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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상식이 된다. 
세계를 겨냥한 스탠더드 “3레벨 제어 방식” 채용 

 

 

 

 

 

 

 

 

 

 

 

 

 

 

 

 

 

 

 

고객의 요구에 하나씩 대응하면서 진화해 온  

야스카와의 인버터 Varispeed 시리즈. 

지금 또 다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범용 인버터에 3레벨  

제어 방식을 채용한 Varispeed G7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3레벨 제어 방식으로 마이크로 서지 문제를 해결하였

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모터에 적용할 때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류 벡터 제어에 의한 고성능 및 고기

능화로 다양한 기계나 설비를 파워풀하게 고정밀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Varispeed G7은 초기 도입 비용의

절약과 함께 현격한 에너지 절약 제어로 인해 가동 비용

도 절약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버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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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FEATURES 

 

Varispeed G7은 안심하고 인버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모터나 

전원에 가해지는 전기적 악영향을 대폭 삭감하는데 성공하였습니

다. 인버터화의 번거로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기계나 설비를 업그

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세계의 주요 규격 및 네트워크에 

준거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와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의 상

식이 될 사양을 갖춘 글로벌 인버터입니다. 

사용의 편의성을 추구한 고성능 인버터 

● 400V급 인버터 드라이브의 잠재 과제를  

   일거에 해결 

● 글로벌 사양 

● 환경 친화 

Varispeed G7은 고성능 및 고기능화로 인해 고객의 높은 기술

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퀵 커스터마이즈 기능이

나 풍부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로 고객의 독자적인 사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설정에서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사용의 편의성을 

추구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버터입니다. 

 

● 높은 수준의 제어 성능 

● 사용자 친화 

● 인버터의 전용화가 용이 

전세계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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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용 

APPLICATIONS 

 

 

 

 

 
 

일반 산업용 기계로의 적용 

생활기계로의 적용 

종이가공기계 
수송 운반 

신문 윤전기의 고속 및 고정밀도 운전에 

위력을 발휘 

권취기에서 고정밀도의 속도 제어 성능이나

토크 제어 성능을 발휘

스태커 크레인의 승강에 빠른 응답성과    

고정밀도의 위치 결정

고효율의 펌프 유량 제어를 실현한다. 

인텔리전트 빌딩의 쾌적한 환경을 창출한다

(에어컨, 엘리베이터의 문 등). 복합 공작 기계(machining center)의 주축 드라이브로 활약 

목욕탕의 수류 조정에 위력을 발휘 

조용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한  

X선 투시 기계에 활약 

충진기 드라이브에 접착력이 강한 토크로 품질 향상을

실현

모노레일 카의 안전성과 높은 승차감을 실현 업무용 세탁기에서 활약

팬 및 펌프 금속공작기계

공공 설비 의료 기계 식품 가공기 

생활환경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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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V급 인버터 드라이브의 잠재 과제를 일거에 해결 

세계 최초로 3레벨 제어 방식을 400V급 범용 인버터에 채용해 인버터 출력 전압을 정현파에 더욱 가깝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지 전압에 의한 모터 절연 손상이나 축 전압에 의한 모터 베어링 전식(電蝕)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게 되어 서지 

억제 필터가 없어도 범용 모터나 기존 모터를 안심하고 인버터 드라이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설 전류나 노이

즈도 대폭 줄었습니다(기존 대비 반으로 감소). 

 

 
 
■ 환경에 친화적 

 
Varispeed G7의 에너지 절약 제어 운전에서는 최  

효율 제어로 인해 벡터 제어에서도 V/f 제어에서도 고

효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팬이나 펌프는 물론 보

다 일반적인 기계에서도 발군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발휘합니다. 

18.5kW 이상의 전기종에 고조파 억제용 직류 리액터

를 내장하였습니다. 또 12상 정류에도 응할 수 있습

니다(주). 

15kW 이하의 기종에는 직류 리액터를 옵션으로 준비

하여 고조파 억제 책 가이드라인 응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1 저 서지 전압 

모터에 가해지는 서지 전압을 억제하기 때문에  

모터의 서지 전압 책이 필요 없습니다. 

2 저 노이즈 

인버터 드라이브에 기인하는 전도(전원) 노이즈 및 방사(라디오) 노

이즈를 폭 억제하기 때문에 주변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3 저 소음 

기존에는 곤란했던 “저 노이즈와 저 소음”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3레벨 제어 방식의 특징 

상전압 2레벨 

선간에서 3레벨의  

출력 전압 파형  

2레벨제어방식(종래)                         3레벨제어방식

● 확실한 에너지 절약 제어 ● 완벽한 전원 고조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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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사양(Worldwide) 
 

RS-422/485 통신 기능(MEMOBUS/Modbus 프로토콜)을 표준으로 장착하였습니다. 더욱이 통신 옵션 카드를 장착하면 주요 필드 네

트워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주). 상위 컴퓨터나 PLC와 연결하면 생산 설비의 집중 관리화나 절약형 배선을 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장비인 LCD 표시 디지털 오퍼레이터는 일본어(가타카나),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 발매 예정 

 

 

 

 

표준 제품으로 미국/캐나다 시장용 UL/cUL 규격과 유럽 

시장용 유럽 안전 규격에 응합니다. 

 

전세계의 전원 전압에 응합니다. 

∙ 3상 200V 시리즈(200~240V 지원) 

∙ 3상 400V 시리즈(380~480V 지원) 

공통 컨버터 등의 직류 전원 장치에도 표준 제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UL 인정 마크                       유럽 안전 규격 

                                     CE 마크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 주요 거점에서 해외 지원을 

강화해 고객의 해외 전략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전세계의 주요 필드 네트워크에 대응

●7개국어 대응 디지털 오퍼레이터 

● 전세계 주요 규격에 대응 ● 폭넓은 전원에 대응 

●지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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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준의 제어 성능 

●발군의 토크 특성 ●확실한 토크 제한 
 

∙ 새로운 업저버(특허 출원 중)의 탑재로 정평이 있는 저속 토크 

특성을 더욱 향상시켜(PG가 없는 벡터 2 제어 시 150%/0.3Hz) 

다양한 기계를 파워풀하게 변신합니다. 그리고 PG를 장착하면 영

속에서 150% 이상의 높은 토크 운전이 가능합니다. 

 
1/200의 저속에서부터 높은 토크 

(PG가 없는 벡터 제어   회전형 오토 튜닝 시) 

[속도 제어 범위 1:200   PG가 있는 경우 1:1000] 

 

 

 

∙ 정밀한 토크 제한 기능으로 확실하게 출력 토크를 제한합니다. 돌

발적인 부하변동이 발생해도 기계를 보호합니다. 

 

 
확실한 토크 제한(토크 제한값 150%일 때) 

●발군의 응답성 ●빠른 속도 검색(특허 출원 중) 
 

∙ 모델 추종 제어의 탑재로 인해 PG가 없어도 높은 응답성을 실현

합니다(당사 기존 비 2배 이상). 

 

∙ 더욱이 PG가 있으면 독자적인 고속 전류 벡터 제어로 인해 속도 

지령의 변화에도 민첩하게 응합니다(속도 응답 40Hz/모터 단독). 

또 부하가 급변해도 일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지령 변화에도 민첩하게 응      부하의 변동에도 응 가능 

(속도 지령 스텝 응답)        (충격 부하 시의 속도 회복 특성) 

 

 

 

∙ 새로운 속도 검색 기능으로 인해 순간 정전 후 복전한 다음의 재

운전까지 시간을 폭 단축합니다(당사 기존 비 1/2 이하). 

 

∙ 회전 방향에 관계없이 재운전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오토 튜닝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 기능 
 

∙ 지금까지의 회전형 튜닝 방식 이외에 이번에 새롭게 “정지한 채 

튜닝이 가능한 방식”을 추가해 오토 튜닝이 간단해졌습니다. 전세

계의 모터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속 및 고정밀도의 전류 제한 기능으로 과전류 트립을 억제하고 

또한 순간 정전 후의 재시동 운전이나 스톨 방지 기능, 이상 리트라

이 등에서 운전 지속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 모터에 포함된 PTC 서미스터로 모터의 과열을 보호할 수 있습니

다. 

 

 

입력 전압

(400V/div)

 

주파수 지령

(30Hz/div)

회전 속도 

(12Hz/div)

출력 주파수

(12Hz/div)

출력 전압 지령

(25A/div)

 

 

 

 

 

 

 

U상 출력 전류

(25A/div)

쇼크 없이 즉시 시동 (순산정전 후 복전한  다

음 운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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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 친화적 

●간단한 조작 
∙ 5줄 표시의 LCD 표시 오퍼레이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또 복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수의 업/다운 로드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퀵 프로그램 모드를 이용하면 최저한의 정수 설정만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 출하 시 설정에서 변경한 정수만을 베리파이 모드를 이용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케이블(옵션)을 사용하면 오퍼레이터를 본체에서 분리해  

원격 조작이 가능합니다. 

∙  LED 표시 오퍼레이터도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간단한 보수, 점검 
∙ 탈착식 제어 회로 단자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배선한 채로 유닛을 쉽게 교

환할 수 있습니다. 

∙ 냉각 팬의 ON/OFF 제어 운전으로 인해 팬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높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냉각 팬은 원터치로 탈착이 가능하여 팬 교

환도 간단합니다. 

∙ 누적 가동 시간이나 냉각 팬 가동 시간을 기록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 PC를 사용한 인버터 정수관리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인버터별로 

정수를 일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작업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입출력에 대응 
∙ 지금까지의 아날로그 입출력 이외에 펄스열 지령 입력과 펄스열  

모니터 출력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 다기능 입력 신호 12점과 다기능 출력 신호 5점의 풍부한 입출력 

을 갖추었습니다. 

∙ 입력 단자의 논리를 싱크 타입(0V 공통)/소스 타입(+24V 공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외부 +24V 전원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입력 방법의 자유도를 향

상시킵니다. 

 

■ 인버터의 전용화가 용이 
∙ 퀵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이용하면 고객의 기계에 요구되는 특별한 기능(전용 소프트)을 인버터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어 고객의 노하우를 탑재한 전용 인버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의 노하우*를 응축한 풍부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설비 기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크레인 제어, 엘리베이터 제어, 에너지 절약 제어(모터의 최대 효율 운전), PID 제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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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Operator (표준장비)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기능 설명 

 

운전 및 프로그래밍 모드 표시 

DRIVE : 드라이브 모드 시에 표시 

QUICK : 퀵 프로그래밍 모드 시에 표시 

ADV : 고급 프로그래밍 모드 시에 표시 

VERIFY : 베리파이 모드 시에 표시 

A.TUNE : 오토 튜닝 모드 시에 표시 

운전 모드 선택 키 

운전 모드가 REMOTE(제어 단자 회로)와 

LOCAL(디지털 오퍼레이터 운전)로 교

로 바뀝니다 

(운전 지령, 주파수 지령을 제어 회로 단

자로 설정한 경우) 

운전 지령 키 

디지털 오퍼레이터로 운전할 경우의 운전 

지령 키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일 때만 유

효합니다. 

 

JOG: 인칭 운전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인칭 운전이 가능합니다. 

FWD/REV: 정전/역전 전환 

정전과 역전을 교 로 바꿉니다. 

 

 

RUN*: 운전 지령 

RUN을 누르면 왼쪽  

빨간 램프가 점등합니다. 

STOP*: 정지 지령 

STOP을 누르면 왼쪽  

빨간 램프가 점등합니다. 

 

* : RUN과 STOP 램프는 운전에 맞추어 “점등”, “점멸”, “소등”합니다. 

회전 방향 표시 
FWD : 정전 지령 입력 시 점등 

REV : 역전 지령 입력 시 점등 

REMOTE 모드 
제어 회로 단자부로부터의 입력 모드를 선택하였을 때에  

표시합니다. 

SEQ : 제어 회로 단자로부터의 운전 지령이 유효할 때에 점등 

REF : 제어 회로 단자 A1, A2, A3로부터의 주파수 지령이  

유효할 때에 점등 

 

알람 표시 램프 

Rdy 표시 
운전 지령이 들어오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표시부 
모니터 데이터와 정수 번호, 설정값을 

표시합니다. 

(첫번째 줄 X 13문자 & 3번째 줄 X 16문자)

 

 

 

메뉴 키 
운전 및 프로그래밍 모드 표시를  

바꿉니다. 

