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 Control Center
KMC-3060(M)
사용 설명서

●사용 전에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히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를 읽고 난 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장소에 꼭 보관하세요.

안전상의 주의 표시
●이 표시는 부주의한 취급이나 장비의 이해부족으로 장비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음을 알리며, 이 표시를 무시하
고 취급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을 알립니다.
주 의
●이 표시는 장비를 이해하고 동작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등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경 고
●이 표시는 금지의 행위를 알리는 표시 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구체적인 금지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 지
●이 표시는 행위 또는, 지시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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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주 의

●본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기구적인 파손 여부를 확인 하시
기 바랍니다.
●본 제품을 결선 또는 해체하기 전에 입력전원, 전압, 전류
등이 차단 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통의 구성이 다르거나 설정이 다를 경우 본 장치는 오류
를 일으켜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 주변에 위험물 (가스,유류,화학물질 등)이나 화기
가까이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발물 경고

●본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회로의 오동작뿐만 아니라 감전, 단락,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 고

●본 제품을 설치할 때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시
기 바랍니다.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을 경우 누전시 감전되어 사망 또는
중상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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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징 및 개요
●본 제품은 모터의 수명과 안정성을 최적의 상태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입니다.
●과부하, 순시 과전류, 단락전류, 지락, 결상, 상불평형, 부족전류 등을 감시하여
모터가 이상 발생시 이를 판단하여 운전을 정지시키며 정지된 요소를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결선이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판단하여 운전을
정지하고 정지된 요소를 표시합니다.
●설정 데이터 조작은 PC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또한 가능 합니다.
●운전전류, 피크전류, 지연시간, Y-△절환시간 등을 자기학습에 의해 데이터를
생성시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저장된 자기학습 데이터로 손쉽게 모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외부접점입력(LOCAL, AUTO)을 이용하여 PLC(Program Logic Control) 및 판넬
스위치를 사용하여 외부에서도 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상 및 3상 부하에 적용이 가능하며, 3상 부하에서는 직입기동과
Y-△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접점 LOCAL, PC, AUTO 단자가 설계되어 있어 이 단자를 이용하여 별도의
외부 시컨스(Sequence)를 설계하지 않고도 운전위치 램프를 결선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정한시 차단방식과 반한시 차단방식을 모두 적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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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형
●KMC-3060(M) 외형

●KMC-3060(M) 전용 CT 외형
★

[★]표시는 KMC-3060M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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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KMC-3060(M) 외형치수

측면치수

후면치수

●KMC-3060(M) 전용 CT 외형 치수

★ 정면치수

★ 측면치수

[★]표시는 KMC-3060M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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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컷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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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 주의사항
●설치하기 전에는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터전원과 제어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설치하시면 감전사고에
원인이 되므로 필히 주의하시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제어전원은 반드시 정격전압(AC100V~240V)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원부에 접지는 지중접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MC-3060의 CT결선은 반드시 외부CT를 R/S/T/COM단자에 결선해야 합니다.
또한 KMC-3060M은 전용MCT를 결선해야 합니다.
(단자 결선도를 참고하세요.)
●KMC-3060(M)의 PC, LOCAL, AUTO 단자는 명판의 수동을 제외한 운전선택을
접점출력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제어접점 또는 목적 외에 수단으로
사용하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 결선시 단자 결선도를 필히 참고하셔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 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결선을 하고 모터를 구동하면
모터에 무리를 주게될 뿐만 아니라 화제의 원인이 되므로 여러 번에 걸쳐 단자
결선도를 참고하고 숙지하여 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 및 와이어를 본제품의 단자대에 결선시 Y터미널 단자 또는 O링 터미널
단자와 넘버링을 가급적 사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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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항 목

규 격

Model

KMC-3060(M)

입력회로수

4Channel (R/S/T/ZCT)

TITLE

Motor Control Center

제어전원

AC100~240V ±10% 50/60Hz

소비전력

6VA

DC110V ±20%

★CT입력사양 AC 10A/440mV, 30A/440mV, 60A/440mV, 120A/440mV
최대입력전류

AC80A (Maximum)

