아날로그 입력 AI2, 논리 입력 LI
[AI3]: 아날로그 입력 AI3, 논리 입력 LI
[Network AI]: 조그 다이얼, RUN/STOP 버튼
[HMI]: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 RUN/STOP/FWD/ REV 버튼
[No]: 기능 비활성
[Yes]: 기능 활성화

FLU

99

[Forced local assign.]

-

FLUC

99

[Forced local Ref.]

-

FLr

93

[Catch on the f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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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RI1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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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Fr1

Fr2

페이지 명칭

29
58

58

[Ref.1 channel]

[Ref.2 channel]

단위

-

-

값/가능한 기능
A I1
A I2
AI3
A IU 1
U Pdt
U pd H
LCC
Ndb
nE t
nO
A I1
A I2
AI3
A IU 1
U Pd t
U pd H
LCC
Ndb
nE t

[AI1]: 아날로그 입력 AI1
[AI2]: 아날로그 입력 AI2
[AI3]: 아날로그 입력 AI3
[Network AI]: 조그 다이얼
[+/-Speed]: LI을 통한 +/- 속도 기준
[+/-spd HMI]: ATV312 키패드의 조그 다이얼을 이용한
+/- 속도 기준
[HMI]: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기준
[Modbus]: 모드 버스를 통한 기준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한 기준
[No]: 할당되지 않음
[AI1]: 아날로그 입력 AI1
[AI2]: 아날로그 입력 AI2
[AI3]: 아날로그 입력 AI3
[Network AI]: 조그 다이얼
[+/-Speed]: LI을 통한 +/- 속도 기준
[+/-spd HMI]: ATV312 키패드 조그 다이얼을 이용한 +/속도 기준
[HMI]: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기준
[Modbus]: 모드 버스를 통한 기준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한 기준

공장 구성

RI1

nO

Fr H

101

[Frequency ref.]

Hz 0 - 5 00

-

-

FrS

41

[Rated motor freq.]

Hz 1 0 - 50 0

-

50

F r S2

87

[Nom. motor 2 freq.]

Hz 1 0 - 5 0 0

-

50

Frt

64

[Ramp 2 threshold]

Hz 0 - 5 0 0

-

0

-

nO
LI1
LI2
LI3
LI4
LI5
LI6
C d 11
C d 12
C d 13
C d 14
C d 15

[No]: 할당되지 않음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 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nO

F St

66

[Fast stop]

F td

39

[Freq. threshold]

Hz 0 - 5 00

-

bFr

HSP

33

[High speed]

Hz L S P - t F r

-

bFr

Ibr

85

[Brake release I FW]

In

0 -1.36

-

[DC inject. level 1]

In

0 - In

-

0.7

-

nO
LI1
LI2
LI3
LI4
LI5
LI6

[No]: 할당되지 않음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nO

IdC

In H

116

34
67

96

[Fault inhibit assign.]

사용자
설정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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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페이지 명칭

단위

값/가능한 기능

공장 구성

0.1
1

[0.01]: 램프는 0.05 초와 327.6 초 사이에 설정
가능합니다.
[0.1]: 램프는 0.1 초와 3,276 초 사이에 설정 가능합니다.
[1]: 램프는 1 초와 32,760 초 사이에 설정 가능합니다.

-

nO
YES

[No]: 무시
[Yes]: 신속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Mot. therm. current]

In

0.' -1.5

-

36

[Skip Frequency 2]

Hz 1 - 5 0 0

-

0

36
76

[Jog frequency]

Hz 0 - 10

-

10

0.0 1

In r

63

[Ramp increment]

-

IPL

94

[Input phase loss]

ItH

33

JF 2
JGF

JOG

76

[JOG]

JPF

36

[Skip Frequency]

-

nO
LI1
LI2
LI3
LI4
LI5
LI6

Hz 0 - 500

L RC

58

[ACCESS LEVEL]

-

LRF

89

[Stop FW limit sw.]

-

LRr

89

[Stop RV limit sw.]