 

 

 

이스케이프 키 
“DATA/ENTER” 키를 입력하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DATA/ENTER 키 
모드나 그룹, 기능, 정수 명칭을 

선택합니다. 정수 명칭을 표시하고 

있을 때는 각 정수의 설정값도  

표시합니다. 설정한 다음 또 다시 

누르면 설정값이 저장됩니다. 

 

 

 

 

 

∧ : 증가 키 

∨ : 감소 키 

모드나 그룹, 기능, 정수 명칭,  

설정값 등을 선택합니다. 

 

 

 

 

시프트 및 리셋 키 
변경할 설정값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자리가 점멸합니다. 

(이상 발생 시에는  

리셋 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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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의한 조작 예 

 
모니터 항목 표시 

 ㈜■표시는 숫자 점멸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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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양 

200V급* 

형식 CIMR-G7A□ 20P4 20P7 21P5 22P2 23P7 25P5 27P5 2011 2015 2018 2022 2030 2037 2045 2055 2075 2090 2110

최  적용 모터 용량 kW(주1) 0.4 0.75 1.5 2.2 3.7 5.5 7.5 11 15 18.5 22 30 37 45 55 75 90 110

정격 출력 용량   kVA 1.2 2.3 3.0 4.6 6.9 10 13 19 25 30 37 50 61 70 85 110 140 160

정격 출력 전류   A 3.2 6 8 12 18 27 34 49 66 80 96 130 160 183 224 300 358 415

최  출력 전압 3상 200/208/220/230/240V(입력 전압 비례) 

출력 

최고 출력 주파수 정수 설정으로 400Hz까지 응 가능(주2)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 3상 200/208/220/230/240V 50/60Hz(주3) 

허용 전압 변동 +10%, -15% 

전원 

허용 주파수 변동 ±5% 

직류 리액터 옵션 내장 전원 고조파 

       책 12상 정류 지원 불가 지원 가능(주4) 

*: 200V급 주회로는 2레벨 제어 방식입니다. 

(주) 1 최  적용 모터 용량은 당사의 4극 표준 모터의 용량입니다. 엄밀한 선정에 있어서는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가 모터 정격 전류 이상이 되도록 기종을  

선정하십시오. 단 최  적용 모터로서 표시된 용량보다 큰 모터는 선정하지 마십시오. 

    2 PG가 없는 벡터 2 제어 시의 최고 출력 주파수는 60Hz입니다. 

    3 200V급 30kW 이상의 인버터 냉각 팬의 전원은 3상 200/208/220V 50Hz, 200/208/220/230V 60Hz입니다. 230V 50Hz, 240V 50/60Hz 전원은  

냉각 팬 전원용 트랜스가 필요합니다. 

    4 12상 정류 시에는 전원에 3권선 트랜스(옵션)가 필요합니다. 

400V급* 

형식 CIMR-G7A□ 40P4 40P7 41P5 42P2 43P7 45P5 47P5 4011 4015 4018 4022 4030 4037 4045 4055 4075 4090 4110 4132 4160 4185 4220 4300 

최  적용 모터 용량 kW(주1) 0.40 0.75 1.5 2.2 3.7 5.5 7.5 11 15 18.5 22 30 37 45 55 75 90 110 132 160 185 220 300

정격 출력 용량   kVA 1.4 2.6 3.7 4.7 6.9 11 16 21 26 32 40 50 61 74 98 130 150 180 194 230 280 340 460

정격 출력 전류   A 1.8 3.4 4.8 6.2 9 15 21 27 34 42 52 65 80 97 128 165 195 240 255 302 370 450 605

최  출력 전압 3상 380/400/415/460/480V(입력 전압 응) 

출 

력 

최고 출력 주파수 정수 설정으로 400Hz까지 응 가능(주2)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 3상 380/400/415/440/460/480V 50/60Hz 

허용 전압 변동 +10%, -15% 

전 

원 

허용 주파수 변동 ±5% 

직류 리액터 옵션 내장 전원고조파 

      책 12상 정류 지원 불가 지원 가능(주3) 

*: 400V급 주회로는 3레벨 제어 방식입니다.  

(주) 1 최  적용 모터 용량은 당사의 4극 표준 모터의 용량입니다. 엄밀한 선정에 있어서는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가 모터 정격 전류 이상이 되도록 기종을  

선정하십시오. 단 최  적용 모터로서 표시된 용량보다 큰 모터는 선정하지 마십시오. 

    2 PG가 없는 벡터 2 제어 시의 최고 출력 주파수는 60Hz입니다. 

    3 12상 정류 시에는 전원에 3권선 트랜스(옵션)가 필요합니다. 

보호구조 
형식 CIMR-G7A 20P4 20P7 21P5 22P2 23P7 25P5 27P5 2011 2015 2018 2022 2030 2037 2045 2055 2075 2090 2110 

폐쇄 

벽걸이형[NEMA1(Type1)] 
표준으로 지원 옵션으로 지원 가능 지원 불가 

200V급 

반내 설치형(IEC IP00) 폐쇄 벽걸이형 상부와 하부의 커버를 떼어내면 지원 가능 표준으로 지원 

형식 CIMR-G7A 40P4 40P7 41P5 42P2 43P7 45P5 47P5 4011 4015 4018 4022 4030 4045 4055 4075 4090 4110 4132 4160 4185 4220 4300 

폐쇄 

벽걸이형[NEMA1(Type1)] 
표준으로 지원 옵션으로 지원 가능 지원 불가 

400V급 

반내 설치형(IEC IP00) 폐쇄 벽걸이형 상부와 하부의 커버를 떼어내면 지원 가능 표준으로 지원 

폐쇄 벽걸이형[NEMA1(Type1)] : 외주를 차폐한 구조로 일반 건축물 내에서 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제어반에는 수납하지 않는 구조). 

반내 설치형(IEC IP00)          : 제어반에 설치하는 형태로 전면으로부터 인체가 기기 내부의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형식판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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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0 V급 공통 

제어 방식 

정현파 PWM 제어 

|PG가 있는 벡터 제어, PG가 없는 벡터 1/2 제어, PG가 없는 V/f 제어, PG가 있는 V/f 제어(정수

에 의한 전환)| 

시동 토크 150%/0.3Hz(PG가 없는 벡터 2 제어), 150%/0min-1(PG가 있는 벡터 제어)(주1) 

속도 제어 범위 1:200(PG가 없는 벡터 2 제어), 1:1000(PG가 있는 벡터 제어)(주1) 

속도 제어 정밀도 ±0.2%(PG가 없는 벡터 2 제어, 25℃±10℃), ±0.02%(PG가 있는 벡터 제어, 25℃±10℃)(주1) 

속도 응답 10Hz(PG가 없는 벡터 2 제어), 40Hz(PG가 있는 벡터 제어)(주1) 

토크 제한 있음(정수로 설정, 벡터 제어 시에만 4상한 개별 설정 가능) 

토크 정밀도 ±5% 

주파수 제어 범위 0.01~400Hz(주2) 

주파수 정밀도(온도 변동) 디지털 지령±0.01%(-10~+40℃), 아날로그 지령±0.1%(25℃±10℃) 

주파수 설정 분해능 디지털 지령 0.01Hz, 아날로그 지령 0.03Hz/60Hz(11비트 +부호) 

출력 주파수 분해능 

(연산 분해능) 

0.001Hz 

과부하 내량 정격 출력 전류의 150% 1분간, 200% 0.5초 

주파수 설정 신호 -10~10V, 0~10V, 4~20mA, 펄스열 

가감속 시간 0.01~6000.0초(가속, 감속 개별 설정 : 4종류 전환) 

제동 토크 
약 20%(제동 저항기 옵션을 사용해 약 125%)(주3) 

200/400V 15kW 이하는 제동 트랜지스터 내장 

제

어 

특

성 

주요 제어 기능 

순간 정전 후의 재시동, 속도 검색, 과토크 검출, 토크 제한, 17단계 속도 운전(최 ), 가감속 시간 

전환, S자 가감속, 3와이어 시퀀스, 오토 튜닝(회전형, 정지형), DWELL(드웰) 기능, 냉각 팬 

ON/OFF 기능, 슬립 보정, 토크 보상, 주파수 점프, 주파수 지령 상하한 설정, 시동 및 정지 시의 

직류 제동, 하이슬립 제동, PID 제어(슬립 기능 있음), 에너지 절약 제어, 메모버스 통신(RS-

485/422 최  19.2kbps), 이상 리트라이, 정수 복사, 드룹 제어, 토크 제어, 속도 제어와 토크 제어

의 전환 운전 등 

모터 보호 전자 서멀에 의한 보호 

순간 과전류 정격 출력 전류의 약 200% 이상 

퓨즈 용단 보호 퓨즈 용단으로 정지 

과부하 정격 출력 전류의 150% 1분간, 200% 0.5초 

과전압 200V급 : 주회로 직류 전압이 약 410V 이상일 때 정지   400V급 : 주회로 직류 전압이 약 820V 

이상일 때 정지 

부족 전압 200V급 : 주회로 직류 전압이 약 190V 이하일 때 정지   400V급 : 주회로 직류 전압이 약 380V 

이하일 때 정지 

순간 정전 보상 15ms 이상에서 정지(출하 시 설정) 

운전 모드를 선택하면 약 2초 이내의 정전 복귀로 운전 계속 

방열 팬 과열 서미스터에 의한 보호 

스톨 방지 가감속 중 스톨 방지, 운전 중 스톨 방지 

지락 보호 전자 회로에 의한 보호 

보

호 

기

능 

충전 중 표시 주회로 직류 전압이 약 50V 이하가 될 때까지 표시 

사용 장소 옥내(부식성 가스나 먼지 등이 없는 곳) 

습도 95% RH 이하(단 결로하지 않을 것) 

보존 온도 -20~+60℃(수송 중의 단기간 온도) 

주위 온도 -10~+40℃(폐쇄 벽걸이형), -10~+45℃(반내 설치형) 

표고 1000m 이하 

환

경 

사

양 

진동 진동 주파수 20Hz 미만에서는 9.8m/s2, 20~50Hz에서는 2m/s2까지 허용 

(주) 1 표에서 “PG가 있는 벡터 제어, PG가 없는 벡터 2 제어”라고 기재된 사양을 얻으려면 회전형 오토 튜닝이 필요합니다. 

    2 PG가 없는 벡터 2 제어 시의 최고 출력 주파수는 60Hz입니다. 

    3 제동 저항기 또는 제동 저항기 유닛을 연결할 경우에는 정수 L3-04=0(감속 스톨 방지 기능 없음)으로 하십시오.  

설정하지 않으면 소정의 감속 시간으로 정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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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능 

 

Varispeed G7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노하우를 내장한  

사용이 용이한 인버터입니다. 

풍부한 소프트웨어 기능 가운데 고객의 기계에 가장 적합한 기

능을 선택해 커스터마이즈된 드라이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능 상 용도 목적 기능 설명 참조 쪽

에너지 절약 

제어 
일반 

자동 최  효율  

운전 

부하나 회전 속도에 맞추어 항상 모터의 효율이 최 가 되는 전압을 

모터에 공급합니다(자동 온도 보정 기능이 있음). 
55 

PID 제어 펌프, 공조 등 
자동 프로세스  

제어 

인버터 내부에서 PID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자신의 주파수 지령

으로 사용하여 압력, 유량, 풍량 등의 일정 제어를 실행합니다. 
53 

속도 검색 

운전 

블로어 등의 관성 

부하 드라이브 

프리런 중의 모터 

시동 

프리런 중인 모터를 정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설정 주파수에 포함시

켜 운전을 합니다. 모터의 속도 검출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40 

운전 전  

직류 제동 

블로어, 펌프 등 

동반 회전이 있는 

것 

프리런 중의 모터 

시동 

프리런 중인 모터의 회전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직류 

제동으로 모터를 일단 정지시킨 다음에 시동합니다. 
40 

상용/인버터 

전환 운전 

블로어, 펌프, 믹

서기, 압출기 등 

상용 전원과 인버

터의 자동 전환 

모터를 정지시키지 않고 상용 전원에 의한 운전과 인버터에 의한 운

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58 

다단 속도 

운전 
반송기 등 

정해진 속도에 의

한 스케줄 운전 

신호를 조합해 내부에 저장된 주파수로 운전합니다(17단계 속도까

지). 시퀀서와 연결하기가 쉽고 리밋 스위치 등에 의한 간단한 위치 

결정도 가능합니다. 

