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CON-E7 Series
Compact General Purpose Inverter
Powerful,Flexible Full Digital
Servo Control Solutions

MOSCON-E7 Series

장점 / Advantages
▶32Bit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고성능 다기능 제어를 실현하였습니다
�32bit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ASIPM(Application Specific Intelligent Power Module)을 사
용하여 고정도의 제어 및 풍부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저속 및 급기동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간략화된 내부구조에 의해 고신뢰성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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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erformance and various functions using 32bit Microprocesso

T
2

Comparison of current waveform at 1Hz

�ASIPM(Application Specific Intelligent Power Module) and 32bit
microprocessor enabled high precision control and various
application function. The performance of low speed operation and
rapid acceleration/deceleration has been greatly enhanced and
compact internal structure ensures high reliability operation.

▶기능별 정수그룹 분류와 디지탈 볼륨 사용으로 조작이 용이합니다
�디지탈 볼륨(엔코더)으로 정수 선택 및 수치변경이 용이합니다.
�각 정수를 기능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작이 편리합니다.
�사용자가 변경한 정수만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32개 정수까지 번호 확인가능)
�전원 투입시 각 정수의 기억상태를 점검하여 비 정상적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sy Operation with functional Parameter Group Division and
the use of Digital Volume
�Select parameters and change number easily by digital volume
(encorder).
�U6 division of functional parameter group enables easy operation.
�UModified parameters can be monitored separately(up to 32
items, number and setting value can be identified)
�UCheck memory status of parameters and confirm any abnormal
parameter.

▶소형, 경량으로 설치, 유지보수 및 교체가 간단합니다
�소형화, 경량화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단하여 비용이 절감됩니다.
�높이를 모두 128mm로 통일하여 상하공간의 비효율을 제거하였습니다.
�설치깊이도 140mm 이하로 통일하였습니다. (20P4, 20P7은 122mm).

▶Convenient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lacement
�Minisize and lightiweight allow easie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the cost reduced..
�Uniform height (128mm) to minimize the waste of space
�Maximized depth of 140mm (122mm for 20P4 and 20P7)
Volume 60% decrease(for 20P4)

▶사용중의 문제원인을 쉽게 분석 할 수 있습니다
�4회까지의 이상발생내용을 기억합니다. (표시할 때는 발생순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이상은 발생시의 인버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주파수, 전류, 전압, 입출력상태 및 해당 이상의 발생시점 등)

▶Easy analyasis of the problems on operation

Command Frequency

Cumulative Power-on time

Operation status of lates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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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s up to 4 errors (The order of the error occurrence is displayed)
�Displays the operation status of the latest error (output frequency,
current, voltage, I/O status and occurence time of error,etc.)

주요기능 / Main Features
▶정밀한 볼륨 지령 및 9단속 운전
�디지탈 볼륨지령 - 0.01Hz 단위로 설정가능하고 주파수 흔들림이 없습니다.
�외부 아날로그 속도지령 - 최고 주파수의 1/1,000 속도까지 지령할수 있습니다.
(0~10 V, 4~20mA 단독 및 조합 가능)
�9단속 운전 - 다단속 주파수 설정으로 9단속 까지 운전가능(Jog 주파수 포함)

▶Precise volume command and 9 step-speed operation

Multi-speed time chart

�Digital Volume Command- set value at 0.01Hz unit and Frequency
is stable.
�External analog command
-command speed with up to 1/1,000 of max frequency
(0~10V, 4~20mA seperate or combined)
�9 step-speed operation- 9 step-speed operation is possible by
setting multi-speed Frequency (include Jog Frequency)

▶전자동 토크 보상 및 Stall 방지
�부하의 상태에 따라 토크를 자동으로 보상하고 가감속시에 Stall방지에 의한 최적
가감속 조절로 모터 실속을 방지합니다.

Current

▶Automatic torque compensation and stall prevention
�Detects increase in motor load, and increase the output torque to
compensate and motor stall prevention by optimal speed control
in acceleration/deceleration.
Output Frequency

E7 Waveform of frequency and Current at rapid start

▶다양한 운전기능 및 충실한 보호기능

UP/DOWN Command Time Chart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표준내장
- Dwell(일시적 주파수 정지), DC-Brake, Up/Down 운전 등
- 19가지의 다기능 접점 입력, 11가지의 다기능 출력접점 기능
�필요시 특수기능의 요구에도 적극 대응이 가능
�총 17개의 에러를 검출,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기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Various operation function and substantial protection function
�Various standard built-in function to satisfy customer needs.
-Dwell(hold output frequency temporarily), DC-Brake,
Up/Down operation, etc.
-19 multi-function contact input, 11 multi-function contact output.
�USpecific application function can be supported if needed.
�UPrevents break-down of machine by Detection total 17 errors
and infornation to user.
PC

Dwell(Hold output frequency temporarily)
RS-485

▶원격제어 및 감시시스템 구성 대응

MOCON E7

�RS-485 통신방식 사용
- RS-485 방식에 의한 원격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합니다.
(기계적으로 31대까지 연결가능, 논리적으로 253대까지 제어가능)

▶Compatible to remote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RS-485 communication method
-Remote control and monitoring with RS-485
(up to 31 can be connected, logically up to 253 can be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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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및 치수 / Figure & Dimensions

▶삼상(3 Phase) : 20P4, 20P7E7
▶단상(1 Phase) : 20P4E7S

▶삼상(3 Phase) : 21P5, 22P2, 40P4, 40P7,41P5E7
▶단상(1 Phase) : 20P7S, 21P5E7S

▶삼상(3 Phase) : 23P7, 42P2, 43P7E7
▶단상(1 Phase) : 22P2E7S

▶용량별 치수표 / Dimension of each type
외형치수 / Dimension
(W×H×D, mm)

설치치수 / Installation space
(W1×H1,∅)

76W×128H×122D

66W×118H, M4

1,186,816

0.95

120W×128H×140D

103W×118H, M4

2,150,400

1.6

23P7E7

150W×128H×140D

134W×118H, M4

2,688,000

2.0

200V급 단상 20P4E7S
(200V type 20P7E7S
1 phase) 21P5E7S

76W×128H×122D

66W×118H, M4

1,186,816

0.95

120W×128H×140D

103W×118H, M4

2,150,400

1.6

150W×128H×140D

134W×118H, M4

2,688,000

2.0

120W×128H×140D

103W×118H, M4

2,150,400

1.6

150W×128H×140D

134W×118H, M4

2,688,000

2.0

기종 / Type
20P4E7
200V급 삼상 20P7E7
(200V type 21P5E7
3 phase)
22P2E7

22P2E7S

체적 / Volume 중량 / Weight
(mm )
(kg)
3

40P4E7
400V급 삼상 40P7E7
(400V type 41P5E7
3 phase)
42P2E7
43P7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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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접속도 / Standard wiring diagram
▶200V급

▶400V급

▶200V Class

▶400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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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양 / Standard Specification
Model : MOSCON-E7 3 phase
1phase
Max. Applicable