-

LRS

89

[Stop type]

-

LC2

86

[Current limit 2]

-

LCC

61

[HMI command]

-

L1
L2
L3
nO
LI1
LI2
LI3
LI4
LI5
LI6
nO
LI1
LI2
LI3
LI4
LI5
LI6
rTIP
F St
nSt
nO
LI1
LI2
LI3
LI 4
LI5
LI6
Cd 11
C d 12
Cd 13
C d 14
Cd 15
nO
YES

LCr

101 [Motor curren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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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I1]:
[LI2]:
[LI3]:
[LI4]:
[LI5]:
[LI6]:

사용자
설정

0.1

YES
드라이브 정격
에 따라서

할당되지 않음
논리 입력 LI1
논리 입력 LI2
논리 입력 LI3
논리 입력 LI4
논리 입력 LI5
논리 입력 LI6

[Level 1]: 표준 기능에 대한 접근
[Level 2]: F Un – 메뉴에 있는 고급 기능에 대한 접근
[Level 3]: 고급기능에 대한 접근 및 혼합 제어 모드 관리
[No]: 할당되지 않음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No]: 할당되지 않음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Ramp stop]: 램프
[Fast stop]: 신속 정지
[Freewheel]: 프리휠 정지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 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 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No]: 기능 비활성
[Yes]: 표시 단말기의 STOP/RESET, RUN 및 FWD/REV
버튼을 사용하여 드라이브의 제어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

nO

0
L1

nO

nO

nSt

nO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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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페이지 명칭

LEt

93

[External fault config]

LFF

95

[Fallback speed]

단위

-

값/가능한 기능
LO
H IG

Hz 0 - 5 0 0

[Active
변하면
[Active
변하면

공장 구성

low]: E t F에 할당된 논리 입력이 상태 0으로
외부 결함이 감지됩니다.
high]: E t F에 할당된 논리 입력이 상태 1로
외부 결함이 감지됩니다.

HIG

10

-

rNP
F St

[Ignore]: 무시
[Freewheel]: 프리휠 정지에서 감지 결함 관리
[fallback spd]: 드라이브는 대체 속도(fallback
speed)로 전환됩니다.
[Spd maint.]: 드라이브는 결함 발생 시 동작하던
속도를 유지합니다.
[Ramp stop]: 램프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 신속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

0-HSP

-

102 [Last fault occurred]

-

bLF
CFF
CFI
CnF
COF
CrF
EEF
EPF
IF 1
IF 2
IF 3
IF 4
LFF
nO F
ObF
OCF
OHF
OLF
OPF
O SF
PHF
SCF
SLF
SOF
tnF
U SF

[Brake control]: 제동 제어 감지 결함
[Incorrect config.]: 부정확한 구성
[Invalid config.]: 무효 구성
[NETWORK FAULT]: 통신 카드 상 통신 감지 결함
[CANopen com.]: 통신 감지 결함 라인 2 (CANopen)
[Capa.charg]: 캐패시터 프리차지 감지 결함
[EEPROM]: EEPROM 메모리 감지 결함
[External]: 외부 결함
[INTERNAL FAULT]: 미확인 정격
[INTERNAL FAULT]: 미인식 혹은 비호환/미표시 HMI 카드
[INTERNAL FAULT]: EEPROM 감지 결함
[INTERNAL FAULT]: Industrial EEPROM 감지 결함
[4-20mA]: 4-20 mA 상실
[No fault]: 고장 코드 저장 안됨
[Overbraking]: DC 버스 과전압
[Overcurrent]: 과전류
[Drive overheat]: 드라이브 과열
[Motor overload]: 전동기 과부하
[Mot. phase]: 전동기 결상
[Mains overvoltage]: 라인 서플라이 과전압
[Mains phase loss]: 라인 결상
[Mot. short circuit]: 전동기 단락(상, 접지)
[Modbus]: 모드버스 통신 감지 결함
[Overspeed]: 전동기 과속
[Auto-tuning]: 자동 튜닝 감지 결함
[undervoltage]: 라인 서플라이 저전압

104 [Config.LI1]

-

-

L I2R

104 [Config.LI2]

-

-

L I 3R

104 [Config.LI3]

-

-

L I4R

104 [Config.LI4]

-

-

L I5R

104 [Config.LI5]

-

-

L I6R

104 [Config.LI6]

-

-

LSP

33
85

[Low speed]

Hz 0 - H S P

-

nCr

41

[Rated mot. current]

In

0.25 -1.5

-

nO
YES
LFF

LFL

L Fr

LFt

95

32
101

[4-20mA loss]

[HMI Frequency ref.]

-

rLS

사용자
설정

YES

-

L
I 1R

0
드라이브 정격
에 따라서
드라이브 정격

nC r 2
nrd

118

88
44

[Nom. mot. 2 current]
[Noise reduction]

In
-

0.25 -1.5

-

YES n O

[Yes]: 랜덤 모듈레이션을 갖는 주파수
[No]: 고정 주파수

에 따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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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페이지 명칭

단위

값/가능한 기능

nS P

42

[Rated motor speed]

rpm 0 - 3 2, 7 6 0 -

nS P2

88

[Nom. mot. 2 speed]

rpm 0 - 3 2, 7 6 0 -

nSt

O 1Ct

68

[Freewheel stop ass.]