36 

가감속 시간 

전환 운전 

자동 보드,  

반송기 등 

외부 신호에 의한 

가감속 시간의  

전환 

외부 신호로 가감속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의 인버터로 2 의 

모터를 전환 운전할 경우나 고속 영역만 완만하게 가감속할 때에 유

효합니다. 

37 

인버터 과열 

예고 
공조 등 예방 보전 

인버터의 주위 온도가 보호 온도에 가까워진 것을 경보로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옵션으로 서모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47 

3와이어  

시퀀스 
일반 

간단한 제어 회로 

구성 

 

자동 복귀형 누름 버튼 스위치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47 

조작 장소 

선택 
일반 조작성 향상 

인버터의 운전 및 지령권 선택(디지털 오퍼레이터/외부 지령, 신호 

입력/옵션)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주파수 홀드 

운전 
일반 조작성 향상 

가속 중 또는 감속 중에 주파수의 상승 또는 하강을 일시적으로 정

지시킵니다. 
41 

UP/DOWN 

운전 
일반 조작성 향상 접점 신호의 ON/OFF로 원격에서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7 

이상 

리트라이 

운전 

공조 등 운전 신뢰성 향상 

인버터가 이상을 검출해도 자기 진단 후에 자동으로 리셋하여 모터

를 정지시키지 않고 운전을 재개합니다. 리트라이 회수는 10회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1 

제동 저항기

가 없는  

급속 정지 

(직류 제동 

정지) 

고속 라우터 등 
모터의 직류 제동 

정지 

제동 저항기 유닛 없이 모터의 최고 속도에서 급감속이 가능합니다. 

감속 Duty 5% 이하, 제동 토크 50~70%에서 사용하십시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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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이름 상 용도 목적 기능 설명 참조 쪽

토크 제한 

(저감 특성  

선택) 

펌프,  

블로어,  

압출기 등 

∙ 기계 보호 

∙ 운전 계속의 

신뢰성 향상 

∙ 토크 리밋 

모터 발생 토크가 임의의 레벨에 도달하면 과부하 상황에 따라 출력 주파수를 

조절합니다. 

펌프나 블로어의 트립없는 운전에 가장 적합합니다. 

49 

토크 제어* 
권취기, 권출

기, 헬퍼 

∙ 장력 일정  

제어 

∙ 토크 헬퍼 

외부 지령으로 모터 발생 토크를 자유자재로 조정합니다. 

권취기의 장력 제어나 헬퍼의 토크 수행에 가장 적합합니다. 
- 

드룹 제어* 

∙ 분산 구동 

컨베이어 

∙ 멀티 모터 

드라이브 

∙ 반송 기계 

부하 분담의  

적정화 

모터의 속도 가감을 임의로 설정합니다. 고저항 특성으로 하여 여러 개의 모

터가 부하를 분담하게 합니다. 
- 

주파수 상하한 

리밋 운전 

펌프,  

블로어 

모터 회전 수  

리밋 

주파수 지령의 상한값과 하한값, 바이어스, 게인을 주변 기기를 추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8 

특정 주파수  

설정 금지 (주

파 

수 점프 제어) 

일반 기계 
기계계 진동  

방지 

기계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속 운전 중에 자동으로 공진점을 피해 운전

합니다. 불감  제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8 

캐리어 주파수  

설정 
일반 기계 

소음 감소,  

노이즈 감소 

인버터의 캐리어 주파수를 임의로 설정하여 모터나 기계계의 소음 공진을 줄

입니다. 또 노이즈 감소에도 유효합니다. 
43 

지령 상실 시의  

자동 운전 계속 
공조 

운전 계속의  

신뢰성 향상 

상위 컴퓨터가 다운되어 주파수 지령이 없어져도 미리 설정한 주파수로 운전

을 자동으로 계속합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의 공조에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40 

부하 속도 표시 일반 
모니터 기능  

향상 

모터의 회전 속도(min-1), 부하 기계의 회전 속도(min-1), 라인 스피드(m/min)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5 

운전 중 신호 일반 
영속 인터록  

등 

모터가 회전하고 있을 때 “닫기”가 되는 신호입니다. 정지 중 인터록 신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프리런 중에는 “열기”가 됩니다). 
48 

영속 신호 공작 기계 영속 인터록 
출력 주파수가 최저 주파수 이하일 때 “닫기”가 되는 신호입니다. 

공작 기계의 이송 반전 신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8 

주파수(속도)  

일치 신호 
공작 기계 

지령 속도  

도달 인터록 

주파수 지령(속도 지령)과 출력 주파수(PG가 있는 경우에는 모터 속도)가 일

치하였을 때 “닫기”가 됩니다. 절삭 등의 인터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8 

과토크 신호 

공작 기계, 

블로어, 커터, 

압출기 등 

기계 보호,  

운전 계속의  

신뢰성 향상 

모터 발생 토크가 과토크 검출 레벨 이상이 되면 “닫기”가 됩니다. 공작 기계

의 칼날 절손 검출이나 과부하 검출 등의 기계 보호 인터록 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2 

저전압 신호 일반 
고장 신호  

유별 

인버터가 저전압 검출 중에 “닫기”가 됩니다. 외부에서 정전 책을 강구할 

경우 정전 검출 릴레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8 

임의 속도  

일치 신호 
일반 

지령 속도  

일치 인터록 

임의의 주파수 지령으로 속도 일치 상태가 되었을 때만 “닫기”가 되는 신호입

니다. 
48 

출력 주파수  

검출1 
일반 

기어 전환  

인터록 등 
임의의 출력 주파수 이상이 되었을 때 “닫기”가 됩니다. 48 

출력 주파수  

검출2 
일반 

기어 전환  

인터록 등 
임의의 출력 주파수 이하가 되었을 때 “닫기”가 됩니다. 48 

베이스 블록  

신호 
일반 

운전  

인터록 등 
인버터의 출력이 차단되었을 때는 항상 “닫기”가 됩니다. 48 

제동 저항 보호 일반 예방 보전 
내장형 제동 저항기의 과열이나 제동 트랜지스터의 이상을 검출하였을 때는 

“닫기”가 됩니다. 
48 

주파수 지령  

급변 검출 
일반 

운전 계속의  

신뢰성 향상 

주파수 지령이 설정값의 10% 이하로 급변한 것을 검출하면 “닫기”가 됩니다. 

상위 시퀀서의 이상 검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8 

다기능 아날로

그 입력 
일반 조작성 향상 

보조 주파수 지령의 기능 이외에 지령 주파수 조정, 출력 전압 조정, 가감속 

시간의 외부 조절, 과토크 검출 레벨의 조정 등을 외부에서 아날로그로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다기능 아날로

그 출력 
일반 

모니터 기능  

항상 

주파수계,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U1 모니터 가운데 2개의 조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4 

아날로그 입력 

(옵션) 
일반 조작성 향상 

외부에서 고분해능 지령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AI-14U, AI-14B). 또 +∙-의 

전압 신호로 가역 운전도 가능합니다(AI-14B). 
- 

디지털 입력 

(옵션) 
일반 조작성 향상 

8비트 또는 16비트의 디지털 신호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NC나 PC와의 연결

이 용이합니다(DI-08, DI-16H2). 
- 

아날로그 출력 

(옵션) 
일반 

모니터 기능  

항상 

출력 주파수나 출력 전류 이외에 출력 전압, 직류 전압 등 다양한 모니터가 

가능합니다(AO-08, AO-12). 
44 

디지털 출력 

(옵션) 
일반 

모니터 기능  

항상 
이상 내용의 개별 출력이 가능합니다(DO-08). - 

펄스열 입력 일반 조작성 향상 
주파수 지령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PID 제어 시의 PID 목표값 및 PID 피드백 

값을 펄스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38 

펄스열 출력 일반 
모니터 기능  

항상 

주파수 지령이나 출력 주파수 이외에 PID 목표값, PID 피드백 값 등 합계 6항

목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45 

PG 속도 제어 

(옵션) 
일반 

속도 제어  

특성의 향상 

PG 제어 카드(PG-A2, PG-B2, PG-D2, PG-X2)를 설치하면 속도 제어 정밀도

를 현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1 

*: 토크 제어 기능 및 드룹 제어 기능은 PG가 있는 벡터 제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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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접속도·단자기능 

 
2 단자의 ◎은 주회로이고 ○은 제어 회로입니다. 

    3 자냉 모터의 경우에는 냉각 팬 모터의 배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PG가 없는 제어에서는 PG 회로 배선(PG-B2 카드로의 배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시퀀스 입력 신호(S1~S12)가 무전압 접점 또는 NPN 트랜지스터에 의한 시퀀스 연결(0V 공통/싱크 모드)인 경우의 연결을 나타낸 것입니다(공장 출하 

시의 설정). PNP 트랜지스터에 의한 시퀀스 연결(+24V 공통/소스 모드)이나 인버터의 외부에 +24V 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결선도 예를 참조하십시오. 

    6 메인 속도 주파수 지령은 정수 H3-13에 의해 전압(단자 A1) 혹은 전류(단자 A2) 가운데 어느쪽에서 입력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하 시의 표준 설정은 전압 지령 입력입니다. 

    7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은 아날로그 주파수계,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등의 지시계 전용 출력입니다. 피드백 제어 등의 제어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어회로·통신회로단자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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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기능의 설명 
주회로단자 

전압 등급 200V급 400V급 

형식 CIMR-G7A□ 20P4~2015 2018, 2022 2030~2110 40P4~4015 4018~4045 4055~4300 

최  적용 모터 용량 0.4~15kW 18.5~22 kW 30~110 kW 0.4~15kW 18.5~45kW 55~300kW 

R/L1 

S/L2 

T/L3 

주회로 전원 입력 주회로 전원 입력 

R1/L11 

S1/L21 

T1/L31 

- 

 

주회로 전원 입력 

R-R1과 S-S1, T-T1은 공장 출하 시에 배선이 완료되었습니

다(66쪽 참조). - 

 

주회로 전원 입력 

R-R1과 S-S1, T-T1은 공장 출하 시에 배선이 완료

되었습니다(66쪽 참조). 

U/T1 

V/T2 

W/T3 

인버터 출력 인버터 출력 

B1 

B2 
제동 저항기 유닛 연결용 - 제동 저항기 유닛 연결용 - 

⊖ 

⊕1 

⊕2 

∙ 직류 리액터 연결용(+1과 +2) 

∙ 직류 전원 입력용(+1과 -)(주1) 

∙ 직류 리액터 연결용(+1과 +2) 

∙ 직류 전원 입력용(+1과 -)(주1) 

⊕3 - 

∙ 직류 전원 입력용(+1과 -)(주1) 

∙ 제동 유닛 연결용(+3과 -) 

- 

∙ 직류 전원 입력용(+1과 -)(주1) 

∙ 제동 유닛 연결용(+3과 -) 

  

 

 냉각 팬 전원 입력

(주3) 

 

 

 

 냉각 팬 전원 입력(주4) 

 
접지용(D종 접지) 접지용(C종 접지) 

(주) 1 직류 전원 입력 “  “은 UL/C-UL 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2 표의 ---은 없음을 나타냅니다. 

    3 냉각 팬 전원 입력 () : :AC200~220V 50Hz, AC 200~230V 60Hz 입력( 230V 50Hz, 240V 50/60Hz 전원인 경우에는 트랜스가 필요합니다.) 