20P4

20P7

21P5

22P2

23P7

40P4

40P7

41P5

42P2

43P7

20P4S

20P7S

21P5S

22P2S

∙

∙

∙

∙

∙

∙

0.4

0.7

1.5

2.2

3.7

0.4

0.7

1.5

2.2

3.7

Motor Capacity(kW)
Output

Inverter Capacity(kVA

1.1

1.9

3.0

4.2

6.7

1.4

2.6

3.7

4.2

6.5

Ratings

Rated Output Current(A)

3.2

5.0

8.0

11.0

17.5

1.8

3.4

4.8

5.5

8.6

Rated output Voltage(V)

3 phase, 200~300Vac (proportional to input voltage)

Max. Output Frequency(Hz)

3phase, 380~460Vac (proportional to input voltage)
600Hz

3 phase : 3 phase, 200~230Vac, 50/60Hz,
Power

Input Voltage and Frequency(V/Hz)

3 phase : 380~460Vac, 50/60Hz

1 phase : 1phase, 200~230V 50/60Hz

Ratings
Allowable Fluctuation(%)

Voltage : -15% ~ +10%, Frequency :±5%

Control Method

Sine wave PWM, VVVF method

Frequency Control Range

0.01 ~ 600Hz
Digital : ±0.01% (-10 ~ 50℃)

Frequency Control Accuracy
Analog : ±0.5% (25℃±10℃)
Frequency Setting
Resolution

Digital(operator) : 0.01Hz(100Hz ),0.1Hz(100Hz over)
Analog : 0.06/60Hz (1/1,024 : 10-bit)

Output Frequency Unit

0.01Hz

Control
Features

Overload capacity
Frequency
Setting Signal

150% of rated current for 1min
DC 0~10V (Input impedence : 20㏀)
DC 4~20mA (Input impedence : 250Ϊ)
0.1~3000.0sec (unit of 0.1sec setting)

Accel/Decel Time

Two sets available

Continuous regenerative torque
V/f Pattern

20% of rated torque
16 of fixed pattern and 1 of user-defined pattern

Starting Torque
Motor Overload Protection(OL1)

Motor stops at approximately 150% of inverter rated current

Instantaneous Overcurrent(OC)

Motor stops at 200% of inverter rated current

Overload(OL2)

Motor coasts to stop after 1 min at approximately 150% of inverter rated current

Overvoltage(OV)

Stops at 410V or higher

Stops at 820V or higher

Protective

Undervoltage(UV)

Stops at 190V or lower

Stops at 380V or lower

Functions

Cooling Fin Overheat
Momentary
Power Loss
Stall Prevention
Power Charge Indication
Location
Ambient temperature

Environmental
condition

Humidity
Storage Temperature
Vibration

Oth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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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Hz

International Standard

Stops if the temperature of the cooling fin is higher than 90℃ approximately
Stops if power loss is 15ms or longer,
Restarts operation, if power loss is approximately 0.5s or shorter.
Automatic setting during accel/decel (individual setting is possible)
LED is ON until the DC bus voltage becomes 50V or less
Indoor (free from corrosive gas, dust, or oil)
-10 ~ 40℃
90% RH or less
-20 ~ 60℃
10~20Hz : 1G

20~50Hz : 0.2G

Compatible to UL / cUL / CE standards

Model : MOSCON-E7 3 phase
1phase
Max. Applicable

20P4

20P7

21P5

22P2

23P7

40P4

40P7

41P5

42P2

43P7

20P4S

20P7S

21P5S

22P2S

∙

∙

∙

∙

∙

∙

0.4

0.7

1.5

2.2

3.7

0.4

0.7

1.5

2.2

3.7

Motor Capacity(kW)
Output

Inverter Capacity(kVA

1.1

1.9

3.0

4.2

6.7

1.4

2.6

3.7

4.2

6.5

Ratings

Rated Output Current(A)

3.2

5.0

8.0

11.0

17.5

1.8

3.4

4.8

5.5

8.6

Rated output Voltage(V)

3 phase, 200~300Vac (proportional to input voltage)

Max. Output Frequency(Hz)

3phase, 380~460Vac (proportional to input voltage)
600Hz

3 phase : 3 phase, 200~230Vac, 50/60Hz,
Power

Input Voltage and Frequency(V/Hz)

3 phase : 380~460Vac, 50/60Hz

1 phase : 1phase, 200~230V 50/60Hz

Ratings
Allowable Fluctuation(%)

Voltage : -15% ~ +10%, Frequency :±5%

Control Method

Sine wave PWM, VVVF method

Frequency Control Range

0.01 ~ 600Hz
Digital : ±0.01% (-10 ~ 50℃)

Frequency Control Accuracy
Analog : ±0.5% (25℃±10℃)
Frequency Setting
Resolution

Digital(operator) : 0.01Hz(100Hz ),0.1Hz(100Hz over)
Analog : 0.06/60Hz (1/1,024 : 10-bit)

Output Frequency Unit

0.01Hz

Control
Features

Overload capacity
Frequency
Setting Signal

150% of rated current for 1min
DC 0~10V (Input impedence : 20㏀)
DC 4~20mA (Input impedence : 250Ϊ)
0.1~3000.0sec (unit of 0.1sec setting)

Accel/Decel Time

Two sets available

Continuous regenerative torque
V/f Pattern

20% of rated torque
16 of fixed pattern and 1 of user-defined pattern

Starting Torque

150%/3Hz

Motor Overload Protection(OL1)

Motor stops at approximately 150% of inverter rated current

Instantaneous Overcurrent(OC)

Motor stops at 200% of inverter rated current

Overload(OL2)

Motor coasts to stop after 1 min at approximately 150% of inverter rated current

Overvoltage(OV)

Stops at 410V or higher

Stops at 820V or higher

Protective

Undervoltage(UV)

Stops at 190V or lower

Stops at 380V or lower

Functions

Cooling Fin Overheat
Momentary
Power Loss
Stall Prevention
Power Charge Indication
Location
Ambient temperature

Environmental
condition

Humidity
Storage Temperature
Vibration

Other Function

International Standard

Stops if the temperature of the cooling fin is higher than 90℃ approximately
Stops if power loss is 15ms or longer,
Restarts operation, if power loss is approximately 0.5s or shorter.
Automatic setting during accel/decel (individual setting is possible)
LED is ON until the DC bus voltage becomes 50V or less
Indoor (free from corrosive gas, dust, or oil)
-10 ~ 40℃
90% RH or less
-20 ~ 60℃
10~20Hz : 1G

20~50Hz : 0.2G

Compatible to UL / cUL / 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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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오퍼레이터의 외형 및 기능 / Components and Functions of the Digital Operator

FWD LED
7-Segment Display
REV LED

Increment/Up key

Digital Volume

RUN key

DATA key
SET key

STOP key
RESET key

SHIFT key

Decrement/Down key

�7-Segment display
�Decrement/Down key
주파수지령, 정수번호 및 설정값을 표시한다.
정수번호 및 설정값을 감소시킨다.
Displays data for monitoring, user constants, Decreases parameter number or setting
frequency, output current and parameter
value
setting value with 4 characters.
�FWD LED
�Increment/Up key
점등 : 정회전 중
정수번호 및 설정값을 증가시킨다.
Lights when the motor is running
Increases parameter number and setting value.
forward.(CCW)
�RUN key
오퍼레이터 조작모드에서 운전지령을 인가한다. �REV LED
Starts the run command in the operator command 점등 : 역회전 중
Lights when the motor is running
mode.
backward. (CW)
�STOP key
�Digital Volume
인버터를 정지시킨다.
Stops the motor.
주파수지령모드
- 현재 선택되어 있는 주파수지령을 변경한다.
�RESET key
Frequency setting mode
이상이 발생한 경우, 현재의 이상상태를 해제시킨다.
- Change frequency command
Resets the error.