TRIP 시간
허용오차

0.5초 이내

접점출력
회로 수
접점입력

ON/OFF1, ON/OFF2, STOP, LOCAL (4개)

접점출력

MAIN, Y, △, ALM, LOCAL, PC, AUTO (7개)

표시방법

온 도

7-Segment FND & Chip LEDs
설정, ▲, ▶, 저장, 시험, 모드, 투입, 정지, 역회전, 해제 (10개)
(각 버튼의 기능은 “각부의 명칭과 기능”에서 “버튼설명” 참조)
사용온도 : -10℃ ~ 60℃
저장온도 : -20℃ ~ 70℃

취부방식

평면판넬 취부타입

접점용량

AC250V 5A(저항부하), DC30V 5A

절연저항

1차와 접지 / 2차와 접지
DC 500V 10MΩ이상

절연 내전압

1차와 접지간 AC1,500V, 2차와 접지간 AC500V,
1차와 2차간 AC1,500V

충격파
내전압

입력전원 단자간, 전원단자와 외함간
1.2㎲ × 50㎲ × 6kV 충격파 전압을 정부 각 1회 인가

진 동

진동 주파수 16.7Hz 전지폭 1mm 임의방향
최대 가속도 50g 임의방향 충격5회
누전전류 50%통전
(길이300mm 지름1mm 0.5kg 강철구 낙하 15회)
약 420g

사용버튼

충 격
무 게

1a (1개)

[★]표시는 KMC-3060M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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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결선도
●3상 Y-△ 결선도 (y-d)

※ 통신 실드선은 HOST에 위치한 접지에만 연결합니다.
KMC-3060M은 전용MC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상 직입기동 결선도 (3-P)

※ 통신 실드선은 HOST에 위치한 접지에만 연결합니다.
KMC-3060M은 전용MC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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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기동 결선도 (1-P)

※ 통신 실드선은 HOST에 위치한 접지에만 연결합니다.
KMC-3060M은 전용MC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상 정역기동 결선도 (3Pr)

※ 통신 실드선은 HOST에 위치한 접지에만 연결합니다.
KMC-3060M은 전용MC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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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정역기동 결선도 (1Pr)

※ 통신 실드선은 HOST에 위치한 접지에만 연결합니다.
KMC-3060M은 전용MC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KMC-3060M의 경우 반드시 전용MCT를 장착하여 결선해야
합니다.
2) 통신 실드선을 HOST에 위치한 접지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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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확인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그림 등은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는 KMC-3060M에 해당합니다

각부의 명칭과 기능
설정항목을 절환하는 버튼
설정시 항목 및 숫자를 선택하는 버튼
설정시 설정자리를 우로 옮길 때 사용하는 버튼
버

설정모드를 진입하거나 설정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버튼
자기학습 모드 진입시 사용하는 버튼

튼
모터기동 버튼
설
모터정지 버튼
명
모터 역기동 버튼 (1Pr 또는 3Pr이 설정되어 있어야 사용가능)
트립 해제 버튼 / 자기학습 모드 취소 버튼
제어위치 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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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가 운전중일때는 [모드]버튼으로 제어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터가 정지한 뒤에 투입 또는 역회전 기동을 하여야 합니다.

초기화면

●제어위치 설정은 제품 생산 시 수동에 설정되어 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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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편
기본기능
전원을 켜려면 / 끄려면
●본 제품은 전원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외부에 설치된 전원
스위치나 개폐기를 이용하여 본 제품에 전원을 투입/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결선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 하려면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모터 결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모터 기동을
하십시오.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모터 종류 및 결선이 본 제품에 설정된 결선방식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터의 용량과 비례한 과전류, 피크전류, 지연시간, Y-△절환시간(Y-△기동시)
등을 확인하여 모터를 기동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모터를 기동하면 제대로 모터를 기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모터의 사양을 확실히 숙지 하시어 본 제품에 설정합니다.
●“수동”제어위치에서 [투입]버튼을 눌러 모터를 기동합니다.
●본 제품은 제어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제어위치를
“수동”에 표시하도록 [모드]버튼으로 조작한 뒤에 [투입]버튼을 사용하여
모터를 기동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어위치가 “수동”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입]버튼으로 모터를 기동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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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하려면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모터 결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모터 기동을
하십시오.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모터 종류 및 결선이 본 제품에 설정된 결선방식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터의 용량과 비례한 과전류, 피크전류, 지연시간, Y-△절환시간(Y-△기동시)
등을 확인하여 모터를 기동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모터를 기동하면 제대로 모터를 기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모터의 사양을 확실히 숙지 하시어 본 제품에 설정합니다.
●본제품의
뒷부분에
“ON/OFF1”단자와
“COM”단자를
서로
연결하면
“자동”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제어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제어위치를
“자동”에 표시하도록 [모드]버튼으로 조작한 뒤에 모터를 기동 합니다.
만약 제어위치가 “자동”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동”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 할 수 없습니다.