    4 냉각 팬 전원 입력 () : : AC200~220V 50Hz, AC 200~230V 60Hz 입력,   : AC 380~480V 50/60Hz입력 

제어회로단자 (200/400 V급 공통) 
종류 단자 기호 신호명 단자 기능 설명 신호 레벨 

S1 정전 운전-정지 지령 “닫기”로 정전 운전, “열기”로 정지 

S2 역전 운전-정지 지령 “닫기”로 역전 운전, “열기”로 정지 

S3 다기능 입력 선택1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외부 이상 

S4 다기능 입력 선택2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이상 리셋 

S5 다기능 입력 선택3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다단 속도 지령1 유효 

S6 다기능 입력 선택4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다단 속도 지령2 유효 

S7 다기능 입력 선택5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인칭 주파수 선택 

S8 다기능 입력 선택6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외부 베이스 블록 지령 

S9 다기능 입력 선택7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다단 속도 지령3 유효 

S10 다기능 입력 선택8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다단 속도 지령4 유효 

S11 다기능 입력 선택9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가감속 시간 선택1 유효 

S12 다기능 입력 선택10 공장 출하 시 설정 : “닫기”로 비상 정지(a 접점) 유효 

시퀀스 입력 

SC 시퀀스 제어 입력 공통  

DC+24V 8mA 

포토커플러 절연 

+V +15V 전원 아날로그 지령용 +15V 전원 +15V(허용 전류 최  20mA) 

-V -15V 전원 아날로그 지령용 -15V 전원 -15V(허용 전류 최  20mA) 

A1 메인 속도 주파수 지령 
-10~+10V / -100~+100% 

                0~+10V 100% 

-10~+10V, 0~+10V 

(입력 임피던스 20㏀) 

A2 메인 속도 주파수 지령 
4~20mA/100%, -10~+10V/-100~+100%, 0~+10V/100% ) 

공장 출하 시 설정 : 단자 A1과 가산(H3-09=0) 

4~20mA(입력 임피던스 250

㏀) 

A3 다기능 아날로그 입력 -10V+10V/-100~+100%, 0~+10V/100% 공장출하시 주파수 설정: 보조주파수지령 
-10~+10V, 0~+10V 

(입력 임피던스 20㏀) 

AC 아날로그 공통 0V    

아날로그 입력 

E(G) 실드 피복선, 옵션 어스 선 연결용   

P1 다기능 PHC 출력1 
공장 출하 시 설정 : 영속 중 

영속도 레벨(b2-01) 이하이면 “닫기” 

P2 다기능 PHC 출력2 
공장 출하 시 설정 : 주파수 일치 검출 

설정 주파수의 ±2Hz 이내가 되면 “닫기” 

PC 포토커플러 출력 공통(P1, P2용)  

P3 

C3 
다기능 PHC 출력3 공장 출하 시 설정 : 운전 준비 완료(READY) 

P4 

포토커플러 출력 

C4 
다기능 PHC 출력4 공장 출하 시 설정 : 주파수(FOUT) 검출2 

DC+48V 50mA 이하 

MA 이상 출력(a 접점) 이상으로 MA-MC 단자 간 “닫기” 

MB 이상 출력(b 접점) 이상으로 MB-MC 단자 간 “열기” 

MC 릴레이 접점 출력 공통  

M1 

릴레이 출력 

M2 
다기능 접점 출력(a 접점) 

공장 출하 시 설정 : 운전 중 

운전으로 M1-M2 단자 간 “닫기” 

드라이 접점, 접점 용량 

AC 250V 1A 이하 

DC 30V 1A 이하 

FM 다기능 아날로그 모니터1 공장 출하 시 설정 : 출력 주파수 0~+10V/100% 주파수 

AM 다기능 아날로그 모니터2 공장 출하 시 설정 : 전류 모니터 5V/인버터 정격 전류 아날로그 모니터 출력 

AC 아날로그 공통  

DC0~±10V±5% 

2mA 이하 

RP 다기능 펄스 입력 공장 출하 시 설정 : 주파수 지령 입력(H6-01=0) 0~32kHz(3㏀) 
펄스 입출력 

MP 다기능 펄스 모니터 공장 출하 시 설정 : 출력 주파수(H6-06=2) 0~32kHz(2.2㏀) 

 
통신회로단자 (200/400 V급 공통) 
종류 단자 기호 신호명 단자 기능 설명 신호 레벨 

R+ 

R- 
메모버스 통신 입력 

차동 입력 

PHC 절연 

S+ 

S- 
메모버스 통신 출력 

RS-485 2와이어의 경우는 R+와 S+, R-와 S-를 단락하십시오. 
차동 출력 

PHC 절연 

RS-485/422 전송 

IG 통신용 실드 피복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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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도 

반내 설치형 (IEC I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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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벽걸이형[NEMA 1(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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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쇄형 제어반에 설치 

 
반내 설치형 인버터의 냉각 팬을 제어반 바깥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폐쇄형 제어반에 수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어반 내부의 각 온도가 아래 그램의 온도 범위 내에 들

어가도록 냉각 장치를 설계하십시오. 

 

 200V급, 400V급의 15kW 이하는 유닛의 

상부 커버와 하부 커버를 떼어내십시오. 

200V급, 400V급의 18.5kW 이상의 인버터를 제어반에 설치해 

사용할 경우에는 유닛의 양쪽 측면에 아이볼트나 주회로 배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인버터 유닛의 발열량 
 
200 V급 

 
 
400 V급 

 
 
 

자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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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핀 외부 장착용 부속 장치 

■ 냉각 핀 외부 장착용 부속 장치 

Varispeed G7의 200/400V급 15kW 이하 용량에서 냉각 핀부를  

외부에 설치할 때에 이 부속 장치가 필요합니다. 부속 장치 때문에  

인버터 본체의 W, H 크기보다 더 커집니다 

(18.5kW 이상의 용량에서는 부속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각 핀 외부 장착시 판넬 가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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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일람표 

 
표 보는 방법 ∙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수 No.는 오퍼레이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패스워드(A1-04)를 설정하면 설정할 수 있는 정수가 바뀝니다. 

∙ 제어 모드 난의 A, Q, X는 엑세스 레벨과 액세스 여부를 나타냅니다.

A : ADVANCED(고급 프로그램 모드를 선택했을 때) 

Q : QUICK(퀵 프로그램 모드나 고급 프로그램 모드를 선택했을 때) 

X : 액세스 불가 

         

제어 모드 

기능 
정수 

No. 
명칭 설정 범위 

최소 

설정 

단위 

공장 

출하 시

설정값 

운전 중

변경 
PG가 

없는 V/f

PG가 

있는 V/f 

PG가 없는 

벡터1 

PG가 있는 

벡터 

PG가 없는 

벡터2 

참

조 

쪽

A1-00 오퍼레이터의 표시 언어 선택 0~6 1 1 O A A A A A 

A1-01 정수의 액세스 레벨 0~2 1 2 O A A A A A 

A1-02 제어 모드 선택 0~4 1 2 X Q Q Q Q Q 

A1-03 초기화 0~3330 1 0 X A A A A A 

A1-04 패스워드 0~9999 1 0 X A A A A A 

A1-05 패스워드 설정 0~9999 1 0 X A A A A A 

환경 

설정 

모드 

선택 

A2-01~ 

A2-32 
사용자 정수 설정 

b1-01~ 

O3-02 
- - X A A A A A 

31

b1-01 주파수 지령 선택 0~4 1 1 X Q Q Q Q Q 

b1-02 운전 지령 선택 0~3 1 1 X Q Q Q Q Q 

b1-03 정지 방법 선택 0~3 1 0 X Q Q Q Q Q 

35

46

b1-04 역전 금지 선택 0,1 1 0 X A A A A A 36

b1-05 
최저 출력 주파수(E1-09) 미만의 동

작 선택 

0~3 
1 0 X X X X A X 

b1-06 시퀀스 제어의 2번 읽기 선택 0,1 1 1 X A A A A A 

b1-07 운전 지령 전환 후의 운전 선택 0,1 1 1 X A A A A A 

운전 

모드 

선택 

b1-08 프로그램 모드의 운전 지령 선택 0,1 1 1 X A A A A A 

-

b2-01 영속도 레벨(직류 제동 시작 주파수) 0.0~10.0 0.1Hz 0.5Hz X A A A A A 

b2-02 직류 제동 전류 0~100 1% 50% X A A A X X 

b2-03 시동 시 직류 제동(초기 여자) 시간 0.00~10.00 0.01s 0.00s X A A A A A 

b2-04 정지 시 직류 제동(초기 여자) 시간 0.00~100 0.01s 0.50s X A A A A A 

직류 

제동 

b2-08 자속 보상량 0~500 1% 0% X X X A X X 

40

b3-01 속도 검색 선택(공통) 0~3 1 2(주1) X A A A X A 

b3-02 속도 검색 동작 전류(전류 검출형) 0~200 1% 100%(주1) X A X A X A 

b3-03 속도 검색 감속 시간(전류 검출형) 0.1~10.0 0.1s 2.0s X A X A X X 

속도 

검색 

b3-05 속도 검색 기 시간(공통) 0.0~20.0 0.1s 0.2s X A A A A A 

-

b4-01 타이머 기능의 ON쪽 지연 시간 0.0~300.0 0.1s 0.0s X A A A A A 타이머 

기능 b4-02 타이머 기능의 OFF쪽 지연 시간 0.0~300.0 0.1s 0.0s X A A A A A 
48

b5-01 PID 제어 선택 0~4 1 0 X A A A A A 

b5-02 비례 게인(P) 0.00~25.00 0.01 1.00 O A A A A A 

b5-03 적분 시간(I) 0.0~360.0 0.1s 1.0s O A A A A A 

b5-04 적분값(I)의 상한값 .0~100.0 0.1% 100.0% O A A A A A 

b5-05 미분 시간(D) 0.0~100.0 0.01s 0.00s O A A A A A 

b5-06 PID의 상한값 0.0~100.0 0.1% 100.0% O A A A A A 

b5-07 PID 옵셋 조정 -100.0~+100.0 0.1% 0.0% O A A A A A 

b5-08 PID의 일시 지연 시정수 0.00~10.00 0.01s 0.00s O A A A A A 

b5-09 PID 출력의 특성 선택 0,1 1 0 X A A A A A 

b5-10 PID 출력 게인 0.0~25.0 0.1 1.0 X A A A A A 

53

b5-11 PID 출력의 역전 선택 0,1 1 0 X A A A A A 

b5-12 PID 피드백 지령 상실 검출 선택 0~2 1 0 X A A A A A 

b5-13 PID 피드백 지령 상실 검출 레벨 0~100 1% 0% X A A A A A 

b5-14 PID 피드백 지령 상실 검출 시간 0.0~25.5 0.1s 1.0s X A A A A A 

b5-15 슬립 기능 동작 레벨 0.0~400.0 0.1 Hz 0.0 Hz X A A A A A 

b5-16 PID 슬립 동작 지연 시간 0.0~25.5 0.1s 0.0s X A A A A A 

PID  

제어 

b5-17 PID 지령용 가감속 시간 0.0~25.5 0.1s 0.0s X A A A A A 

-

b6-01 시동 시 DWELL 주파수 0.0~400.0 0.1 Hz 0.0 Hz X A A A A A 

b6-02 시동 시 DWELL 시간 0.0~10.0 0.1s 0.0s X A A A A A 

b6-03 정지 시 DWELL 주파수 0.0~400.0 0.1 Hz 0.0 Hz X A A A A A 

DWELL 

기능 

b6-04 정지 시 DWELL 시간 0.0~10.0 0.1s 0.0s X A A A A A 

-

b7-01 드룹 제어의 게인 0.0~100.0 0.1 0.0 O X X X A A  드룹 

제어 b7-02 드룹 제어의 지연 시간 0.03~2.00 0.01s 0.05s O X X X A A  

(주) 1 제어 모드를 변경하면 출하 시 설정이 바뀝니다(위 표는 PG가 없는 벡터1 제어의 출하 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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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기능 
정수 