정수변경모드
- 표시된 자리의 수치를 변경한다.
(시계방향 : 증가 / 반시계방향 : 감소)
Parameter setting mode
- Changes the value of selected digit
(CW: increment / CCW: decrement)
�DATA key
정수 번호 또는 정수값을 표시한다.
Displays parameter number or value.
�SET key
- 변경된 정수값을 저장한다.
Saves the changed value.
�SHIFT key
- 변경하고자 하는 자리수를 선택한다.
Selects the digit which needs correction.

※ 주의 : 오퍼레이터 접속 하단부에는 고전압이 걸려 있으므로 오퍼레이터가 본체에서 분리되어 있을시 전원 인가를 금합니다.
※ caution : If operator is removed, power-on is prohibited since dangerous high voltage is working in the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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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정수 : Monitor 기능 / U-Parameter : Monitoring Functions
명칭 (Name)

기능/내용 (Function/Description)

�현재의 인버터 운전상태 (Monitors)
U0.01

주속지령 주파수 / Command Frequency

U0.02

출력주파수 / Output Frequency

U0.03

출력전류 / Output Current in RMS

U0.04

출력전압 / Output Voltage in RMS

U0.05

직류전압 / DC Link Voltage

U0.06

출력전력 계산치 / Output Power

U0.07

추정 전동기 속도 / Motor rpm

U0.08

추정 전동기 토오크 / Percentage Output Torque

U0.09

입출력단자상태 / I/O Status

U0.10

누적통전시간 / Cumulative Elapsed Power-on Time

U0.11

전원투입후 경과시간 / Elapsed time since power-on

U0.12

S/W 개정번호 / S/W Version

현재 유효한 주속주파수 지령값
Effective command frequency
현재 출력되고 있는 주파수
Current output frequency
현재 출력되고 있는 교류전류의 실효치
Output current in RMS
현재 출력되고 있는 교류전압의 실효치
Current output voltage in RMS
현재 인버터내에 충전되어 있는 직류전압
Current inverter’s DC voltage
현재 인버터가 출력하고 있는 전력계산치
Current output power
부하상태로부터 추정한 현재의 전동기 속도
Motor rpm estimated by the load status
출력전류로부터 계산한 전동기의 출력토오크
Output torque of the motor calculated from the output current
Bit열 형태의 입력단자대의 상태 (On : Close)
Status of input terminal block
인버터의 전원 투입후 누적시간
Cumulative elapsed Power on time since factory setting
금번 전원투입후의 경과시간 (분.초)
Total clear time after power off time since the power on (min.sec)
현재 탑재된 S/W의 작성 일련번호
S/W version number

�최종 이상발생시 운전상태 (Lastest Fault operation status)
U1.01
U1.02
U1.03
U1.04
U1.05
U1.06
U1.07
U1.08
U1.09
U1.10

주속지령 주파수
Command Frequency
출력주파수
Output Frequency
출력전류
Output Current
출력전압
Output Voltage
직류전압
DC Voltage
출력전력 계산치
Output Power
추정 전동기 속도
motor rpm
추정 전동기 토오크
Output Torque
입출력단자상태
I/O Status
누적통전시간
Elapsed Power-on Time

최종 이상발생시의 주속주파수 지령값
Command frequency of the latest fault
최종 이상발생시의 출력 주파수
Output frequency of the latest fault
최종 이상발생시의 출력 교류전류의 실효치
Output current of the latest fault
최종 이상발생시의 출력 교류전압의 실효치
Output voltage of the latest fault
최종 이상발생시의 충전 직류전압
DC voltage of the latest fault
최종 이상발생시의 출력 전력계산치
Calculate output power of the latest fault
최종 이상발생시의 추정 전동기 속도
Assumed motor rpm of the latest fault
최종 이상발생시의 전동기의 추정 토오크
Calculate output power of the latest fault
최종 이상발생시의 출력 입력단자대의 상태 (On : Close)
I/O Status I/O status of the latest fault (On: Close)
인버터 생산후 최종 이상발생시까지의 경과시간
Elapsed Power-on time from the factory setting to the fault occurence

�이상 발생이력 (Fault List)
U2.01
U2.02
U2.03
U2.04

이상발생이력1 (최근) / Fault 1
이상발생이력2 / Fault 2
이상발생이력3 / Fault 3
이상발생이력4 / Fault 4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상 내용 / Latest fault description
1회 전에 발생한 이상 내용 / 2nd latest fault description
2회 전에 발생한 이상 내용 / 3rd latest fault description
3회 전에 발생한 이상 내용 / 4th latest fault description

�정수 검사결과 (Parameter Check List)
U3.01
U3.02

변경된 정수목록
Modified Parameters List
이상발생 정수목록
Fault Parameters List

초기설정과 다른 값을 가지는 정수들의 전체 목록
Modified list of parameters
초기 전원투입시의 정수값 유효성 검사에서 실패한 정수들의 목록
List of fault parameters detected when the power is turn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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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정수 : 기본 환경설정 / Basic Setup Functions
명칭 (Name)

기능/내용 (Function/Description)

�운전 기본설정 (Basic Setup)

주파수지령 선택
Active source of frequency command

사용할 주파수지령의 입력장치를 선택
‐Local의 경우는 통신 설정불가
0: 엔코더 1: 키패드 2: 아날로그지령
3: 통신(RS-485)
Set the input method for the frequency reference
‐Communication selection is not possible for local
0: Encoder 1: Keypad 2: Terminal block (No.9~10) 3: Communication (RS-485)

B0.02

운전지령 선택
Active source of RUN command

사용할 운전지령의 입력장치를 선택
‐Local의 경우는 통신 설정불가
0: 오퍼레이터 1: 단자대
2: 통신(RS-485)
Set the source of the run command
‐Communication selection is not possible for local
0: Operator
1: Terminal block (No.1or 2)
2: Communication (RS-485)

B0.03

정지방법 선택
Select Stop Method

정지시 정지 방법을 선택
0: 감속정지
1: Free run
Set the stopping method used when a stop command is input
0: Ramp stop 1: Free run

B0.04

역회전금지 선택
Prohibit Reverse

역회전 운전지령의 유효/무효를 설정
0: 역회전 가능
1: 역회전 금지
Prohibit Reverse
Set prohibition of reverse operation
0: Reverse enabled 1: Reverse disabled

B0.05

전동기 회전방향
Motor Direction

전동기의 기본운전방향을 설정
0: 정회전
1: 역회전
Set the basic direction of the motor's rotation
0: Forward
1: Reverse

B0.06

초기 모니터항목
Default Monitor Item

전원 투입시 모니터할 항목 선택
‐ 1(U0.01) ~ 10(U0.10)중 선택
Sets the monitor item to be displayed when the power is turned on
‐ Select 1(U0.01) ~ 10(U0.10)