“현장”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하려면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모터 결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모터 기동을
하십시오.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모터 종류 및 결선이 본 제품에 설정된 결선방식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터의 용량과 비례한 과전류, 피크전류, 지연시간, Y-△절환시간(Y-△기동시)
등을 확인하여 모터를 기동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모터를 기동하면 제대로 모터를 기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모터의 사양을 확실히 숙지 하시어 본 제품에 설정합니다.
●본제품의 뒷부분에 “LOCAL”단자와 “COM”단자를 서로 연결하여 본 제품 전면
제어위치 표시부에 “현장”이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본제품의 뒷부분에 “ON/OFF2”단자와 “COM”단자를 서로 연결하면
“현장”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모드]버튼으로는 제어위치를 “현장”에 위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제품의 뒷부분에 “LOCAL”단자와 “COM”단자를 서로 연결한 후
본 제품 전면 제어위치 표시부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ON/OFF2”단자와 “COM”단자를 서로 연결하여 모터를 기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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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하려면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모터 결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모터 기동을
하십시오.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모터 종류 및 결선이 본 제품에 설정된 결선방식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터의 용량과 비례한 과전류, 피크전류, 지연시간, Y-△절환시간(Y-△기동시)
등을 확인하여 모터를 기동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모터를 기동하면 제대로 모터를 기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모터의 사양을 확실히 숙지 하시어 본제품에 설정합니다.
●원방으로부터 “투입” 명령 수신시 “원방”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제어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제어위치를
“원방”에 표시하도록 [모드]버튼으로 조작한 뒤에 PC로부터 모터를
기동합니다. 만약 제어위치가 “원방”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방”제어위치에서 모터를 기동 할 수 없습니다.
●모터를 정지하려면 본제품의 전면부에 위치한 [정지]버튼을 누르거나
PC에 “정지”명령으로 모터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제어위치에서 모터를 정지하려면
방법1) 본 제품 뒷 부분에 위치한 “ON/OFF1”단자와 “COM”단자에 연결을
제거하면 “자동”제어위치에서 모터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2) “ON/OFF1”단자와 “COM”단자가 연결된 상태에서 본제품 정면에 위치한
[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모터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제어위치에서 [정지]버튼을 눌러 모터를
정지한 후 모터를 다시 기동하려면
방법1) 본 제품 뒷 부분에 위치한 “ON/OFF1”단자와 “COM”단자에 연결을
제거한 다음 재 결합시키면 모터가 재 기동하게 됩니다.
방법2) 본 제품에 전원을 재 부팅시키면 모터를 재 기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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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어위치에서 모터를 정지하려면
방법1) 본 제품 뒷 부분에 위치한 “ON/OFF2”단자와 “COM”단자에 연결을
제거하면 “현장”제어위치에서 모터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2) “ON/OFF2”단자와 “COM”단자가 연결된 상태에서 본 제품 정면에 위치한
[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모터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제어위치에서 [정지]버튼을 눌러 모터를
정지한 후 모터를 다시 기동하려면
방법1) 본 제품 뒷 부분에 위치한 “ON/OFF2”단자와 “COM”단자에 연결을
제거한 다음 재 결합시키면 모터가 재 기동하게 됩니다.
방법2) 본 제품에 전원을 재 부팅시키면 모터를 재 기동할 수 있습니다.