No. 
명 칭 설정 범위 

최소 

설정 

단위 

공장 

출하 시 

설정값 

운전 

중 

변경 
PG가 

없는 V/f 

PG가 

있는 V/f 

PG가 없는 

벡터1 

PG가 있는 

벡터 

PG가 없

는 벡터2

참

조 

쪽

b1-01 에너지 절약 모드 선택 0,1 1 0 X A A A A A 

b1-02 에너지 절약 제어 게인 0.0~10.00 0.1 0.7(주1) O X X A A A 

b1-03 에너지 절약 제어 필터 시정수 0.00~10.00 0.01s 0.50s(주2) O X X A A A 

b1-04 에너지 절약 계수 0.00~655.00 0.01 (주3) X A A X X X 

b1-05 전력 검출 필터 시정수 0~2000 1ms 20ms X A A X X X 

에너지 

절약 

제어 

b1-06 탐색 운전 전압 리미터 0~100 1% 0% X A A X X X 

55

b9-01 제로 서보 게인 0~100 1 5 X X X X A X 제로 

서보 b9-02 제로 서보 완료 폭 0~16383 1 10 X X X X A X 
-

c1-01 가속 시간1 O Q Q Q Q Q 

c1-02 감속 시간1 O Q Q Q Q Q 

c1-03 가속 시간2 O A A A A A 

c1-04 감속 시간2 O A A A A A 

c1-05 가속 시간3 X A A A A A 

c1-06 감속 시간3 X A A A A A 

c1-07 가속 시간4 X A A A A A 

c1-08 감속 시간4 X A A A A A 

c1-09 비상 정지 시간 

0.0~6000.0(주4) 0.1s 10.0s 

X A A A A A 

c1-10 가감속 시간 단위 0,1 1 1 X A A A A A 

가감속 

시간 

c1-11 가감속 시간의 전환 주파수 0.0~400.0 0.1Hz 0.0 Hz X A A A A A 

34

c2-01 가속 시작 시의 S자 특성 시간 0.00~2.50 0.01s 0.20s X A A A A A 

c2-02 가속 완료 시의 S자 특성 시간 0.00~2.50 0.01s 0.20s X A A A A A 

c2-03 감속 시작 시의 S자 특성 시간 0.00~2.50 0.01s 0.20s X A A A A A 

S자  

특성 

c2-04 감속 완료 시의 S자 특성 시간 0.00~2.50 0.01s 0.20s X A A A A A 

37

c3-01 슬립 보정 게인 0.0~2.5 0.01 0.0(주5) O A X A A X 51

c3-02 슬립 보정 1차 지연 시정수 0~10000 0.1ms 200ms(주5) X A X A A X 

c3-03 슬립 보정 리밋 0~250 1% 200% X A X A X X 

c3-04 회생 동작 중의 슬립 보정 선택 0,1 1 0 X A X A X X 

슬립 

보정 

c3-05 출력 전압 제한 동작 선택 0,1 1 0(주5) X X X A X X 

-

c4-01 토크 보상 게인 0.00~2.50 0.01 1.00 O A A A A X 

c4-02 토크 보상의 1차 지연 시정수 0~10000 1ms 20ms(주6) X A A A X X 
49

c4-03 기동 토크량(정전용) 0~250 0.1% 6.0% X X X A X X 

c4-04 기동 토크량(역전용) 0,1 0.1% 0.0% X X X A X X 

토크 

보상 

c4-05 기동 토크 시정수 0,1 1ms 10ms X X X A X X 

-

c5-01 속도 제어(ASR)의 비례 게인1(P) 0.000~300.00 0.01 20.00(주6) O X A X A A 

c5-02 속도 제어(ASR)의 적분 시간1(I) 0.000~10.000 0.00s1 0.500s(주6) O X A X A A 

c5-03 속도 제어(ASR)의 비례 게인2(P) 0.00~300.00 0.01 20.00(주6) O X A X A A 

c5-04 속도 제어(ASR)의 적분 시간2(I) 0.000~10.000 0.00s1 0.500s(주6) O X A X A A 

c5-05 속도 제어(ASR) 리밋 0.0~20.0 0.1% 5.0% X X A X X X 

c5-06 속도 제어(ASR)의 1차 지연 시정수 0.000~0.500 0.001s 0.004s(주6) X X X X A A 

c5-07 속도 제어(ASR) 게인 전환 주파수 0.0~400.0 0.1 Hz 0.0 Hz X X X X A A 

속도 

제어

(ASR) 

c5-08 속도 제어(ASR) 적분 리밋 0~400 1% 400% X X X X A A 

51

c6-02 캐리어 주파수 선택 1~F(주7) 1 6(주8) X Q Q Q Q Q 43

c6-03 캐리어 주파수 상한 2.0~15.0(주9) 0.1k Hz 15.0k Hz(주8) X A A A A X 

c6-04 캐리어 주파수 하한 0.4~15.0(주9) 0.1k Hz 15.0k Hz(주8) X A A X X X 

c6-05 캐리어 주파수 비례 게인 00~99 1 0 X A A X X X 

캐리어 

주파수 

c6-11 
PG가 없는 벡터2 제어의  

캐리어 주파수 선택 
1~4 1 4(주10) X X X X X Q 

-

 

(주) 1 PG가 있는 벡터 제어에서는 1.0이 됩니다. 

    2 인버터 용량이 55kW 이상인 경우에는 2.00이 됩니다. 

    3 출하 시 설정값은 모터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4 가감속 시간의 설정 범위는 C1-10(가감속 시간 단위)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C1-10에 “0”을 설정하면 가감속 시간의  

설정 범위는 0.00~600.00(초)이 됩니다. 

    5 제어 모드를 변경하면 출하 시 설정이 바뀝니다(PG가 없는 벡터1 제어의 출하 시 설정입니다). 

    6 제어 모드를 변경하면 출하 시 설정이 바뀝니다(PG가 있는 벡터 제어의 출하 시 설정입니다). 

    7 제어 모드를 변경하면 설정 범위가 바뀝니다. 

    8 인버터 용량에 따라 출하 시 설정이 다릅니다(200V급 0.4kW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9 설정 범위는 인버터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10 출하 시 설정값은 인버터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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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기능 
정수 

No. 
명 칭 설정 범위 

최소 

설정 

단위 

공장 

출하 시

설정값 

운전 중

변경 
PG가 

없는 V/f 

PG가 

있는 V/f 

PG가 없는 

벡터1 

PG가 있는 

벡터 

PG가 없는 

벡터2 

참

조 

쪽

d1-01 주파수 지령1 O Q Q Q Q Q 

d1-02 주파수 지령2 O Q Q Q Q Q 

d1-03 주파수 지령3 O Q Q Q Q Q 

d1-04 주파수 지령4 O Q Q Q Q Q 

d1-05 주파수 지령5 O A A A A A 

d1-06 주파수 지령6 O A A A A A 

d1-07 주파수 지령7 O A A A A A 

d1-08 주파수 지령8 O A A A A A 

d1-09 주파수 지령9 O A A A A A 

d1-10 주파수 지령10 O A A A A A 

d1-11 주파수 지령11 O A A A A A 

d1-12 주파수 지령12 O A A A A A 

d1-13 주파수 지령13 O A A A A A 

d1-14 주파수 지령14 O A A A A A 

d1-15 주파수 지령15 O A A A A A 

d1-16 주파수 지령16 

0~400.00 0.01Hz 0.00 Hz

O A A A A A 

주파수

지령 

d1-17 인칭 주파수 지령 0~400.00 0.01 Hz 6.00 Hz O Q Q Q Q Q 

36

d2-01 주파수 지령 상한값 0.0~110.0 0.1% 100.0% X A A A A A 

d2-02 주파수 지령 하한값 0.0~110.0 0.1% 0.0% X A A A A A 

주파수 

상한/

하한 d2-03 메인 속도 지령 하한값 0.0~110.0 0.1% 0.0% X A A A A A 

38

d3-01 점프 주파수1  0.1 Hz 0.0 Hz X A A A A A 

d3-02 점프 주파수2 0.0~400.0 0.1 Hz 0.0 Hz X A A A A A 

d3-03 점프 주파수3  0.1 Hz 0.0 Hz X A A A A A 

점프 

주파수 

d3-04 점프 주파수 폭 0.0~20.0 0.1 Hz 1.0 Hz X A A A A A 

38

d4-01 주파수 지령 홀드 기능 선택 0,1 1 0 X A A A A A 주파수 

지령홀드 d4-02 +- 스피드 리밋 0~200 1% 10% X A A A A A 
41

d5-01 토크 제어 선택 0,1 1 0 X X X X A A 

d5-02 토크 지령의 지연 시간 0~1000 1ms 0ms(주1) X X X X A A 

d5-03 속도 리밋 선택 1,2 1 1 X X X X A A 

d5-04 속도 리밋 -120~+120 1% 0% X X X X A A 

d5-05 속도 리밋 바이어스 0~120 1% 10% X X X X A A 

토크 

제어 

d5-06 속도와 토크 제어 전환 타이머 0~1000 1ms 0ms X X X X A A 

-

d6-01 계자 약화 레벨 0~100 1% 80% X A A X X X 

d6-02 계자 주파수 0.0~400.0 0.1 Hz 0.0 Hz X A A X X X 

d6-03 계자 포싱 기능 선택 0,1 1 0 X X X X A A 

계자 

약화 

d6-05 AφR 시정수 0.01~10.00 0.01 1.00 X X X X X A 

-

E1-01 입력 전압 설정 155~255(주2) 1 200(주2) X Q Q Q Q Q 

E1-03 V/f 패턴 선택 0~F 1 F X Q Q X X X 

E1-04 최고 출력 주파수 40.0~4000.0 0.1 Hz 60.0 Hz X Q Q Q Q Q 

E1-05 최  전압 0.0~255.0(주2) 0.1V 200.0V(주2) X Q Q Q Q Q 

E1-06 베이스 주파수 0.0~400.0 0.1 Hz 60.0 Hz X Q Q Q Q Q 

E1-07 중간 출력 주파수 0.0~400.0 0.1 Hz 3.0 Hz(주3) X A A A X X 

E1-08 
중간 출력 주파수 전압 0.0~255.0(주2) 

0.1V 
11.0V 

(주2)(주3) 
X A A A X X 

E1-09 최저 출력 주파수 0.0~400.0 0.1 Hz 0.5 Hz(주3) X Q Q Q A Q 

E1-10 
최저 출력 주파수 전압 0.0~255.0(주2) 

0.1V 
2.0V 

(주2)(주3) 
X A A A X X 

E1-11 중간 출력 주파수2 0.0~400.0 0.1 Hz 0.0 Hz(주4) X A A A A A 

E1-12 중간 출력 주파수 전압2 0.0~255.0(주2) 0.1V 0.0V(주4) X A A A A A 

V/f 

특성 

E1-13 베이스 전압 0.0~255.0(주2) 0.1V 0.0V(주5) X A A Q Q Q 

31

33

34

 

(주) 1 제어 모드를 변경하면 출하 시 설정이 바뀝니다(PG가 있는 벡터 제어의 출하 시 설정입니다). 

    2 200V급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400V급 인버터의 경우는 이 값의 2배가 됩니다. 

    3 제어 모드를 변경하면 출하 시 설정이 바뀝니다(PG가 없는 벡터1 제어의 출하 시 설정입니다). 

    4 E1-11, E1-12는 설정값 0.0으로 내용을 무시합니다. 

    5 E1-13은 오토 튜닝 실시 후 E1-05=E1-13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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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기능 
정수 