전원투입후 자동기동
Automatic start after Power on

전원투입 직후 자동적으로 운전을 개시할 것인지를 설정
‐ 운전지령선택이 0인 경우만 동작함 (B0.02=1)
0: 운전 지령 입력시 기동
1: 운전지령 없이 자동적 기동
Sets if the motor is started automatically when the power is turned on
‐ Operate when B0.02=1
0: Runs when command is input 1: Runs automatically without the command

B0.01

B0.07

�시스템 초기화 동작 ((System Initialization)

B1.01

B1.02

B1.03

초기 모니터항목
Default Monitor Item

인버터의 초기화 동작을 실행
1010: 전체 초기화 1111: 일부 초기화 (다기능 입출력단자의 기능 설정을 제외한 초기화 실행)
Inverter Initalization Used to initialize the operation
1010: Total initialization 1111: Partial initialization (Initialization except the function
of the multi-functional I/O terminal setting)

전원투입후 자동기동
Automatic start after Power on

지정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특정숫자의 확인
‐ B1.03이 설정된 경우 입력 이후에만 타 정수 변경 가능
Used to input the password when a password has been set in B1.03
‐ If password has been changed in B1.03, constants can only be changed after
inputting the correct password.

전원투입후 자동기동
Automatic start after Power on

지정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특정숫자의 설정
‐ 설정치가 없거나, B1.02에서 패스워드가 확인된 경우에만 변경가능
Used to set the number as a password
‐ It can only be changed If it has not been set previously or the password has
been verified in B1.02

�시스템 용량설정 (System capacity Setup)
B2.01
B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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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용량
Inverter Capacity
전동기 용량
Fault Parameters List

인버터의 전력용량
Inverter power capacity
구동대상 전동기의 전력용량
List of fault parameters detected when the power is turned on

명칭 (Name)

기능/내용 (Function/Description)

�주파수/속도지령 (Frequency/Speed command)
F0.01

주파수 지령1 / Frequency 1

F0.02
F0.03
F0.04
F0.05
F0.06
F0.07
F0.08

주파수 지령2 / Frequency 2
주파수 지령3 / Frequency 3
주파수 지령4 / Frequency 4
주파수 지령5 / Frequency 5
주파수 지령6 / Frequency 6
주파수 지령7 / Frequency 7
주파수 지령8 / Frequency 8

F0.09

Jogging 주파수 지령 / Jogging Frequency

다단속지령1,2,3 및 Jogging지령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의 주파수지령
The frequency reference if multi-step speed 1,2,and 3 or jogging is not inputted

Jogging 주파수 지령 또는 정회전 Jog, 역회전 Jog 입력된 경우의 주파수 지령
Frequency reference when jogging frequency command, Forward Jog or Reverce Jog are on

�주파수 지령범위 제한 (Frequnecy limit)
F1.01
F1.02

주파수 지령 상한 / High Speed Limit
주파수 지령 하한 / Low Speed Limit

출력주파수의 상하한을 최고출력주파수에 대한 % 비율로 설정
The output frequency upper limit/lower limit as a percentage of the maximum output frequency

�주파수 출력대역 제한 (Jump Frequency limit)
F1.03
F1.04

설정 금지 주파수 1 / Jump Frequency 1
설정 금지 주파수 2 / Jump Frequency 2

Sets the center values of the jump frequencies
‐ Temporary output during accel/decel is possible

F1.05

F1.06

기계공진 등 연속적으로 출력하지 않아야 될 주파수대역의 중심점을 설정
‐ 가감속시 일시적 출력은 가능

설정 금지 대역폭 / Jump Frequency width

F1.07

연속적으로 출력하지 않아야 될 주파수 대역의 폭을 설정
Sets the jump frequency band-width
설정금지 범위의 지령에 대한 출력 주파수 고정방식
0: 금지범위의 하한값으로 고정
1: 금지범위의 상한값으로 고정
Sets the fixing method of the output frequency for the command inside the jump frequency region
0: Fixes to lower limit
1: Fixes to upper limit

�주파수 검출기능 (Frequency detection)
F1.08
F1.09

주파수 검출 레벨 / Frequency Match Level
주파수 검출 폭 / Frequency Match Width
가감속 절체주파수
Accel / Decel time switching Frequency

지령주파수와 출력주파수의 일치 판단위치 및 그 일치판단의 기준대역 폭을 입력
Input the matching level of the frequency reference and output frequency
가감속시간이 제2 가감속시간으로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주파수 설정
Sets the frequency for automatic switching of 2nd accel / decel time

�가감속 시간 (Frequency detection)
F2.01
F2.02
F2.03

가속시간 1 / Accel Time 1
감속시간 1 / Decel Time 1
가속시간 2 / Accel Time 2

F2.04

감속시간 2 Decel Time 2

F2.05

가감속 시간 단위선택 / Accel Decel Timebase

가감속절환지령이 입력되지 않고 절체주파수 미만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가감속시간
Accel/decel time in normal status
가감속절환지령이 입력된 경우나, 절체주파수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가감속시간
Accel/decel time when accel/decel time switching command is input or when it is above
the accel/decel time switching freguency
가감속 시간의 설정단위를 지정
Sets the accel/decel time unit
0: 0.01sec
1: 0.1sec

�s-자 가감속 시간 (s-curve accel/decel time)
F3.01

S-curve시간 / S-curve time

가감속 시작과 완료지점의 S-자특성시간을 지정
S-curve time of the acceleration/ deceleration time start a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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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정수 : 시스템 기능조정 설정 / S-Parameter : System Adjustment Functions
명칭 (Name)

기능/내용 (Function/Description)

�직류제동 (DC braking)
S0.01
S0.02
S0.03
S0.04

직류제동개시주파수
DC Brake Starting Frequency
직류제동전류
DC Brake Current
시동시 직류제동시간
DC Braking Time at Start
정지시 직류제동시간
DC Braking Time at Stop

다단속지령1,2,3 및 Jogging지령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의 주파수지령
The frequency reference if multi-step speed 1,2,and 3 or jogging is not inputted
직류제동시의 출력전류
Sets the DC braking current
공회전 중인 전동기의 시동시 회전축의 정지를 위해 직류제동을 실시하는 시간
Sets the DC braking time at start
구동 중인 전동기의 제동시 회전축의 정지를 위해 직류제동을 실시하는 시간
Sets the DC braking time at stop

�속도서치 (Speed Search)
S1.01

S1.02
S1.03
S1.04

시동시 속도서치(Start)
Speed Search at Start

인버터 출력 개시시점에서의 전동기의 회전속도 검색여부 결정
0: 무효
1: 유효
Sets the speed search function
0: Disabled 1: Enabled

속도서치 개시주파수
Speed Search Start frequency
속도서치 동작전류
Speed Search Current
속도서치 감속시간
Speed Search Deceleration time

속도서치를 개시하는 임의의 지정 주파수
Sets the temporary frequency where the speed search is started
속도일치(서치완료) 판단기준전류
Sets the speed search operation current
속도서치동작중의 감속시간
Sets the output frequency deceleration time during speed search