103 [OPT1 card type]

-

nO
LI1
LI2
LI3
LI4
LI5
LI6

[No]: 할당
[LI1]: 논리
[LI2]: 논리
[LI3]: 논리
[LI4]: 논리
[LI5]: 논리
[LI6]: 논리

94

[Overtemp fault mgt]

-

OLL

94

[Overload fault mgt]

-

OPL

94

[Output Phase Loss]

-

에 따라서
드라이브 정격
에 따라서

안됨
입력 LI1
입력 LI2
입력 LI3
입력 LI4
입력 LI5
입력 LI6

nO

YES
nO
YES
rN P
F St
nO
YES
rN P
F St
nO
YES
URC

[Ignore]: 무시
[Freewheel]: 프리휠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램프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신속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Ignore]: 무시
[Freewheel]: 프리휠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Ramp stop]: 램프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Fast stop]: 신속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No]: 기능 비활성화
[Yes]: UPF에 대한 트리핑
[Output cut]: [MOTOR PHASE LOSS] (OPF)에 대한
트리핑 부재, 그러나 출력 전압은 관리됨.

YES

YES

YES

Opr

101 [Motor power]

%

-

-

-

Otr

102 [Motor torque]

%

-

-

-

-

nO
YES

[No]: 정상
[Yes]: 리버스

nO
R I1
R I2
R I3
nO

[No]: 할당 안됨
[AI1]: 아날로그 입력 AI1
[AI2]: 아날로그 입력 AI2
[AI3]: 아날로그 입력 AI3
[No]: PI 레규레이터 기준은 F r1, UPdH 및 UPdt를
제외.
[Yes]: PI 레규레이터 기준은 r P I 파라미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제공됩니다.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 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 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 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 14]: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 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P IC

36
81

[PID correct. reverse]

P IF

81

[PID feedback ass.]

-

PII

83

[Act. internal PID ref.]

-

Pr 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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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set PID ref.]

-

사용자
설정

드라이브 정격

-

OHL

공장 구성

YES
nU
LI1
LI2
LI3
LI4
LI5
LI6
C d 11
C d 12
Cd 13
Cd 14
Cd 15

nO

nO

nO

nO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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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20

페이지 명칭

단위

Pr 4

82

[4 preset PID ref.]

-

PS 16

74

[16 preset speeds]

-

PS2

73

[2 preset speeds]

-

PS4

73

[4 preset speeds]

-

PS8

73

[8 preset speeds]

-

PSt

61

[[Stop Key priority]]

-

값/가능한 기능
nO
LI1
LI2
LI3
LI4
LI5
LI6
Cd 1 1
Cd 1 2
Cd 1 3
Cd 1 4
Cd 1 5
nO
LI1
LI2
LI3
LI4
LI5
LI6
Cd 1 1
Cd 1 2
Cd 1 3
Cd 1 4
Cd 1 5
nO
LI1
LI2
LI3
LI4
LI5
LI6
Cd 1 1
Cd 1 2
Cd 1 3
Cd 1 4
Cd 1 5
nO
LI1
LI2
LI3
LI4
LI5
LI6
Cd 1 1
Cd 1 2
Cd 1 3
Cd 1 4
Cd 1 5
nO
LI1
LI2
LI3
LI4
LI5
LI6
Cd 1 1
Cd 1 2
Cd 1 3
Cd 1 4
Cd 1 5
nO
YES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No]: 기능 비활성
[Yes]: STOP 키 우선

공장 구성

사용자
설정

nO

nO

LI 3

LI 4

nO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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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r1

페이지 명칭

49

[R1 Assignment]

r2

49

[R2 Assignment]

rF C

59

[Ref. 2switching]

rFr
rI G

101 [Output frequency]
36
[PID integral gain]
81

rLIt

61

rp

97
36
82
36
82
36
82
36
81
32
83
1 01

rP2
rp3
rp 4
r PG
rPI
rPr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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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값/가능한 기능
nO
FLt
rU n
FtR
FLR
CtR
SrR
tSR
RPL
LI1 to LIB