No. 
명 칭 설정 범위 

최소 

설정 

단위 

공장 

출하 시

설정값 

운전 중

변경 
PG가 

없는 

V/f 

PG가 

있는 

V/f 

PG가 

없는 

벡터1 

PG가 

있는  

벡터 

PG가 

없는  

벡터2 

참

조 

쪽

E2-01 모터 정격 전류 0.32~6.40(주1) 0.01A 1.90(주2) XX Q Q Q Q Q 

E2-02 모터 정격 슬립 0.00~20.00 0.01Hz 2.90 Hz(주2) X A A A A A 

E2-03 모터 무부하 전류 0.00~1.89(주3) 0.01A 1.20A(주2) X A A A A A 

E2-04 모터 극 수 2~48 2 4 X X Q X Q Q 

E2-05 모터 선 간 저항 0.000`65.000 0.001Ω 9.482Ω(주2) X A A A A A 

E2-06 모터 누설 인덕턴스 0.0~40.0 0.1% 18.2%(주2) X X X A A A 

E2-07 모터 철심 포화 계수1 0.00~0.50 0.01 0.50 X X X A A A 

E2-08 모터 철심 포화 계수2 0.00~0.75 0.01 0.75 X X X A A A 

E2-09 모터의 메커니컬 로스 0.0~10.0  0.0 X X X X A A 

E2-10 토크 보상의 모터 철손 0~65535 1W 14W(주2) X A A X X X 

모터 

정수 

E2-11 모터 정격 출력 0.40~650.00 0.01Kw 0.4Kw(주2) X Q Q Q Q Q 

-

E3-01 모터2의 제어 모드 선택 0~4 1 0 X AA A A A A 

E3-02 모터2의 최고 출력 주파수 40.0~400.0 0.1Hz 60.0 Hz X A A A A A 

E3-03 모터2의 최  전압 0.0~255.0(주4) 0.1V 200.0V(주5) X A A A A A 

E3-04 모터2의 베이스 주파수 0.0~400.0 0.1Hz 60.0 Hz X A A A A A 

E3-05 모터2의 중간 출력 주파수 0.0~400.0 0.1 Hz 3.0 Hz(주5) X A A A F F 

E3-06 모터2의 중간 출력 주파수 전압 0.0~255.0(주4) 0.1V 11.0V(주4)(주5) X A A A F F 

E3-07 모터2의 최저 출력 주파수 0.0~400.0 0.1 Hz 0.5 Hz(주5) X A A A A A 

모터2의 

V/f 특성 

E3-08 모터2의 최저 출력 주파수 전압 0.0~255.0(주4) 0.1V 2.0V(주4)(주5) X A A A F F 

-

E4-01 모터2의 정격 전류 0.32~6.40(주1) 0.01A 1.90A(주2) X A A A A A 

E4-02 모터2의 정격 슬립 0.00~20.00 0.01 Hz 2.90 Hz(주2) X A A A A A 

E4-03 모터2의 무부하 전류 0.00~1.89(주3) 0.01A 1.20A(주2) X A A A A A 

E4-04 모터2의 극 수 2~48 2 4 X X A X A A 

E4-05 모터2의 선 간 저항 0.000~65.000 0.001 Ω 9.482Ω(주2) X A A A A A 

E4-06 모터2의 누설 인덕턴스 0.0~40.0 0.1% 18.2%(주2) X X X A A A 

모터2  

정수 

E4-07 모터2의 모터 정격 출력 0.40~650.00 0.01Kw 1.40KW주2) X A A A A A 

-

F1-01 PG 정수 0~60000 1 600 X X Q X Q X 

F1-02 PG 단선 검출(PGO) 시의 동작 선택 0~3 1 1 X X A X A X 

F1-03 과속도(OS) 발생 시의 동작 선택 0~3 1 1 X X A X A A 

F1-04 
속도 편차 과  검출(DEV) 시의 동작 

선택 
0~3 1 3 X X A X A A 

F1-05 PG 회전 방향 설정 0,1 1 0 X X A X A X 

F1-06 PG 출력 분주비 0~132 1 1 X X A X A X 

F1-07 가감속 중의 적분 동작 선택 0,1 1 0 X X A X X X 

F1-08 과속도(OS) 검출 레벨 0~120 1% 115% X X A X A A 

F1-09 과속도(OS) 검출 시간 0.0~2.0 0.1s 1.0s X X A X A A 

F1-10 속도 편차 과 (DEV) 검출 레벨 0~50 1% 10% X X A X A A 

F1-11 속도 편차 과 (DEV) 검출 시간 0.0~10.0 0.1s 0.5s X X A X A A 

F1-12 PG 기어 톱니 수1 1 0 X X A X X X 

F1-13 PG 기어 톱니 수2 
0~1000 

1 0 X X A X X X 

PG 속도 

제어  

카드 

F1-14 PG 단선 검출 시간 0.0~10.0 0.1s 2.0s X X A X A X 

-

아날로그 

지령  

카드 
F2-01 아날로그 지령 카드의 동작 선택 0,1 1 0 X A A A A A  

디지털 

지령 

카드 
F3-01 디지털 지령 카드의 입력 선택 0~7 1 0 X A A A A A  

F4-01 CH1 출력 모니터 선택 1~46 1 2 X A A A A A 

F4-02 CH1 출력 모니터 게인 0.00~2.50 0.01 1.00 O A A A A A 

F4-03 CH2 출력 모니터 선택 1~46 1 3 X A A A A A 

F4-04 CH2 출력 모니터 게인 0.00~2.50 0.01 0.5 O A A A A A 

F4-05 CH1 출력 모니터 바이어스 -10.0~10.0 0.1 0.0 O A A A A A 

F4-06 CH2 출력 모니터 바이어스 -10.0~10.0 0.1 0.0 O A A A A A 

F4-07 아날로그 출력의 신호 레벨 CH1 0,1 1 0 X A A A A A 

아날로그 

모니터 

카드 

F4-08 아날로그 출력의 신호 레벨 CH2 0,1 1 0 X A A A A A 

-

(주) 1 설정 범위는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의 10~200%이 됩니다(200V급 0.4kW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2 인버터 용량에 따라 출하 시 설정이 다릅니다(200V급 0.4kW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3 설정 범위는 인버터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200V급 0.4kW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4 200V급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400V급 인버터의 경우는 이 값의 2배가 됩니다. 

    5 제어 모드를 변경하면 출하 시 설정이 바뀝니다(PG가 없는 벡터1 제어의 출하 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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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기능 
정수 

No. 
명 칭 설정 범위 

최소 

설정 

단위 

공장 

출하 시

설정값 

운전 

중 

변경

PG가 

없는 

V/f 

PG가 

있는 

V/f 

PG가 

없는 

벡터1 

PG가 

있는 

벡터 

PG가 

없는 

벡터2 

참

조 

쪽

F5-01 CH1 출력 선택 0~37 1 0 X A A A A A 

F5-02 CH2 출력 선택 0~37 1 1 X A A A A A 

F5-03 CH3 출력 선택 0~37 1 2 X A A A A A 

F5-04 CH4 출력 선택 0~37 1 4 X A A A A A 

F5-05 CH5 출력 선택 0~37 1 6 X A A A A A 

F5-06 CH6 출력 선택 0~37 1 37 X A A A A A 

F5-07 CH7 출력 선택 0~37 1 0F X A A A A A 

F5-08 CH8 출력 선택 0~37 1 0F X A A A A A 

디지털 

출력 

카드 

F5-09 DO-08 출력 모드 선택 0~2 1 0 X A A A A A 

-

F6-01 전송 에러 검출 시의 동작 선택 0~3  1 X A A A A A 

F6-02 전송 옵션의 외부 이상 입력 레벨 0,1 1 0 X A A A A A 

F6-03 전송 옵션의 외부 이상 입력 시의 동작 선택 0~3 1 1 X A A A A A 

F6-04 전송 옵션의 추적 샘플링 0~60000 1 0 X A A A A A 

F6-05 
전송 옵션의 토크 지령/ 

토크 리밋 선택 

0,1 
1 1 X X X X A A 

전송 

옵션 

카드 

F6-06 
전송 옵션의 토크 지령/ 

토크 리밋 선택 

0,1 
1 1 X X X X A A 

-

H1-01 단자 S3의 기능 선택 0~78 1 24 X A A A A A 

H1-02 단자 S4의 기능 선택 0~78 1 14 X A A A A A 

H1-03 단자 S5의 기능 선택 0~78 1 3(0)(주1) X A A A A A 

H1-04 단자 S6의 기능 선택 0~78 1 4(3)(주1) X A A A A A 

H1-05 단자 S7의 기능 선택 0~78 1 6(4)(주1) X A A A A A 

H1-06 단자 S8의 기능 선택 0~78 1 8(6)(주1) X A A A A A 

H1-07 단자 S9의 기능 선택 0~78 1 5 X A A A A A 

H1-08 단자 S10의 기능 선택 0~78 1 32 X A A A A A 

H1-09 단자 S11의 기능 선택 0~78 1 7 X A A A A A 

다기능 

디지털 

입력 

H1-10 단자 S12의 기능 선택 0~78 1 15 X A A A A A 

36

47

48

H2-01 단자 M1-M2의 기능 선택(접점) 0~37 1 0 X A A A A A 

H2-02 단자 P1의 기능 선택(오픈 컬렉터) 0~37 1 1 X A A A A A 

H2-03 단자 P2의 기능 선택(오픈 컬렉터) 0~37 1 2 X A A A A A 

H2-04 단자 P3의 기능 선택(오픈 컬렉터) 0~37 1 6 X A A A A A 

다기능 

디지털 

출력 

H2-05 단자 P4의 기능 선택(오픈 컬렉터) 0~37 1 5 X A A A A A 

48

H3-01 주파수 지령(전압) 단자 A1 신호 레벨 선택 0,1 1  X A A A A A 

H3-02 주파수 지령(전압) 단자 A1 입력 게인 0.0~1000.0 0.1% 100.0% O A A A A A 

H3-03 주파수 지령(전압) 단자 A1 입력 바이어스 -100.0~+100.0 0.1% 0.0% O A A A A A 

H3-04 다기능 아날로그 입력 단자 A3 신호 레벨 선택 0,1 1 2 X A A A A A 

H3-05 다기능 아날로그 입력 단자 A3 기능 선택 0~F 1 0 X A A A A A 

H3-06 다기능 아날로그 입력 단자 A3 입력 게인 0.0~1000.0 0.1% 100.0% O A A A A A 

H3-07 다기능 아날로그 입력 단자 A3 입력 바이어스 -100.0~+100.0 0.1% 0.0% O A A A A A 

H3-08 주파수 지령(전류) 단자 A2 신호 레벨 선택 0~2 1 2 X A A A A A 

H3-09 주파수 지령(전류) 단자 A2 기능 선택 0~1F 1 0 X A A A A A 

H3-10 주파수 지령(전류) 단자 A2 입력 게인 0.0~1000.0 0.1% 100% O A A A A A 

H3-11 주파수 지령(전류) 단자 A2 입력 바이어스 -100.0~+100.0 0.1% 0.0% O A A A A A 

다기능  

아날 

로그 

입력 

 

H3-12 아날로그 입력의 필터 시정수 0.00~2.00 0.01s 0.00s X A A A A A 

39

H4-01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1 단자 FM 모니터 선택 1~46 1 2 X A A A A A 

H4-02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1 단자 FM 출력 게인 0.00~2.50 0.01 1.00 O Q Q Q Q Q 

H4-03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1 단자 FM 바이어스 -10.0~+10.0 0.1% 0.0% O A A A A A 

H4-04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2 단자 AM 모니터 선택 1~46 1 3 X A A A A A 

H4-05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2 단자 AM 출력 게인 0.00~2.50 0.01 0.50 O Q Q Q Q Q 

H4-06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2 단자 AM 바이어스 -10.0~+10.0 0.1% 0.0% O A A A A A 

H4-07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1 신호 레벨 선택 0,1 1 0 X A A A A A 

다기능 

아날 

로그 

출력 

H4-08 다기능 아날로그 출력2 신호 레벨 선택 0,1 1 0 X A A A A A 

44

 

(주) 1 (   ) 안 숫자는 3와이어 시퀀스로 초기화한 경우의 초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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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기능 
정수 