�Dwell 운전 (Dwell Operation)
S2.01
S2.02
S2.03
S2.04

시동시 Dwell 주파수 / Dwell Frequency at Start
시동시 Dwell 시간 / Dwell Time at Start
정지시 Dwell 주파수 / Dwell Frequency at Stop
정지시 Dwell 시간 / Dwell Time at Stop

/
Sets the temporary holding frequency and time when driving a heavy loaded motor

�에너지 절감기능 (Envergy Save Function)
S3.01
S3.02

Energy Saving Voltage Level

Energy Saving Start Frequency

에너지절감운전 지령이 입력된 경우의 출력전압을 V/f 기본값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inverter output voltage as a percentage of standard V/F value
when the energy-saving command is input
에너지절감운전지령이 유효한 최저주파수를 설정
Sets the minimum frequency for the effective energy-saving operation

�슬립보정 (Slip Compensation)
슬립에 대한 보정량을 정격슬립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slip compensation gain as a percentage of rated slip

S4.01

S4.02

슬립보정 지연시간
Slip Compensation Delay time

S4.03

슬립보정 리미트
Slip Compensation Limit

슬립보정기능의 지연시간을 msec 단위로 설정
-속도응답이 느린 경우: 줄인다 ‐ 출력이 진동하는 경우: 늘린다
Sets the Slip compensation Delay time in unit of msec
-When speed response is slow: decrease the set value
-When the speed is not stabilized; increase the set value

�토오크 보상 (Torque Compensation)
S5.01

S5.02

Torque Compensation Gain

Torque Compensation Delay time

출력토오크의 보상량을 정격토오크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output torque compensation gain as a percentage of rated torque
토오크보상의 지연시간을 msec 단위로 설정
-전동기가 진동하면: 크게 한다 ‐ 속도응답이 느리면: 작게 한다
Sets the torque compensation dealy time in unit of msec
-If the motor is not stable: increase the set value
-If the speed response is slow; decrease the set value

�시스템 성능 보상 (System Function Compensation)

S6.01

S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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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조방지 게인
Hunting Prevention Gain

Compensates the Braking Power

경부하에서 회전이 불안정한 경우 전류억제기능을 설정
‐전동기가 진동하면: 크게 한다 ‐ 부하응답이 느리면: 작게 한다
Sets the hunting prevention gain when the oscillation occurs in light load
‐If the speed is not stable: increase the set value
‐If the load response is slow: decrease the set value
제동시 S/W 기능조작을 통하여 제동력 보강을 수행
‐단, 자주 급제동을 하는 경우, 모터가 과열될 수 있다
Increase the braking torgue by adjusting voltage
‐Repeated rapid braking may cause motor overheating

▶C-정수 : HW 설정 관련정수 / C-Parameter : H/W Functionality Setup
명칭 (Name)

기능/내용 (Function/Description)

�V/f 설정 (V/f Setting)
C0.01
C0.02
C0.03
C0.04
C0.05
C0.06
C0.07
C0.08

V/f 패턴
V/f Pattern
최고 출력주파수
Max. Output Frequency
최대출력전압
Max. Output Voltage
기저주파수 (최대전압주파수)
Base Frequency
중간출력주파수
Mid. Output Frequency
중간출력주파수전압
Mid. Output Voltage
최저 출력주파수
Min. Output Frequency
최저출력주파수전압
Min. Output Voltage

0~14: 기 정의 패턴
15: 사용자정의 패턴
0~14: Predefined pattern 15: User-set pattern
인버터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최고주파수
Sets the maximum inverter output frequency
인버터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최대전압
Sets the maximum inverter output voltage
V/f 계산상의 전압이 최대 출력 전압에 도달하는 주파수
Sets the frequency which the calculated V/f voltage reaches the maximum output voltage
V/f 계산상의 변곡점이 위치하는 주파수
Sets the frequency where the changing point of the calculated V/f is located
V/f 계산상의 변곡점에서의 출력 전압
Sets the voltage where the changing point of the calculated V/f is located
인버터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최소 주파수
Sets the minimum inverter output frequency
최저출력주파수에서의 출력전압
Sets the minimum inverter output voltage

�케리어 주파수 / 변조(Modulation) 관련 설정 (Carrier Frequency / Modulation Related Setting)
C1.01

Carrier 주파수
Carrier Frequency

변조 기준 주파수
Sets the modulation reference frequency

�주 전동기 관련 데이터 (Motor Data)
C2.01
C2.02
C2.03
C2.04
C2.05

전동기 선간 저항
Stator Resister
전동기 철손
Iron Loss
전동기 정격 전류
Motor Rated Current
전동기 무부하 전류
No Load Current
전동기 정격 슬립
Motor Rated Slip

전동기 관련 상수를 설정
Sets the constants related to motor

�H/W 조정 관련 데이터 (H/W Adjusting Data)
C3.01
C3.02
C3.03
C3.04
C3.05
C3.06

직류전압 보정치
Compensate DC Voltage
Analog 출력보정계수
Analog Compensation Coefficient
전류검출기 게인 1
Current Detector Gain 1
전류검출기 게인 2
Current Detector Gain 2
아날로그 지령보정계수
Analog Command Compensation Coefficient
역율 보정계수
Power-Factor Compensation Coefficient

공장설정용 (사용자 수정금지)
Preset by the factory (can not be set by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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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정수 : 입출력 기능 관련정수 / H-Parameter : I/O Control Functions
명칭 (Name)

기능/내용 (Function/Description)

�다기능 입력접점 (Mult-function Inputs)

H0.01

단자입력형태 설정
Select Terminal Input Type

각 단자의 a접점 또는 b접점의 입력형태를 설정
0: a접점입력 (NO)
1: b접점입력 (NC)
Sets the input type of each terminal to‘a’contact or‘b’contact
0:‘a’contact input (NO) 1:‘b’contact input (NC)
ex)단자대 3, 4만 b접점 입력으로 설정시 c를 입력함 / When set the‘b’contact type only of terminal 3, 4 setting value is‘c’
Terminal
BIT

H0.02
H0.03
H0.04
H0.05

단자대 3의 입력기능 / Function of Terminal 3
단자대 4의 입력기능 / Function of Terminal 4
단자대 5의 입력기능 / Function of Terminal 5
단자대 6의 입력기능 / Function of Terminal 6

6 5 4 3 2 1
0 0 1 1 0 0

HEXA 값으로 변경하면 c임 / Changing value is‘c’as Hexa decimal
각 다기능 입력단자의 기능을 설정
‐ H 0.01~H 0.05에서 동일한 값은 설정불가
‐ 작은 것부터 설정할 것
Sets each multi-function input function
‐ Same value can not be set on the other input terminal

�다기능 출력접점 (Multi-function Output)
H1.01

H1.02

�다기능 Analog 입력 (Multi-function Analog Input)
H2.01
H2.02
H2.03
H2.04
H2.05
H2.06
H2.07

Analog 입력형태
Analog Input Type
Analog 입력시정수
Analog Input Time Constant
전압입력단자 게인
Voltage Input Gain
전압입력단자 바이어스
Voltage Input Bias
전류입력단자 기능
Function of Current Input Terminal
전류입력단자 게인
Current Input Gain
전류입력단자 바이어스
Current Input Bias