모터 기동중 트립시 해제하려면
●트립시에는 모든 기능이 동작하지 않으며 [해제]버튼을 눌러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보접점 또한 해제)
※ 트립 해제시 측정모드로 전환

통신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본 제품의 [△]+[▷]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통신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되지 않을 때의 표시는 [그림 1]과 같이 표시합니다.

[r_ t_]
[그림 1]

●통신이 원활하게 될 때는 [그림 2]와 같이 표시합니다.

[ro to]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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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편
설정 모드

설정 모드를 진입하려면
●[설정]버튼을 3초간 누르면 설정 모드에 진입합니다.
●모터가 기동중이거나 트립상태에서는 설정 모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설정 모드를 취소하려면
●[설정]버튼을 3초간 누르면 설정 모드가 취소됩니다.

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1) 정한시/반한시 설정 (트립 Curve Time)
본제품은 과전류에 의한 트립방식을
정한시와 반한시로 나뉘어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시는 트립시간
설정시간 동안 과전류가 지속이 되면
[P tCt]
트립되는 방식이고, 반한시는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 곡선에 대응한 시간
동안 과전류가 지속이 되면 트립되는
● trt (트립 시간)
방식입니다.
설정범위
● Crv (Curve 반한시)
★ 설명서의 부록을 참고하세요.

22

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2) 과전류 설정 (Over Current)

설정범위

0.1~999.9A

MOTOR 운전 중 과부하에 의해 운전
전류가 증가할 때 트립을 하기 위한
설정 전류로서 사용자는 정격
MOTOR 운전 전류의 120%정도
[P oUC]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과전류 트립 동작은 지연시간 완료
후 과전류 설정치 이상의 전류가
통전시 동작합니다.

(3) PEAK 전류 (Peak Current)

설정범위

[P PCr]

MOTOR 기동 시에는 운전 전류의
5～8배 정도의 기동전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기동 시 순시 과전류
검출을 하기 위해 피크 전류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정격 MOTOR
운전 전류의 5～6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P dEt]

MOTOR 기동 시에는 운전 전류의
5～8배 정도의 기동 전류가 흐르
므로, 이 구간에서 과전류에 의한
트립을 검출하지 않기 위한 지연
시간을 뜻합니다. MOTOR 기동 후
운전 전류가 정상 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즉, 지연시간 내에서는 피크 전류를
검출하고 지연시간 이후부터 과전류
를 검출합니다.

0.1~999.9A

(4) 지연시간 (Delay Time)

설정범위

1~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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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5) 트립 시간 (Trip Time)

[P trt]

설정범위

0.1~25.0초

MOTOR 운전시 과전류가 트립시간
동안 지속되면 트립이 발생합니다.
트립 시간 설정은 MOTOR의 특성 을
고려하여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
곡선을 참고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또한 정한시/반한시 설정이 정한시로
설정되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6) Y-△ 절환시간 (Y-△ Time)

[P ydt]
설정범위

Y-△기동시 Y기동 유지시간 입니다.
Y기동 시간이 완료되면 △기동으로
전환합니다.
(Y -△ 기동에서만 적용)

0~199초

(7) CT비 (CT ratio)

[P

설정범위

Ct]

외부 CT 조합 시 사용자는 5A/5A
~ 1000A/5A 의 CT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1/2 차측 CT 비를 저장
하시면 설정된 CT 비에 의해 내부적
으로 CT 비를 연산하여 처리합니다.

1~200배

(8) ZCT 과전류 (ZCT Current)

[P ZCt]
설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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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00A

지락 전류 검출을 위한 설정 전류입
니다. 사용 가능한 ZCT 는 200mA/
100mV 전압 출력 특성이면 됩니다.
전류 설정은 현장 조건에 맞게 설정
하시면 됩니다.

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9) CELL 주소 (Cell Address)

[P Adr]
설정범위

1~255번지

HOST 와 통신을 하기 위해선 각각에
고유한 주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복되는 CELL 주소를 입력하
시면 HOST 와 원활하게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 CELL 주소설정은 1~255까지 설정할 수 있으나 동일통신 라인에 32개 이상
결선해서는 안됩니다.
(초과 결선시 통신전류 과부하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통신속도 (Communication Baud rate)

[P C-b]
설정범위

1200~38400bps

통신속도(Baud rate)를 설정합니다
만일 HOST 와 통신속도가 다르면
HOST 와 원활하게 통신이 되지 않습
니다.