[No]: 할당 안됨
[No drive flt]: 드라이브 감지 결함 부재
[Drv running] : 드라이브 동작
[Freq.Th.att.]: 주파수 역치 도달
[HSP attain.] : 고속 도달
[I attained] : 전류 역치 도달
[Freq.ref.att]: 주파수 기준 도달
[Th.mot. att.]: 전동기 열 역치 도달
[4-20mA]: 4-20 mA 신호 상실
[LI1] - [LI6]: 선택된 논리 입력 값으로 되돌아가기

nLI
FLt
rU n
FtR
FLR
CtR
SrR
tSR
bLC
RPL
LI1 - LIB
Fr1
Fr2
LI1
LI2
LI 3
LI 4
LI5
LIB
C111

[No]: 할당 안됨
[No drive flt]: 드라이브 감지 결함 부재
[Drv running] : 드라이브 동작
[Freq.Th.att.]: 주파수 역치 도달
[HSP attain.] : 고속 도달
[I attained] : 전류 역치 도달
[Freq.ref.att]: 주파수 기준 도달
[Th.mot. att.]: 전동기 열 역치 도달
[Brk control]: 제동 순차
[4-20mA]: 4-20 mA 신호 상실
[LI1] - [LI6]: 선택된 논리 입력 값으로 되돌아가기
[ch1 active] : 기준 1
[ch2 active] : 기준 2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111]: 비트 11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C112
C113
C114
C115
C211
C212
C213
C214
C215
Hz -500 - +500
-

[C1 12]:
[C1 13]:
[C1 14]:
[C1 15]:
[C21 1]:
[C212]:
[C213]:
[C214]:
[C215]:

비트 12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비트 13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비트 14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비트 15 모드버스 컨트롤 워드
비트 11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비트 12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비트 13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비트 14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비트 15 네트워크 컨트롤 워드

공장 구성

FLt

nO

Fr1

-

-

0.0 1 -1 0 0

-

1

dFr
drS
b LIt
nO
YES

[Forward]: 포워드
[Reverse]: 리버스
[Both]: 양방향 승인
[No]: 아니요.
[Yes]: 예.

d Fr

[Rotating direction]

-

[Product reset]

-

[Preset ref. PID 2]

% 0 - 100

-

30

[Preset ref. PID 3]

% 0 - 100

-

60

[Preset ref. PID 4]

% 0 - 100

-

90

[PID prop. gain]

-

-

1

[Internal PID ref.]

% 0 - 100

-

0

[Operating t. reset]

-

0.0 1 -100

nO
I rt H

[No]: 아니요.
[rst. runtime]: 동작 시간 제로로 재설정

사용자
설정

n L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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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단위

값/가능한 기능
nO
LI1
LI2
LI3
LI4
LI5
LI6
Cd 11
Cd 12
Cd 13
Cd 14
Cd 15
LIn
S
U
CUS
nO
LI1
LI2
LI3
LI4
LI5
LI6
nO
InI t
8888
nO
LI1
LI2
LI3
LI4
LI5
LI6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CD1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1 컨트롤 워드
[CD12]: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2 컨트롤 워드
[CD13]: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3 컨트롤 워드
[CD14]: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4 컨트롤 워드
[CD15]: 통신 네트워크로부터의 비트 15 컨트롤 워드
[Linear]: 선형 램프
[S ramp]: S 램프
[U ramp]: U 램프
[Customized]: 맞춤형 램프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t C C = ' C 인 경우 논리 입력 LI2 접근 가능합니다.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NO]: 기능 비활성
[Init]: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차가운 상태의 사용한 고정자 저항 값
[No]: 할당 안됨
[LI1]: 논리 입력 LI1
[LI2]: 논리 입력 LI2
[LI3]: 논리 입력 LI3
[LI4]: 논리 입력 LI4
[LI5]: 논리 입력 LI5
[LI6]: 논리 입력 LI6

공장 구성

64

[Ramp switch ass.]

-

rP t

62

[Ramp type]

-

rrS

48

[Reverse assign.]

-

rSC

42

[Cold stator resist.]

-

rSF

92

[Fault reset]

-

rSL

38
83

[PID wake up thresh.]