No. 
명 칭 설정 범위 

최소 

설정 

단위 

공장 

출하 시

설정값 

운전 중

변경 

PG가 

없는 

V/f 

PG가 

있는 

V/f 

PG가 

없는 

벡터1 

PG가 

있는 

벡터 

PG가 

없는 

벡터2 

참

조 

쪽

H5-01 스테이션 주소 0~20 1 1F X A A A A A 

H5-02 전송 속도 선택 0~4 1 3 X A A A A A 

H5-03 전송 패리티 선택 0~2 1 0 X A A A A A 

H5-04 전송 에러 검출 시의 동작 선택 0~3 1 3 X A A A A A 

H5-05 전송 에러 검출 선택 0,1 1 1 X A A A A A 

H5-06 송신 기 시간 5~65 1ms 5ms X A A A A A 

MEMOBUS 

통신 

H5-07 RTS 제어의 유무 0,1 1 1 X A A A A A 

54

H6-01 펄스열 입력 기능 선택 0~2 1 0 X A A A A A 

H6-02 펄스열 입력 스케일링 1000~32000 1Hz 1440Hz O A A A A A 
38

H6-03 펄스열 입력 게인 0.0~1000.0 0.1% 100.0% O A A A A A 

H6-04 펄스열 입력 바이어스 -100.0~+100.0 0.1% 0.0% O A A A A A 

H6-05 펄스열 입력 필터 시간 0.00~2.00 0.01s 0.1s O A A A A A 

-

H6-06 펄스열 모니터 선택 1,2,5,20,24,31,36 1 2 O A A A A A 

펄스  

입출력 

H6-07 펄스열 모니터 스케일링 0~32000 1Hz 1440Hz O A A A A A 
45

L1-01 모터 보호 기능 선택 0~3 1 1 X Q Q Q Q Q 

L1-02 모터 보호 동작 시간 0.1~5.0 0.1min 1.0min X A A A A A 
49

L1-03 모터 과열 시의 알람 동작 선택 0~3 1 3 X A A A A A 

L1-04 모터 과열 동작 선택 0~2 1 1 X A A A A A 

모터 보호

기능 

L1-05 모터 온도 입력 필터 시정수 0.00~10.00 0.01s 0.20s X A A A A A 

-

L2-01 순간 정전 동작 선택 0~2 1 0 X A A A A A 

L2-02 순간 정전 보상 시간 0~2.0 0.1s 0.1s(주2) X A A A A A 
40

L2-03 최소 베이스 블록(BB) 시간 0.1~5.0 0.1s 0.5s(주2) X A A A A A 

L2-04 전압 복귀 시간 0.0~5.0 0.1s 0.3s X A A A A A 

L2-05 

주회로 저전압(UV) 검출 레벨 150~210(주3) 
1V 

190V(주

3) 
X A A A A A 

L2-06 KEB 감속 시간 0.0~200.0 0.1s 0.0s X A A A A A 

L2-07 순간 정전 복귀 후의 가속 시간 0.0~25.5 0.1s 0s(주4) X A A A A A 

순간 정전 

처리 

L2-08 KEB 시작 시 주파수 저하 게인 0~300 1 100 X A A A A A 

-

L3-01 가속 중 스톨 방지 기능 선택 0~2 1 1 X A A A X X 

L3-02 가속 중 스톨 방지 레벨 0~200 1% 150% X A A A X X 

L3-03 가속 중 스톨 방지 리밋 0~100 1% 50% X A A A X X 

L3-04 감속 중 스톨 방지 기능 선택 0~3 1 1 X Q Q Q Q Q 

L3-05 운전 중 스톨 방지 기능 선택 0~2 1 1 X A A X X X 

스톨 방지 

기능 

L3-06 운전 중 스톨 방지 레벨 30~200 1% 160% X A A X X X 

50

L4-01 주파수 검출 레벨 0.0~400.0 0.1 Hz 0.0 Hz X A A A A A 

L4-02 주파수 검출 폭 0.0~20.0 0.1 Hz 2.0 Hz X A A A A A 

L4-03 주파수 검출 레벨(+/-) -400.0~+40.0 0.1 Hz 0.0 Hz X A A A A A 

L4-04 주파수 검출 폭(+/- 한쪽만 검출) 0.0~20.0 0.1 Hz 2.0 Hz X A A A A A 

43주파수 

검출 

L4-05 주파수 지령 상실 시의 동작 선택 0,1 1 0 X A A A A A 40

L5-01 이상 리트라이 회수 0~10 1 0회 X A A A A A 이상 

리트라이 L5-02 이상 리트라이 중의 이상 접점 동작 선택 0,1 1 0 X A A A A A 
41

L6-01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동작 선택1 0~8 1 0 X A A A A A 

L6-02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레벨1 0~300 1% 150% X A A A A A 

L6-03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시간1 0.0~10.0 0.1s 0.1s X A A A A A 

L6-04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동작 선택2 0~8 1 0 X A A A A A 

L6-05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레벨2 0~30 1% 150% X A A A A A 

과토크 

검출 

L6-06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시간2 0.0~10.0 0.1s 0.1s X A A A A A 

42

(주) 1 H5-1에 0을 설정하면 인버터는 MEMOBUS 전송에 해 응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2 인버터 용량에 따라 출하 시 설정이 다릅니다(200V급 0.4kW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3 200V급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400V급 인버터의 경우는 이 값의 2배가 됩니다. 

    4 설정값=0인 경우에는 설정한 가속 시간(C1-01~08)으로 설정한 속도까지 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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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기능 
정수 

No. 
명 칭 설정 범위 

최소 

설정 

단위 

공장 

출하 시

설정값 

운전 중

변경 

PG가 

없는 

V/f 

PG가 

있는 

V/f 

PG가 

없는 

벡터1 

PG가 

있는 

벡터 

PG가 

없는 

벡터2 

참

조 

쪽

L7-01 정전 전동측 토크 리밋 0~300 1% 200% X X X A A A 

L7-02 역전 전동측 토크 리밋 0~300 1% 200% X X X A A A 

L7-03 정전 회생측 토크 리밋 0~300 1% 200% X X X A A A 

토크 

리미트 

L7-04 역전 회생측 토크 리밋 0~3000,14 1% 200% X X X A A A 

49

L8-01 장착형 제동 저항기의 보호(ERF형) 0,1 1 0 X A A A A A 

L8-02 인버터 과열(OH) 알람 예고 검출 레벨 50~130 1℃ 95℃(주1) X A A A A A 

L8-03 인버터 과열(OH) 알람 예고 동작 선택 0~3 1 3 X A A A A A 

L8-05 입력 결상 보호 선택 0,1 1 0 X A A A A A 

L8-07 출력 결상 보호 선택 0,1 1 0 X A A A A A 

L8-09 지락 보호 선택 0,1 1 1 X A A A A A 

L8-10 냉각 팬 ON/OFF 0,1 1 0 X A A A A A 

L8-11 냉각 팬 ON/OFF 지연 시간 0~300 1s 60s X A A A A A 

L8-12 주위 온도 45~60℃ 1℃ 45℃ X A A A A A 

L8-15 저속 시 OL2 특성 선택 0,1 1 1 X A A A A A 

하드웨어 

보호 

L8-18 소프트 CLA 선택 0,1 1 1 X A A A A A 

-

N1-01 난조 방지 기능 선택 0,1 1 1 X A A X X X 난조방지 

기능 N1-02 난조 방지 게인 0.00~2.50 0.01 1.00 X A A X X X 
-

N2-01 속도 피드백 검출 제어(AFR) 게인 0.00~10.00 0.01 1.00 X X X A X X 

N2-02 속도 피드백 검출 제어(AFR) 시정수 0~2000 1ms 50ms X X X A X X AFR 

N2-03 속도 피드백 검출 제어(AFR) 시정수2 0~2000 1ms 750ms X X X A X X 

-

N3-01 HSB 감속 주파수 폭 1~20 1% 5% X A A X X X 

N3-02 HSB 중전류 제한 100~200 1% 150% X A A X X X 

N3-03 HSB 정지 시 DWELL 시간 .0~10.0 1.0s 1.0s X A A X X X 

 하이슬립 

제동 

N3-04 HSB OL 시간 30~1200 1s 40s X A A X X X 

-

N4-07 속도 추정기의 적분 시간 0.000~9.999 0.001ms 0.100ms X X X X X A 

N4-08 속도 추정기의 비례 게인 0~100 1 15 X X X X X A 

N4-17 토크 조정 게인 0.0~5.0 0.1 0.8 X X X X X A 
속도추정 

N4-18 피더 저항 조정용 게인 0.90~1.30 0.01 1.00 X X X X X A 

-

N5-01 피드포워드 제어 선택 0,1 1 0 X X X X A A 

N5-02 모터 가속 시간 0.000~10.000 0.001s 0.178s(주1) X X X X A A 
피드포워드 

제어 
N5-03 부하 관성비 0.0~100.0 0.1 0.0 X X X X A A 

-

o1-01 드라이브 모드 표시 항목 선택 4~33  6 O A A A A A 

o1-02 전원 ON 시의 모니터 표시 항목 선택 1~4 1 1 O A A A A A 
-

o1-03 주파수 지령 설정 및 표시 단위 0~39999 1 0 X A A A A A 

o1-04 V/f 특성 주파수 관계 정수의 설정 단위 0,1 1 0 X X X X A A 
35

표시 설정 

및 선택 

o1-05 LCD 휘도 조정 0~5 1 3 O A A A A A -

o2-01 LOCAL/REMOTE 키 선택 0,1 1 1 X A A A A A 

o2-02 STOP 키의 기능 선택 0,1 1 1 X A A A A A 

o2-03 사용자 정수 설정값 저장 0~2 1 0 X A A A A A 

35

o2-04 인버터 용량 선택 0~FF 1 0(주1) X A A A A A 

o2-05 주파수 지령 설정 0,1 1 0 X A A A A A 

o2-06 오퍼레이터 단선 시의 동작 선택 0,1 1 0 X A A A A A 

o2-07 누적 가동 시간 설정 0~65535 1hour 0hour X A A A A A 

o2-08 누적 가동 시간 선택 0,1 1 0 X A A A A A 

o2-10 팬 가동 시간 설정 0~65535 1hour 0hour X A A A A A 

다기능 

선택 

o2-12 이상 추적 및 이상 이력 삭제 선택 0,1 1 0 X A A A A A 

-

(주) 1 인버터 용량에 따라 출하 시 설정이 다릅니다(200V급 0.4kW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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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모드 

기능 
정수 

No. 
명 칭 설정 범위 

최소 

설정 

단위 

공장 

출하 시 

설정값 

운전 

중 

변경

PG가 

없는 

V/f 

PG가 

있는 

V/f 

PG가 

없는 

벡터1 

PG가 

있는 

벡터 

PG가 

없는 

벡터2 

참

조 

쪽

o3-01 COPY 기능 선택 0~3 1 0 X A A A A A 
복사기능 

o3-02 READ 허가 선택 0,1 1 0 X A A A A A 
55

T1-00 모터 선택 1/2(주1) 1,2 1 1 X A A A A A 

T1-01 튜닝 모드 선택 0~2 1 0(주2) X A A A A A 

T1-02 모터 정격 출력(주3) 

인버터 정격  

출력의  

10~200%(주5) 

0.1kW 인버터 정격

출력과 같은 

값 
X A A A A A 

T1-03 모터 정격 전압(주3)(주4) 0~255.5V(주7) 0.1V 200.0V(주7) X X X A A A 

T1-04 모터 정격 전류(주3) 

인버터 정격  

전류의  

10~200%(주5) 

0.01A 인버터와 

같은 

용량의 범용

모터 값 

X A A A A A 

T1-05 모터 정격 주파수(주3)(주4) 0~400.00(주6) 0.01Hz 60.00Hz X X X A A A 

T1-06 모터 극 수 2~48 1 4 X X X A A A 

T1-07 모터 정격 회전 속도(주3) 0~24000(주6) 1min-1 1750min-1 X X X A A A 

모터의  

오토튜닝 

T1-08 튜닝 시의 PG 펄스 수 0~60000 1 600 X X O X O X 

-

(주) 1 보통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기능 디지털 입력에 모터 전환 지령(H1-01~H1-10 가운데 하나에 16을 설정)을 선택하였을 때만  

표시됩니다. 

    2 PG가 없는 V/f 제어, PG가 있는 V/f 제어인 경우 설정값2(선간 저항 오토 튜닝)가 됩니다. 

    3 정출력 모터의 경우 기저(베이스) 회전 속도 시의 값을 설정하십시오. 

    4 인버터 모터나 벡터 전용 모터의 경우 전압 또는 주파수가 범용 모터보다도 낮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판이나 테스트 

보고서로 확인하십시오. 또 무부하 시의 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T1-03에 무부하 시의 전압을 설정하고  

T1-05에 무부하 시의 주파수를 설정하십시오. 

    5 벡터 제어로 안정되게 제어 가능한 설정값은 인버터의 50~100%의 범위입니다. 

    6 설정 범위는 인버터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7 200V급 인버터의 설정값입니다. 400V급 인버터의 경우는 이 값의 2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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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능설명 

 

Varispeed G7에는 기계의 기능 및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의 사용 방법을 목적에 따라 설명합니다. 

목적 기능 설정 내용 사용할 정수 
참조 

쪽

인버터 환경을 설정한다. 

정수를 초기화한다. 

패스워드를 설정 또는 해제한다. 

제어 모드를 선택한다. 

입력 전압을 설정한다 

A1-00, A1-01 

A1-03, o2-03 

A1-04, A1-05 

A1-02 

E1-01 

31

모터의 정격 전류를 설정한다. E2-01 32

V/f를 설정한다(고정 V/f 패턴). E1-03 33

V/f를 설정한다(임의의 V/f 패턴). 

가속 시간 및 감속 시간을 설정한다. 

E1-04~13 

C1-01~08 
34

1. 운전 전에 확인할 항목 

운전 방법을 선택한다. 

오퍼레이터의 키 기능을 바꾼다. 

주파수 지령 및 모니터 설정 단위를 임의로 설정한다. 

b1-01, b1-02 

o2-01, o2-02 

o1-03 

35

회전 방향을 제한한다. 

저속으로 운전한다. 

속도를 단계적으로 바꾼다. 

b1-04 

d1-17, H1-01~10 

A1-01, b1-01, b1-02, d1-01~17 

36

가감속 시간을 4종류 사용한다. 

부드럽게 작동시킨다. 

C1-01~08, C1-10, H1-01~10 

C2-01~04 
37

속도를 제한한다. 

공진을 피해 운전한다. 