(11) 통신응답시간(Communication Response time)
통신응답시간(Response time)을
설정합니다.
[P C-r] 통신응답시간은 HOST 로부터 받은
요구명령에 따른 응답을 설정시간
(통신응답시간)경과 후 응답하는
설정범위 0~1000msec
것을 말합니다.
(12) 순시과전류, 단락 사용유무(Short Check)
초기 모터기동시 순시과전류
트립기능과 운전 중 단락트립기능을
[P Srt] 사용하지 않으려면 “OFF”를 설정
하고 사용하려면 “ON”을
설정합니다.
● ON
설정범위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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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반한시 곡선 TAP (TAP Setting)

[P tAP]
설정범위

1~10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곡선의 TAP 을
설정합니다.
★ 설명서의 부록에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곡선을 참조하시고, 적당한
TAP 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14) 기동방법

[P For]

● PASI
(설정치 기동)
설정범위
● 자동
(자기학습 데이터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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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DATA
기동(PASI)
모드와
자기학습에 의해 저장된 자기 학습
DATA 기동(자동) 기능을 갖고 있
습니다. 본제품을 구입하시면 자기학
습 데이터는 모두 초기값으로 저장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PASI
모드로 설정 하시고, 시험 기동을 1 회
실시하면
자기학습
데이
터가
생성됩니다. 이 때 최종 자기 학습
데이터를 확인 후 자기학습 데이터 로
저장하고 다시 자동 모드로 설정하여
동작시키시면 자기학습에 의해 저장된
자기학습 데이터로 기동 할 수
있습니다.

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15) 순정 재시동 ON/OFF (Power Reset instantaneous restart setting)
순간 정전으로 인하여 본 계기가
해제
되었을
시
정전되기
전
MOTOR 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전원이 인가되면 정전되기 전
상태로 MOTOR 를 운전하는 기능
[P rSt]
입니다. 순정 재시동이 투입으로
설정 되어 있고, MOTOR 가 운전
중에 순간 정전이 발생하면 순정
재시동 시간이 경과한 후 MOTOR 를
● ON
투입 합니다.
설정범위
● OFF
(16) 순정 재시동 시간 (Restart delay time)
순간 정전 후 순정 재시동에 의해
MOTOR 를 투입할 때 설정된 시간
후에 MOTOR 를 재 기동 하므로
MOTOR 의 무리한 운전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설정은 사용자가
[P rtE] 부하에 따라 적당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즉, 순정 재시동이 투입으로
설정되어 있고, MOTOR 가 운전 중에
순간 정전이 발생하면 설정된 순정
재시동 시간 이후에 MOTOR 를
자동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설정범위 0~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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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17) ZCT 사용 유/무 (ZCT ON/OFF Setting)
누설전류 측정용 변류기(ZCT)의 사용
유무를 설정합니다. “정지”로
[ZCt S] 설정하면 지락검출과 측정모드에서
ZCT 항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ON
설정범위
● OFF
(18) 결선방식 (Connection Setting)

[Con S]

설정범위

●
●
●
●
●

1Pr (단상 정,역)
3Pr (3상 정,역)
1-P (단상 직입)
3-P (3상 직입)
y-d (Y-△ 기동)

[▲]버튼을 누르면 1Pr(단상 직입
역기동), 3Pr(3 상 직입 역기동),
1-P(단상기동), 3-P(3 상 직입 기
동), Y-△(star-delta 기동) 순으
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역기동
은 [역회전]버튼을 사용합니다.)