H2.02 = 0(주파수지령)인 경우의Analog 입력의 입력형태를 설정
Sets the input Type of analog input when H2.02=0 (frequency command)
Analog 입력단자의 필터 시정수
Sets the filter time constant of the analog input terminal
Vin(9번) 단자에 10V가 입력된 경우의 주파수지령을 최고출력주파수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frequency when 10V is input to Vin(no.9), as a percentage of the maximum output frequency
Vin(9번) 단자에 0V가 입력된 경우의 주파수지령을 최고출력주파수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frequency when 0V is input to Vin9(no.9), as a percentage of the maximum output frequency
Ain(10번) 단자의 기능을 설정
Sets the function of Ain(No.10) terminal
Ain(10번) 단자에 20mA가 입력된 경우의 주파수지령을 최고출력 주파수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frequency when terminal 10 is 20mA, as a percentage of maximum output frequency
Ain(10번) 단자에 4mA가 입력된 경우의 주파수지령을 최고출력 주파수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frequency when terminal 10 is 4mA, as a percentage of maximum output frequency

�다기능 Analog Monitor 출력단자 (Multi-function Analog Monitor Output Terminal)
H3.01
H3.02
H3.03

아날로그 출력기능설정 / Analog Monitor Function Setting
게인 설정 / Analog Monitor Gain Setting
바이어스 설정 / Analog Monitor Bias Setting

Analog Monitor 출력단자의 기능, Gain 및 Bias량을 설정
Sets the analog monitor output terminal function, gain and bias

�Digital Operator 설정 (Digital Operator Setting)

H4.01

H4.02
H4.03

H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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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표시형태
Display Format of U0.07

디지탈 오퍼레이터 스톱
Stop Key Enable / Disable
Local 전환시의 운전지령 처리
Operation when change Local / Remote

기기식별 번호
Device ID

추정 전동기회전속도(U0.07)의 표시형태를 설정
0xxx: 소숫점의 위치 (0~3)
x000: 출력주파수에 곱할 숫자
Sets the display form of the estimated motor speed(U0.07)
0xxx: position of the decimal point (0~3)
x000: number to be multiplied to the frequency
단자대 운전지령 사용시, 디지탈오퍼레이터의 STOP key 유효/무효 설정
Sets the digital operator stop key during terminal block operation command
Remote → Local 전환시의 운전 지령 처리를 지정
Sets the operation command when transferring remote→local
통신시 인버터의 식별을 위한 번호
1: 대표수신자
‐ 방송명령(전체대상 명령, 수신자 = 255) 수신시 실행후 대표로서 응답함
2~253 : 일반수신자
‐ 방송명령 수신시 실행하지만 응답은 없음
254 : 설정불가
‐무조건응답 방송 대상주소, 전원이 응답함
255 : 설정불가
‐선별응답 방송 대상주소, 1번만 응답함
sets the number to identify the inverter from others during communication
1: representative receiver ‐ when receive broadcast command(command to entire inverters, receiver=255)
reponds as representative after execute command
2~253 : normal receiver
‐ no response when broadcast command is received
254 : not selectable
‐entire inverter responds
255 : not selectable
‐only number 1 responds

명칭 (Name)

기능/내용 (Function/Description)

�Digital Operator 설정 (Digital Operator Setting)
H4.05

Digital Volume 설정 단위
Select Frequency Unit of Digital Volume

H4.06

디지털 오퍼레이터 조작방식
Parameter Setting Mode

H4.07

팬 동작방식
Fan Operation Mode

Digital Volume 사용시의 주파수 설정 단위
0: 0.01Hz
1: 0.05Hz
Unit of frequency when using digital Volume
정수 설정방식의 선택
0: 그룹/소그룹 동시 변경 1: 그룹/소그룹 개별 변경
Sets the parameter setting method
0: change group/subgroup at the same time
1: change group/subgroup separately
냉각팬의 동작 선택
0: 항상 회전
1: 전동기 정지시 정지
Sets the operation of cooling fan
0: Rotates continuously
1: Stops when the motor is stopped

▶다기능 단자 설정 / Multi-function I/O Selection Table
설정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기능접점입력단자
Multi-function Input Terminal

다기능접점출력단자
Multi-function Output Termianl

다기능 Analog 입력
Multi-function Analog Input

다기능 Analog 출력
Multi-function Analog Output

3 WIRE모드 선택
3 Wire Sequence
외부 이상발생
External Fault
이상 RESET
Reset Fault
다단속 1
Multi-Step Speed 1
다단속 2
Multi-Step Speed 2
다단속 3
Multi-Step Speed 3
Jogging 주파수지령 선택
Select the Jogging Frequency Command
정회전 Jogging 운전
Forward Jogging
역회전 Jogging 운전
Reverse Jogging
가감속 절환 지령
Accel/Decel switcting Command
가감속 중지
Holding Accel/Decel
외부 Baseblock 지령
External Baseblock up Command
주파수 Up 지령
Frequency up Command
주파수 Down 지령
Frequency down command
전류 Analog 지령 선택
Select Current Analog Command
직류제동
DC Breaking
속도서치 지령 1
Speed Search Command 1
속도서치 지령 2
Speed Search Command2
에너지 절약운전
Energy-Saving Operation
Remote → Local 운전선택
Remote → Local Selection

이상발생
Fault Occurred
운전중
Running
지령주파수 일치
Matching command Frequency
임의주파수 일치
Matching Temporary Frequency
임의주파수 검출치 이상
Detected Matching Freguency or higher
임의주파수 검출치 이하
Detected Matching Freguency or lower
출력 차단중
Base blocking
과토오크 검출중
Over Torque Detection
역회전중
Reverse Run
토오크(전류) 제한중
Torque (current) limiting
속도 서치중
Speed Searching
영속 중
Zero Speed

주파수 지령
Frequency Command
주파수 게인
Frequency Gain
전압 바이어스
Voltage Bias
직류제동전류
DC Break Current
과토오크 검출 Level
Over Torque Detection Level
운전중 Stall방지 Level
Stall Prevention Level During Operation
주파수 지령 하한 Level
Minimum Frequency Command level
설정금지 주파수
Not Selectable Frequency

주파수 지령
Frequency Command
출력주파수
Output Frequency
출력전류
Output Current
출력전압
Output Voltage
직류전압
DC Voltage
출력전력
Output Power
전동기속도
Motor Speed
추정 토오크
Estimated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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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수 : 보호기능 설정 / P-Parameter : Protective Functions
명칭 (Name)

기능/내용 (Function/Description)

�다기능 입력접점 (Mult-function Inputs)
P0.01

전동기보호 기능설정
Select Motor Protection

P0.02

전동기보호 동작시간
Motor Protection starting time

P0.03

모터 보호특성
Motor Protection Characteristic

전동기 보호기능의 동작여부 설정
0: 무효
1: 유효
Sets whether the motor protection function is enabled or disabled
0: disabled
1: enabled
전동기 보호기능의 동작시간 ‐ 전동기정격 대비 150%전류 1분 이상시 출력차단(기본값)
Sets the lectric themal detection time - The factory setting is 150% overload for 1 minute
모터 종류를 선택한다
0: 일반모터
1: 인버터 전용모터
Select Motor type
0: general-purpose motor
1: inverter exclusive motor