%

0 - 100

-

0

rt H

102 [Run time]

시간

nO
A I1
A I2
A I3
AI U1
LCC
Ndb
nE t
nU
RI1
R I'
RI3
RIU1
LCC
Ndb
nE t

-

-

[No]: 할당 안됨
[AI1]: 아날로그 입력 AI1
[AI2]: 아날로그 입력 AI2
[AI3]: 아날로그 입력 AI3
[Network AI]: 조그 다이얼
[HMI]: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기준
[Modbus]: 모드버스를 통한 기준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한 기준
[No]: 할당 안됨
[AI1]: 아날로그 입력 AI1
[AI2]: 아날로그 입력 AI2
[AI3]: 아날로그 입력 AI3
[Network AI]: 조그 다이얼
[HMI]: 원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한 기준
[Modbus]: 모드버스를 통한 기준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한 기준

LIn

LI2

nO

nO

A I2

SR 2

71

[Summing ref. 2]

-

SR 3

71

[Summing ref. 3]

-

[Saving config.]

-

nO
StrI

[No]: 기능 비활성
[Config 1] : 현재 구성을 EEPROM에 저장합니다.

nO

[Auto DC inj. level 1]

In

0 -1.2

-

0.7

[Auto DC inj. level 2]

In

0 -1.2

-

0.5

[Scale factor display]

-

0.1- '00

-

30

SdC 1
Sd2
SdS

45
49
61
90
35
69
35
70
40

사용자
설정

nO

rPS

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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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명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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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SFr

SLL

페이지 명칭
40
44

95

[Switching freq.]

[Modbus fault mgt]

단위

값/가능한 기능

kHz 2.0 -1 6

-

-

nO

[Ignore]: 무시

YES

[Freewheel]: 프리휠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rMP

[Ramp stop]: 램프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F St

[Fast stop]: 신속 정지에서의 감지 결함 관리

공장
구성
4

YES

[Slip compensation]

%

0-150

-

100

[Slip compensation 2]

%

0 - 150

-

100

[Preset speed 10]

Hz 0 - 5 0 0

-

50

[Preset speed 11]

Hz 0 - 500

-

55

[Preset speed 12]

Hz 0 - 500

-

60

[Preset speed 13]

Hz 0 - 500

-

70

[Preset speed 14]

Hz 0 - 500

-

80

[Preset speed 15]

Hz 0 - 500

-

90

[Preset speed 16]

Hz 0 - 500

-

100

[Preset speed 2]

Hz 0 - 500

-

10

[Preset speed 3]

Hz 0 - 500

-

15

[Preset speed 4]

Hz 0 - 500

-

20

[Preset speed 5]

Hz 0 - 500

-

25

[Preset speed 6]

Hz 0 - 500

-

30

[Preset speed 7]

Hz 0 - 500

-

35

[Preset speed 8]

Hz 0 - 500

-

40

[Preset speed 9]

Hz 0 - 500

-

45

SPd1
SPd2
SPd3

34
39
88
37
74
37
75
37
75
37
75
37
75
37
75
37
75
36
74
37
74
37
74
37
74
37
74
37
74
37
74
37
74
101
101
101

[Cust. output value]
[Cust. output value]
[Cust. output value]

-

-

-

-

44

[Speed loop filter]

-

nO
YES

[No]: 필터 활성화 유지

Sr F

[Yes]: 필터 억제

n (I

StA

34
39
88

[Fr.Loop.Stab]

%

1 -100

-

c'0

[Freq. loop stability 2]

%

0 - 100

-

c' 0

SLP
SL P2
S P 10
S P 11
S P 12
S P 13
S P 14
S P 15
S P 16
S P2
S P3
S P4
S P5
S P6
S P7
S P8
S P9

St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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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페이지 명칭

단위

값/가능한 기능
[No]: 드라이브 잠금 및 전동기 프리휠 정지
[DC Maintain]: 가능한 오래 드라이브 전원 공급 유지를
위해 관성을 이용한 정지 모드
[Ramp stop]: 유효한 램프에 따른 정지
[Fast stop]: 신속 정지
[No]: 저장 부재
[RAM]: RAM에 저장
[EEprom]: EEPROM에 저장
[Ramp stop]: 램프
[Fast stop]: 신속 정지
[Freewheel]: 프리휠 정지
[DC injection]: DC 인젝션
정지

nO
MMS
StP

96

[UnderV. prevention]

rMP
FSt
nO
r R 17
EEP
rMP
FSt
nSt
dCI

78

[Reference saved]

-

Stt

66

[Type of stop]

-

[Begin Acc round]

%

0 - 100

-

10

[End Acc round]

%

0( 100-tR 1)

-

10

[Begin Dec round]

%

0-100

-

10

[End Dec round]

%

-

10

t R2
t R3
t R4

33
63
33
63
33
63
33
63

tRr

92

[Max. restart time]

tbr

98

[Modbus baud rate]

t CC

30
47

[2/3 wire control]