(19) 자동운전시 과전류율 (Auto operation over current ratio)
이 항목의 %는 저장된 자기 학습
운전 전류의 %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학습 운전 전류에 사용자가
설정한 %값이 자동 모드 기동 시
[P AoC] 과전류 검출 전류로 연산됩니다.
설정방법은
자기학습
운전전류의
120% 정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입니다.
설정범위 1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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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20) 자기학습 운전전류 (Self-study drive current)
시험기동을 실시하여 최종자기학습
운전전류를 생성시킵니다. 사용자는
최종자기학습 운전전류를 확인하고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학습 운전
[J dCr] 전류에
저장합니다.
기동방법을
자동모드로 기동 (자기 학습 DATA
기동)시 과전류 검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범위 0.1~999.9A
(21) 자기학습 PEAK전류 (Self-study Peak Current)
시험기동을 실시하여 최종자기학습
피크 전류를 생성시킵니다. 사용자는
최종자기학습 PEAK 전류를 확인하고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학습 PEAK
전류에 저장합니다. 기동방법을 자동
[J PCr]
모드로 기동 (자기 학습 DATA
기동)시 순시 과전류 트립 이나 단락
전류 트립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범위 0.1~999.9A
(22) 자기학습 지연시간 (Self-study Delay Time)
시험기동을 실시하여 최종자기학습
지연시간을 생성시킵니다. 사용자는
최종자기학습 지연 시간을 확인하고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학습 지연
[J dEt] 시간에
저장합니다.
기동방법을
자동모드로 기동 (자기 학습 DATA
기동)시
자기학습
지연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범위 1~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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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23) 자기학습 Y-△ 절환시간 (Self-study Y Connection operating time)
시험기동을 실시하여 최종자기학습
Y-△ 절환 시간을 생성시킵니다..
사용자는 자동 생성한 최종자기학습
Y-△ 절환 시간(F dCr)을 확인하고
[J yt]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학습 Y-△
절환시간에 저장합니다. 기동방법을
자동모드로 기동 (자기학습 DATA
기동)시 자기학습 Y-△ 절환시간
설정범위 0.1~20.0초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최종자기학습 운전전류 (Final Self-study drive current)
시험 기동을 실시하면 최종자기 학습
운전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
학습 운전전류에 저장하세요. 최종
자기학습 운전전류의 데이터는 휘발
성이므로 전원을 리부팅 하면 데이터
[F dCr]
는 손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기동을 실시한 후 최종자기학습 운전
전류를 확인한 다음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학습 운전전류에 저장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범위 0.1~9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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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25) 최종자기학습 PEAK전류 (Final Self-study Peak Current)
시험 기동을 실시하면 최종자기 학습
PEAK 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
학습 PEAK 전류에 저장하세요. 최종
자기학습 PEAK 전류의 데이터 는
휘발성이므로 전원을 리부팅 하면
[F PCr]
데이터는 손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기동을 실시한 후 최종자기
학습 PEAK 전류를 확인한 다음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학습 PEAK
전류에 저장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범위 0.1~999.9A
(26) 최종자기학습 지연시간 (Final Self-study Delay Time)
시험 기동을 실시하면 최종자기 학습
지연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
학습 지연시간에 저장하세요. 최종
자기학습 지연시간 데이터는 휘발성
이므로 전원을 리부팅하면 데이터는
[F dEt]
손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기동을 실시한 후 최종자기 학습
지연시간을 확인한 다음 [저장]버튼
을 눌러 자기학습 지연시간에 저장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범위 1~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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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모드 항목별 설명
(27) 최종자기학습 Y-△ 절환시간
(Final Self-study Y Connection operating time)
시험 기동을 실시하면 최종자기 학습
Y-△ 절환시간을 얻을 수 있습 니다.
사용자는 [저장]버튼을 눌러 자기
학습 Y-△ 절환시간에 저장하 세요.
최종
자기학습
Y-△
절환시간
데이터는 휘발성 이므로 전원을
[F yt]
리부팅하면
데이터는
손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기동을
실시한 후 최종자기 학습 Y-△
절환시간을 확인한 다음 [저장]버튼
을 눌러 자기학습 Y-△ 절환시간에
저장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범위 0.1~2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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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편
트립 기능

트립 기능설명
●본 제품은 모터의 이상 발생시나 결선상의 문제 발생시에 트립하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트립조건시 모터를 자동 정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 접점을
출력하며 트립에 관련한 정보를 표시 합니다.
(1) 과전류 트립 (설정과전류 이상)
MOTOR 운전중 부하에 이상 발생

[tr oC]

● 과전류 트립
○ 수동(수동
○ 자동(자기
[자기 학습

으로 운전전류 증가로 인한 모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정한시 트립과 반한시
트립설정값에 의해 동작합니다.