�순간정전 대응 (Momentary Power Failure)

P1.01

P1.02
P1.03
P1.04

순간정전 보상시간
Compensation Time of Power Loss
V/f 복귀시간
V/f Recovery Time
저전압검출 레벨
Under Voltage Level

순간정전에 따른 저전압 발생후 복전시의 동작 설정
0: 이상표시 후 정지
1: 순간정전보상시간(P1.02)내에 회복시는 운전계속 ‐ 자동적으로 속도서치 실행
2: 제어전원 유지 중 회복시는 운전계속
Sets the operation when power supplied after the power failure
0: Stops after error display
1: Run Continuously if power supplied within the failure compensation time(P1.02)
- Automatic speed search
2: Run Continuously if power supplied when controller power is not failed
저전압 발생이후의 복전 대기시간
Sets the time until the recovery of low voltage
출력차단 이후 출력전압의 최대출력전압까지 V/f 회복시간
Sets V/f recovery time until reaching the maximum output voltage after the output blocking
저전압 검출(Uv) 동작의 기준전압 ‐직류전압
Sets the undervoltage detection level - DC voltage

�Stall 방지 (Stall Prevention) (Momentary Power Failure)
P2.01
P2.02
P2.03

Stall Prevention during acceleration
가속중 Stall 방지 레벨
Stall Prevention Level during acceleration
가속중 Stall 방지 리미트
Stall Prevention Limit during acceleration

P2.04

감속중 Stall 방지기능
Stall Prevention during deceleration

P2.05

운전중 Stall 방지기능
Stall Prevention in Running

P2.06

운전중 Stall 방지 레벨
Stall Prevention Level in Running

가속시의 Stall 방지기능의 유효/무효 설정 가속중 Stall 방지기능 0: 무효 (가속시간대로 가속) 1: 유효
Sets the stall prevention function during acceleration
0: Disabled (accelerated according to the accel time) 1: Enable
가속시의 출력전류제한 Level을 인버터 정격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output current limit level as a percentage of inverter's rated current during acceleration
최대전압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로 가속시의 Stall 방지 Level 설정
Sets the stall prevention level which is higher than the maximum voltage frequency during the acceleration
감속시의 Stall 방지기능의 유효/무효 설정
0: 무효 (제동장치 사용시)
1: 유효 (제동장치 비사용시)
Sets the stall prevention function during deceleration
0: Disabled(when breaking device is used)
1: Enabled (When breaking device is not used)
정속운전시의 Stall 방지기능의 유효/무효 설정
0: 무효
1: 유효 (감속시간 F2.02)
2: 유효 (감속시간 F2.04)
Sets the stall prevention function during constant speed
0: Disabled
1: Enabled (Decel time F2.02)
2: Enabled (Decel time F2.04)
정속운전시 출력전류제한 Level을 인버터 정격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output current limit level during the constant speed, as a percentage of inverter's rated current

�과토오크 검출 (Over Torque Detection)

P5.01

P3.02
P3.03

과토오크 검출 레벨
Over Togue Detection Level
과토오크 검출 지연시간
Over Togue detection Delay time

과토오크 검출시 처리동작을 설정
0: 검출기능 무효
1: 속도일치중 만 유효
2: 운전중 항상 유효
3: 속도일치중 만 유효/출력차단
4: 운전중 항상 유효/출력차단
Sets the response when over torque is detected
0: Disable
1: Enabled only during matching speed
2: Enabled in Runing
3: Enabled only during matching speed/output is blocked
4: Enabled in Runing /output is blocked
과토오크 발생판단 기준전류를 인버터 정격전류에 대한 비율로 설정
Sets the over torque detection level, as a percentage of inverter's rated current
과토오크 발생후 이상처리까지의 지연시간
Sets the delayed time from the over torque until the release of fault

�이상 재시도 (Over Torque Detection)
P4.01

이상시 재시도 횟수
Number of Fault Retry

P4.02

이상재시도시의
접점출력기능 설정
Output Terminal Fuction at Retry

이상발생시의 자동해제 및 재시도 횟수를 설정. ‐ 자동적으로 속도서치를 실행
Sets the number of retry when fault occurs: automatic speed search
다기능접점출력단자의 설정기능이 '이상발생출력' (H1.01 = 0)인 경우에,
0: 이상접점을 출력하지 않음 1: 이상접점을 출력함
When the multi-function output terminal setting function is 'fault occured' (H1.01)
0: Fault is not output
1: Fault is output

�FAN Error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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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 Error 유효기능
Fan Error Detection

Fan 이상 검출 유무를 설정합니다
0: Fan 이상을 검출
1: Fan 이상을 무시함
Select fan error detection enable/disable
0: Enable fan error detection 1: Disable fan error detetion

보호기능, 이상표시 일람표 / Protective Function, Error Code
▶인버터 자체이상 / Problem with Inverter
Code

Name

Mean

인버터 단락 과전류 발생

Over current 1 (short)

인버터 출력 과전류 발생

Over current 2 (output)

냉각팬 불량

Fan Fault

인버터 과열

Inverter Over-heated

주회로 과전압 발생

Over-voltage

주회로 저전압 발생

Under-voltage

과토오크 검출

Over-torque

인버터 과부하

Inverter Over-load

전동기 과부하

Motor Over-load

외부 속도지령 배선 이상

Analog Speed Command Failure

정수 입력범위 초과

Parameter Range Over

정수 기억 실패

EEPROM Failure

외부 이상입력 있음 (다기능단자 4)

External Fault (Terminal 4)

외부 이상입력 있음 (다기능단자 3)

External Fault (Terminal 3)

외부 이상입력 있음 (다기능단자 2)

External Fault (Terminal 2)

외부 이상입력 있음 (다기능단자 1)

External Fault (Terminal 1)

정수일괄 검사중 이상 검출

Parameter Check Fail

▶인버터 자체경고 / Warning on Inverter
Code

Name

Mean

주회로 저전압 발생

Under-voltage

과토오크 검출

Over-torque

운전지령 이상 (정/역 동시입력 : S/W)

Sequence Error

외부 출력차단 지령 입력됨

Baseblock

단자대 운전모드에서 오퍼레이터의 정지지령이 입력됨

Local Stop Commanded

▶통신작업중의 이상 / Problem During Communication
Code
FMT

Name
문자열 형식 이상

Mean
Abnormal Format

SUM

전송 이상

Check Sum Error

MEM

기억동작 실패

Memory Fault

RUN

운전중 변경불가

Rejection in Running

EEP

써넣기 동작 중

EEPROM Busy

MOD

지령모드 불일치

Invalid Frequency/Run comman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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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UNIT, 저항 규격
Inverter
Voltage

Model

Brake unit

Resistor

Quantity

SI -

Connectable

Braking torque

Min resistor

(10%ED)%

20P4E7
70W 200

1

40

220

70W 200

1

40

125

260W 100

1

40

125

260W 70

1

40

120

23P7E7

390W 40

1

40

125

40P4E

70W 750

1

750

230

40P7E7

70W 750

1

510

130

40P4E7

260W 400

1

240

125

40P4E7

260W 250

1

200

135

40P4E7

390W 150

1

100

135

20P4E7S
20P7E7
20P7E7S
200V

21P5E7
21P5E7S
22P2E7
22P2E7S

400V

400V
Unit
400V Class inverter includes brake unit

.