-

tCt

47

[2 wire type]

-

tdC
t dC 1
tdC2

34
68
34
69
35
70

-

bps

0 - (100-tR3)

tFU

98

44
101
101
38

r MP

[5 분]: 5 분
[10 분]: 10 분
[30 분]: 30 분
[1 시간]: 1 시간
[2 시간]: 2 시간
[3 시간]: 3 시간
[Unlimited]: 무제한
[4.8Kbps]:4,800비트/초
[9.6Kbps]:9,600비트/초
[19.2Kbps]:19,200 비트/초
[2 wire]: 2-wire 제어
[3 wire]: 3-wire 제어
[Local]: 로컬 제어 (RUN/S-P/RESET 구동)
[Level]: 상태 0 혹은 1
[Transition]: 상태 변화(트랜지션 혹은 엣지)
[Fwd priority]: 상태 0 혹은 1, "포워드" 입력이
“리버스” 입력보다 우선적입니다.

19.2

5

2C

Trn

[DC injection time 2]

초

0. 1 - 3 0

-

0.5

[Auto DC inj. time 1]

초

0. 1 - 30

-

0.5

[Auto DC inj. time 2]

초

0-30

-

0

8O 1

[8-O-1]: 8 데이터
1 정지 비트
[8-E-1]: 8 데이터
1 정지 비트
[8-N-1]: 8 데이터
1 정지 비트
[8-N-2]: 8 데이터
2 정지 비트
-

[Modbus format]

-

8n 1
8n2

tFr
tHd
tHr
tLS

nO

5
10
30
1h
2h
3h
Ct
4.8
9.6
19.2
2C
3C
LUC
LEL
trn
PFU

8E 1

[Max frequency]
[Drv. Therm att.]
[Motor thermal state]
[Low speed time out]

Hz
초

10 - 500
0 - 999.

9

사용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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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r

t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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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구성

비트, 홀수 패리티,
비트, 짝수 패리티,
비트, 패리티 없음,

8E 1

비트, 패리티 없음,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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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페이지 명칭

단위
nO
YES
1 -1 1 8

tnL
ttd

95
39

[Autotune fault mgt]
[Motor therm. level]

%

ttO

98

[Modbus time out]

초 0. 1 - 30

t Un

43

[Auto tuning]

-

nO
YES
dOn E
r Un
POn
LI 1 - LI 6

[No]: 무시
[Yes]: 드라이브가 잠긴 상태에서 감지 결함 관리
-

10

[No]: 자동 튜닝 수행 안됨
[Yes]: 가능한 빨리 자동 튜닝 수행
[Done]: 최근 자동 튜닝이 수행된 시점에 주어진 값을 사용
[Drv running]: 실행 명령이 보내질 때마다 자동 튜닝 수행
[Power on]: 매 구동 시 자동 튜닝 수행
[LI 1] - [LI6]: 이 기능에 할당된 논리 입력이 0에서 1로
변함에 따라 자동 튜닝 수행

nO

103 [Drv.Soft.Ver]
33 [IR compensation]
39 [IR compensation 2]
88

%

0-100

%

0-100

-

UFt

44

[U/F mot 1 selected]

-

UFt2

88

[U/F mot.2 selected]

-

L
P
n
nL d
L
P
n
nL d
-

[Cst. torque]: 일정형 토크
[Var. torque] : 가변 토크
[SVC]: 플럭스 벡터 제어
[Energy sav.]: 에너지 절감
[Cst. torque]: 일정형 토크
[Var. torque] : 가변 토크
[SVC]: 플럭스 벡터 제어
[Energy sav.]: 에너지 절감
-

43 [Auto tuning state]
103

-

tRb
PEnd
Pr OG
FR IL
dOn E
Strd

UdP
UFr
UFr2

UL n

101 [Mains voltage]

V

사용자
설정

YES
100

-

[Not done]: 전동기 제어에 사용된 기본 고정자 저항값
[Pending]: 요청된 자동 튜닝 미실행
[In progress]: 자동 튜닝 진행 중
[Failed]: 자동 튜닝 실패
[Done]: 전동기 제어에 사용된 자동 튜닝 기능이 측정한
고정자 저항
[Entered R1]: 전동기 제어에 사용된 차가운 상태의 고정자
저항
-

tU S

공장
구성

값/가능한 기능

t Rb

0
0
n

n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Un S

41

[Rated motor volt.]

V

-

드라이브
정격에
따라서

Un S 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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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 mot. 2 volt.]

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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