동작은 다음 운전 모드에 따라 동작합니다.
설정 DATA 기동) 모드 : 과전류 설정치 이상
학습 DATA 기동) 모드 :
운전 전류 설정치×자동 운전시 과전류(%)] 이상

트립 기능설명
(2) 순시과전류 트립
(기동시 피크전류의 설정값에 200%, 50msec~100msec 이내 동작)
MOTOR 기동 시 부하 이상 발생으
로 기동전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모터
에 무리를 줄 경우 이를 방지하기
[tr PE]
위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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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 기능설명
(3) 단락전류 트립
(운전시 설정 피크 전류의 200%, 50msec~100msec 이내 동작)

[tr HC]

MOTOR 운전 중 단락 전류를 감지
하여 MOTOR 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
입니다.

(4) 결상 트립 (최대상과 최소상이 90%이상, 20 초 후 동작)
결상 기능은 각상 전류 중 최대인
상과 최소인 상과의 차이가 90%
이상 발생되면 20 초 후에 트립 됩니
다. 결상 연산공식은 아래의 공식을
참조하십시오.
[tr PL]

최대상의전류 - 최소상의전류
x100[%] >90[%]

최대상의 전류

※ 과전류설정치의 10%이하 운전시
에는 결상트립을 하지 않습니다.
(5) 지락 트립 (ZCT 설정치 이상, 1sec 이내 동작)

[tr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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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설정치가 10~1000mA 까지
가변 설정이 가능하므로 직접접지
방식을 제외한 모든 배전 계통의
지락 보호(접지 보호)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립 기능설명
(6) ERROR 트립

[ Err]

MOTOR 를 기동하기 전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터를
기동할 수 없게 하는 기능입니다.
트립조건은 모터를 기동하기 전에
측정 전류가 과전류 설정치의 10%
이상 전류가 감지되면 모터를 기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터를 기동하
기 전에는 측정 전류가 과전류 설정
치의 10%이내에서만 모터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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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고장시 대책

[투입]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을 경우
●제어 MODE 를 확인하십시오. MCC 본체에서 조작할 경우 제어 MODE 는
수동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설정모드에 위치해 있으면 모터제어를 하지 못하므로 설정모드에 진입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설정모드에 진입하고 있다면 본 설명서를 참고하여
측정모드로 전환합니다.
●트립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본 설명서의 트립기능 설명을 참고하여 트립을
해제하여 모터를 기동합니다.

모터기동시 계속 트립이 될 경우
●모터결선이 정상적으로 결선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전류 설정치 또는 PEAK 전류 설정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동방식이 자기학습 데이터 기동방식(자동)으로 설정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자기학습 데이터 기동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시험 운전을 1 회
이상 실시하거나 기동방식을 수동운전(PASI)으로 설정 하여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의 응용편/설정모드/설정모드 항목별 설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보접점이 출력되지 않으면
●현재 트립 상태인지 재 점검하세요.
●전원을 차단하고 재 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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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시 대책

트립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터결선이 정상적으로 결선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전류 설정치 또는 PEAK 전류 설정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정모드에 진입이 안될 경우
●모터가 기동중인지 확인하세요.
모터가 기동중일때는 설정모드에 진입이 불가능 합니다.
●트립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운전중 트립이 발생하였을 때는 트립을 해제 한
후에 설정모드에 진입해야 합니다. 트립상태에서는 설정모드에 진입이 불가능
합니다.

통신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본 제품의 ID 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있고 정상적인 ID 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정모드로 진입하여 “P ADR”항목을 확인하세요.
●본 제품의 RS485 통신선로가 제대로 결선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RS485통신의 최대 통신거리는 1.2km까지 통신이 가능하므로 결선이 1.2km
범위 내에서 결선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본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터가 정지된 상태에서 전류가 감지되면
●본체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킨 후 재확인 하세요.
●본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도 이상 전류가 감지되면 구입처에 A/S를 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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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시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곡선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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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시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곡선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곡선 공식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곡선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의 공식을 참고하세요.
TAP × 9

To =
[

Id
Is

]