Unit IN-SIBR23P7
Brake unit IN-SIBR23P7

▶제동 Unit 을 장착한 E7인버터
Inverter E7 mounted with brak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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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Reactor and AC Reactor
Connection example

When power capacity is significantly greater when compared to
inverter capacity, or when the power-factor needs to be improved,
connect the AC or DC reactor.
AC reactor can be used at the same time for harmonic measure.

200V Class
Wire Size
Max. Applicable
Motor Output kW(HP)

Current(A)
DC

0.4(0.5)

Inductance(mH)

AC

DC

2.5
5.4

AC

5

2.1

1.5(2)

10

1.1

18

3.7(5)

15

mm2

DC

AC

(Only for DC)*

8

15

2

4.2
8

0.75(1)

2.2(3)

Loss(W)

3

20

0.71

25
18

30

0.53

5

35

*Contact your Samsung Electronics representative for single phase, 200V models.

400V Class
Wire Size
Max. Applicable
Motor Output kW(HP)

Current(A)
DC

0.4(0.5)

Inductance(mH)

AC
1.3

3.2
0.75(1)

3.7(5)

12

7.5
10

mm2

DC

AC

(Only for DC)*

9

15

2

18.0
8.4

5
5.7

AC

28
2.5

1.5(2)
2.2(3)

DC

Loss(W)

4.2
11
6.3

3.6
2.2

25
11
16

35
43

2
2

*750C, 1V Cable, 750C ambient temperature, three or over Wires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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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ER 적용상의 주의
리액터와 인버터용량 선정
�대용량의 전원 Trans(60kVA이상)에 접속하는 경우와 진상 Condenser의 전환이 있는
경우, 전원입력회로에 과대한 Peak 전류가 흐르고 Converter 부분을 파손시킬 수 있으
므로 직류 Reactor 또는 교류 Reactor를 설치한다.
�특수 Motor를 1대의 Inverter에서 병렬운전하는 경우는 Motor 정격전류 합계의 1.1배가
Inverter의 정격출력 전류 이하로 되도록 Inverter의 용량을 선정한다.
�Inverter에서 구동하는 Motor의 시동.기동특성은 Inverter의 과부하 전류 정격에 의해 제
약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상용전원에서 시동할 때에 비해 Torque 특성은 작은 값으로
된다. 큰 시동 Torque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Inverter의 용량을 한 단계 위의 것을 선택
하든지 또는 Motor 및 Inverter도 용량을 Up한다.

설정 및 취급
�직류제동 동작전압 및 동작시간을 큰 값으로 설정하면 Motor 과열의 원인이 된다.
�제동 저항 또는 제동 유니트 부착시 감속중 스톨방지 기능을 무효로 설정한다.
�전원을 Inverter의 출력단자 � � �에 인가하면 Inverter부가 파손된다. 전원 투입 전에 배선과 시퀸스를 Check 한다
�Inverter의 전원을 차단해도 Condenser의 방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에는 Charge Lamp가 꺼지고 나서 한다.

Precautions when using the inverter
Selecting the reactor and inverter capacity
�Use an AC reactor(option) on the inverter input side when the inverter is
connected directly to a large-capacity power transformer(600kVA and
over) or when a phase advance capacitor is switched. Otherwise excess
peak current may occur in the power feed circuit and the converter
section may be demaged. An AC reactor is also required when a thyristor
converter such as a DC drive is connected to the same power system.
�When a special motor is used or more than one motors is driven in
parallel with a single inverter, select the inverter capacity so that 1.1
times of the total motor rated current does not exceed the inverter rated
output current.
�The starting and accel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motor driven by an
inverter are restricted by overload current ratings of the inverter.
Compared to running with commercial power supply, lower torque
output should be expected. If high starting torque is required, use an
inverter of higher capacity or increase the capacities of both the motor
and the inverter.

Setting and handling
�Large DC injection braking operating voltates and times may cause motor overheating.
�Disable stall prevention function when a braking resistor or braking unit is being used.
�Applying power to inverter output terminals U, V, W will damage the inverter. Check wiring and sequence before turning power on.
�After inverter power off, electric charges in the internal capacitors are retained temporarily.
Wait unit the charge LED goes off before touching the inside of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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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기기 적용상의 주의
배선용 차단기의 설치와 선정
�수전측에는 Inverter 일차측의 배선보호를 위해 배선용 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특히 완전 전자기식 MCCB는 고조파 전류에 의해 동작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큰 용량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누전 Braker 는 Inverter용을 권장한다.

전자 접촉기의 적용
�전원측에 부착할 경우 MC에서 빈번한 시동정지는 하지 않는다.(고장의 원인이 됨)
제동UNIT와 제동 저항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동저항기에 Thermal Protector를 이용한 접점으로 MC를 OFF하는 시퀀스를 설치한다.
모터측에 MC를 설치할 경우 운전중 MC ON-OFF는 큰 surge 전류로 인하여 인버터 오동작의 원인이 된다.

Overload relay의 설치
�Motor등 과열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Inverter는 전자 Thermal에 의한 보호기능을 갖고 있지만 1대의 Inverter에서 복수대의 Motor를
운전하는 경우와 다른 Motor의 경우 등은 Inverter와 Motor와 사이에 열동형 Thermal Relay(THR) 또는 Thermal Protector(EOCR 등)을
설치한다.

전자 장해에 대해서
�인버터 구동시 노이즈로 주변기기가 오동작 할 경우는 인버터 전원선과 모터출력선을 금속관 배선으로 하고 금속관을 접지하거나 노이즈
필터를 인버터 입출력에 부착함으로써 장해를 적게 할 수 있다.
제어회로 단자의 터미널에 사용하는 선은 Twist Pair Shield 선을 사용하고 Shield는 Earth 단자에 한 곳만 접속한다.

Precautions when using the peripheral units
Installation and selection of molded-case circuit breaker(MCCB)
�On the input power side, a MCCB to protect inverter primary wiring should be installed.
If a full electriomagnetic MCCB is to be used, select a larger capacity because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are altered by
harmonic current.
Use the ELB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inverter.

Use of magnetic contactor
�Do not use the MC frequently for start/stop operation.(It will lead to a reduced reliability)
If the braking unit and braking resistor are used, install the sequence to turn off the MC by the contact of the braking
resistor’s thermal protector.
If the MC is used to the motor, turning on/off the MC when motor is running will cause large surge currents and the
inverter detects OC error.

Installing a overload relay
�The inverter include an electric thermal protective function to protect the motor overheating.
However, when multi-drive by one inverter is used, install thermal relay or EOCR between the inverter and the motor.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When noise cause malfunction of the device in inverter operating, use a noise filter of a metalic conduit between the
inverter and motor and grounding the conduit to decrease the noise.
Use twisted-pair shielded wire to inverter control terminals and connect the shielding to only one of the earth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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