To = 동작시간 [sec]
Id = 측정 전류 [A]

2

[sec]

TAP = 설정 과전류의 배수
Is = 설정 과전류

● 설정 과전류(Is)는 다음 운전 모드에 따라 설정치를 선택합니다.
◎ 수동(수동 설정 DATA 기동) 모드 : Is = 과 전류 설정치
◎ 자동(자기 학습 DATA 기동) 모드 :
Is = 자기 학습 운전 전류 설정치 × 자동 운전 시 과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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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학습 기능설명

자기학습의 개요
z 본 기능을 통하여 모터의 용량 및 성능에 비례한 과전류, 피크전류, 지연 시간,
y-d 절환시간을 최적의 상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기학습 모드 조작방법
z [시험]버튼을 누르면 자기학습 모드에 진입합니다.
z [투입]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기동함과 동시에 자기학습을 시작합니다.
(자기학습 운전은 30초간 진행합니다.)
z [저장]버튼을 누르면 자기학습 데이터(과전류, 피크전류, 지연시간,
절환시간)를 저장합니다.
z [해제]버튼을 누르면 자기학습 모드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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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

현장/자동/원방 운전 설명

현장 운전 모드
(1) 현장 운전 모드 선택

LOCAL 과 COM3 단자를 연결하면 현장모드로
선택됩니다.

(2) 현장 운전 모드 해제

LOCAL과 COM3 단자를 OPEN시키면
현장 운전 모드를 해제합니다

(3) 모터기동(운전)

LOCAL과 COM3 단자가 연결된 상태에서
ON/OFF2와 COM3 단자를 연결하면
현장 운전 모드로 모터가 기동합니다.

(4) 운전중 모터 정지
현장 운전 모드로 모터가 기동중에 모터를
정지하려면 ON/OFF2와 COM3 단자를 OPEN
시키면 모터가 정지합니다.
(전면부에 정지 버튼을 눌러도 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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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중 긴급 모터 정지(Emergency)
현장 운전 모드로 모터가 기동중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STOP과 COM3 단자를 연결하면
긴급상황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정지 버튼을 눌러도 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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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운전 모드 결선
(1) 자동 운전 모드 선택

모드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 운전 모드에 위치 시킵니다.
(단, 현장 운전 모드에 선택되어 있거나 운전중에는 모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모터기동(운전)

ON/OFF1과 COM3 단자를 연결하면
자동 운전 모드로 모터가 기동합니다.

(3) 운전중 모터 정지
자동 운전 모드로 모터가 기동중에 모터를 정지
하려면 ON/OFF1과 COM3 단자를 OPEN시키면
모터가 정지합니다.
(전면부에 정지버튼을 눌러도 정지가 가능합니다.)

(4) 운전중 긴급 모터 정지

자동 운전 모드로 모터가 기동중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STOP과 COM3 단자를 연결하면
긴급상황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정지 버튼을 눌러도 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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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 운전 모드 결선
(1) 원방 운전 모드 선택

모드 버튼을 이용하여 원방 운전 모드에 위치 시킵니다.
(단, 현장 운전 모드에 선택되어 있거나 운전중에는 모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모터기동(운전)
이 기능은 원격으로 모터운전을 가능하게 한 기능이므로 별로 제작된
소프트웨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원방 운전 모드에 위치해 있어야 원방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운전중 모터정지
별로 제작된 소프트웨어에서 정지하거나 전면부에 정지 버튼을 눌러도
정지됩니다.

(4) 운전중 긴급 모터 정지
원방모드로 모터가 기동중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STOP과 COM3 단자를 연결하면 긴급상황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정지 버튼을 눌러도 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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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값 관리 리스트
설정방법

출하값

1

P tCt

Trt

2

P oUC

3

설정값

설정방법

출하값

10

P C-b

9600

1.0

11

P C-r

68

P PCr

5.0

12

P tAP

3

4

P dEt

10

13

P For

PASI

5

P trt

10.0

14

P rSt

OFF

6

P ydt

5

15

P rte

0

7

P ct

1

A

P AoC

120

8

P zct

0.10

B

ZCt S

ON

9

P Adr

1

C

Con S

y-d

설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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