펄스열 입력으로 주파수를 지령한다. 

d2-01~03 

d3-01~04 

b1-01, H6-01, H6-02 

38

속도 설정 신호를 조정한다. H3-02, H3-03, H3-08~11 39

순간 정전 복귀 후에 자동으로 재시동한다. 

주파수 지령 상실 시에 일정 속도로 운전을 계속한다. 

프리런 중인 모터를 인버터 트립시키지 않고 운전한다.

L2-01, L2-02 

L4-05 

b2-01~03, H1-01~10 

40

이상 시에 자동 리셋으로 운전을 계속한다. 

가감속을 일시 정지한다. 

L5-01. L5-02 

H1-01~10, d4-01 
41

토크를 검출한다. L6-01~06 42

주파수를 검출한다. 

노이즈나 누전을 줄인다. 

H2-01~04., L4-01~04 

C6-02 
43

주파수계, 전류계를 사용한다. 

주파수계, 전류계의 지시를 조정한다. 

H4-01, H4-04.,H4-07, H4-08 

H4-02, H4-03, H4-05, H4-06 
44

2. 운전 조건을 설정한다 

펄스 모니터를 사용한다. H6-06, H6-07 45

3. 정지 방법을 선택한다 정지 방법 선택 b1-03 46

입력 신호를 사용한다. H1-01~10 474.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회로를 구성한다 출력 신호를 사용한다. H2-01~05 48

시동 시나 저속 운전 시의 토크 부족을 보상한다. 

모터 토크를 제한한다. 

C4-01 

L7-01~04 
49

5. 모터 토크를 조정한다 

모터의 속도 저하를 방지한다. L3-01~06 50

6. 모터의 속도 변동을  

작게 한다 
모터의 슬립을 제어한다. C3-01, C5-01~04 51

7. 모터를 보호한다 모터의 과부하를 검출한다. E2-01, L1-01, L1-02 52

8. PID 제어를 한다 - b1-01, B5-01~10, H3-08 53

9  MEMOBUS 통신으로  

제어를 한다 
- b1-01, b1-02. H5-01~07, U1-39 54

10. 에너지 절약 제어를 한다 에너지 절약 모드를 사용한다. b8-01, b8-04 

11. 정수 복사 기능을  

사용한다 
정수를 복사 및 비교한다. o3-01, o3-0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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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전에 확인할 항목 
 

 

인버터 환경을 설정한다. 

 

오퍼레이터의 표시 언어 선택  A1-00 

정수 액세스 레벨  A1-01 

 

이 인버터의 출하 설정은 A1-00=1, A1-01=2입니다. 용도에 

맞추어 변경하십시오. 

(1)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언어 표시 

A1-00= 0 : 영어, 1 : 일본어(가타카나), 2 : 독일어,  

3 : 프랑스어, 4 : 이탈리아어, 5 : 스페인어, 6 : 포르투갈어 

(2) 정수의 액세스 레벨 

이 인버터는 정수 참조 레벨을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0 : 모니터 전용(드라이브 모드 참조, A1-01과 A1-04의 

설정 및 참조 가능) 

1 : 사용자가 선택한 정수만(A2-01~32에 설정된 정수만 

설정 및 참조 가능) 

2 : ADVANCED(고급 프로그램 모드 및 퀵 프로그램  

모드에서 변경 가능한 정수의 설정 및 참조) 

(주) 퀵 프로그램 모드로 할 때는 오퍼레이터  의 

키를 눌러 -QUICK-이 점멸하는 동안 키를 누릅 

니다. 

 

제어 모드를 선택한다. 

제어 모드 선택  A1-02 

 

적용할 기계에 맞추어 인버터의 제어 모드를 선택합니다. 팬이

나 블로어, 펌프 등 유체 기계에는 V/f 제어가 적합하고, 반송 

기계 등 저속으로 높은 토크가 필요한 기계에는 PG가 없는 

전류 벡터 제어가 적합합니다. 

초기값은 A1-02=2(PG가 없는 전류 벡터1 제어)입니다. 

 

0 : PG가 없는 V/f 제어 

1 : PG가 있는 V/f 제어(아래 PG 제어 카드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 

2 : PG가 없는 전류 벡터1 제어 

3 : PG가 있는 전류 벡터 제어(아래 PG 제어 카드 PG-B2  

또는 PG-X2가 필요합니다) 

4 : PG가 없는 전류 벡터2 제어 

[PG 제어 카드 사양] 

PG-A2 : 싱글 펄스 오픈 컬렉터형 PG 지원 

PG-B2 : 2상(A, B)형 컴플리멘터리형 PG 지원 

PG-D2 : 싱글 펄스 RS-422(라인 드라이버)형 PG 지원 

PG-X2 : 2상(A, B) 또는 원점 포함(A, B, Z)형  

RS-422(라인 드라이버)형 PG 지원 

정수를 초기화한다. 

 

초기화   A1-03 

사용자 정수 설정값 저장 o2-03 

 

초기화란 설정값을 공장 출하 시의 설정으로 바꾸는 것을 말

합니다. 

제어 기판을 예비품으로 교환할 때나 시운전 시에 초기 설정 

정수로 바꿀 경우에는 A1-03에 아래와 같은 값을 설정하여 

초기화합니다. 

∙ o2-03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정수로 초기화 : 1110 

∙ 공장 설정 정수로 초기화(2와이어 시퀀스) : 2220 

∙ 3와이어의 설정 정수로 초기화(3와이어 시퀀스) : 3330 

 

정수 o2-03은 사용자 정수 초기화에 사용하는 초기값을 저장 

또는 삭제하는 정수입니다. 이것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정수를 

사용자 초기값으로 인버터에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값 내용 

0 저장 유지/미설정 

1 
저장 시작(o2-03에 1을 설정한 시점에 설정된 

정수를 사용자 설정 초기값으로 저장) 

2 저장 삭제(저장된 사용자 설정 초기값을 삭제)  

패스워드를 설정 또는 해제한다. 

 

패스워드 A1-04 

패스워드 설정 A1-05 

 

A1-05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을 때 A1-04와 A1-05의 설정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A1-01~03 및 A2-01~32의 정수를 참

조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기능과 A1-01의 정수 액세스 레벨의 0[모니터 전

용]을 병용해 A1-00을 제외한 모든 정수에 한 설정 참조를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노하우를 지킬 수 있습니다.

A1-05는 보통 조작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A1-04가 표시된 상태에서, 키와  키를 동시에 

누르면 나타납니다. 

입력 전압을 설정한다. 

입력 전압 설정 E1-01 

 

인버터의 입력 전압값을 설정합니다. 

이 값이 보호 기능 등의 기준값이 됩니다. 

 

200V급 : 설정 범위 155~255V  (초기값 200V) 

400V급 : 설정 범위 310~510V  (초기값 4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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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전에 확인할 항목 (계속) 
 

모터의 정격 전류를 설정한다. 

모터 정격 전류 E2-01 

 

모터 명판의 정격 전류값을 설정합니다. 

이 값이 전자 서멀에 의한 모터 보호나 토크 제한의 기준값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각 용량별 표준 설정값입니다. 

적용 모터의 정격 전류값이 아래 표의 값과 다른 경우에는 설

정값을 변경하십시오. 

(주) 모터의 정격 전류값이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보다도 큰 경우에는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가 모터 정격 전류 이상이 되도록 인버터를 다시 

선정하십시오. 

200V급 

인버터 형식  

CIMR-G7A□ 
20P4 20P7 21P5 22P2 23P7 25P5 27P5 2011 2015

최  적용 모터  

용량    kW 0.4 0.75 1.5 2.2 3.7 5.5 7.5 11 15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   A 3.2 6.0 8.0 12.0 18.0 27.0 34.0 49.0 66.0 

모터 전류   A 

(공장 출하 시  

설정값) 
1.9 3.3 6.2 8.5 14.0 19.6 26.6 39.7 53.0 

 

인버터 형식  

CIMR-G7A□ 
2018 2022 2030 2037 2045 2055 2075 2090 2110 

최  적용  

모터용량  kW 18.5 22 30 37 45 55 75 90 110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    A 80.0 96.0 130.0 160.0 183.0 224.0 300.0 358.0 415.0

모터 전류    A 

(공장 출하 시  

설정값) 
65.8 77.2 105.0 131.0 160.0 190.0 260.0 260.0 260.0

 

400V급 

인버터 형식  

CIMR-G7A□ 
40P4 40P7 41P5 42P2 43P7 45P5 47P5 4011 4015 4018 4022 4030

최  적용 

모터 용량    kW 0.4 0.75 1.5 2.2 3.7 5.5 7.5 11 15 18.5 22 30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      A 1.8 3.4 4.8 6.2 9.0 15.0 21.0 27.0 34.0 42.0 52.0 65.0

모터 전류      A 

(공장 출하 시  

설정값) 
1.0 1.6 3.1 4.2 7.0 9.8 13.3 19.9 26.5 32.9 38.6 52.3

 

인버터  

형식  

CIMR-G7A□ 
4037 4045 4055 4075 4090 4110 4132 4160 4185 4220 4 3 0 0

최  적용 모터  

용량        kW 37 45 55 75 90 110 132 160 185 220 3 0 0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     A 80.0 97.0 128.0 165.0 195.0 240.0 255.0 302.0 370.0 450.0 605.0

모터전류   A 

(공장 출하 시 

설정값) 
65.6 79.7 95.0 130.0 156.0 190.0 223.0 270.0 310.0 370.0 500.0

 

 

 

 

 

 



 33

 

 

 

 

 

 

 

 

 

 

 

 

 

 

 

 

 

 

V/f를 설정한다(고정 V/f 패턴). 

V/f 패턴 선택 E1-03 

 

E1-03에서 V/f 패턴을 설정합니다. 

E1-03의 데이터 0~E를 설정하면 아래 표의 고정 V/f 패턴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1-03의 데이터를 F로 하면 임의의 V/f 패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출하 시 설정 : E1-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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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전에 확인할 항목 (계속) 

 

V/f를 설정한다(임의의 V/f 패턴). 

최고 출력 주파수 E1-04 중간 출력 주파수2 E1-11 

최  전압  E1-05 중간 출력 주파수 전압2 E1-12 

최  전압 출력 주파수 E1-06 베이스 전압  E1-13 

중간 출력 주파수 E1-07 

중간 출력 주파수 전압 E1-08 

최저 출력 주파수 E1-09 

최저 출력 주파수 전압 E1-10 

 

특수 모터(고속 모터 등)를 이용할 경우나 특히 기계의 토크 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 설정하십시오. 

V/f 패턴 전압을 올리면 모터 토크는 나오지만 너무 올리면 아래

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 모터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 인버터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 모터가 발열 또는 진동합니다. 

전압을 올릴 경우에는 모터 전류를 확인하면서 서서히 올리십시

오. 

 

 
 

E1-04~11의 설정은 E1-04≥E1-11≥E1-06>E1-07≥E1-09가 

되도록 설정합시시오. 

V/f 특성을 직선으로 할 경우에는 E1-07과 E1-09에 같은 값을 

설정하십시오. 이 때 E1-08의 설정값은 무시됩니다. 

E1-11~13은 정출력 영역에서의 V/f를 미세 조정할 경우에만 설

정하십시오. 보통은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

No. 
명칭 단위 설정범위 

공장출하시 
설      정

E1-04 최고출력주파수 0.1Hz 40.0~400.0Hz 60.0Hz 

E1-05 최대전압 0.1V 0.0~255.0V(주1) 200.0V(주1) 

E1-06
최대전압출력주파수 

(기저주파수) 
0.1Hz 0.0~400.0Hz 60.0Hz 

E1-07 중간출력주파수 0.1Hz 0.0~400.0Hz 3.0Hz(주2) 

E1-08 중간출력주파수전압 0.1V 0.0~255.0V(주1) 9.0V(주1) (주2) 

E1-09 최저출력주파수 0.1Hz 0.0~400.0Hz 1.5Hz(주2) 

E1-10 최저출력주파수전압 0.1V 0.0~255.0V(주1) 9.0V(주1) (주2) 

E1-11 중간출력주파수2(주3) 0.1Hz 0.0~400.0Hz 0.0Hz(주3) 

E1-12 중간철력주파수전압2(주3) 0.1V 0.0~255.0V(주1) 0.0V(주3) 

E1-13 베이스 전압(주4) 0.1V 0.0~255.0V(주1) 0.0V(주4) 

 
(주) 1 400V급에서는 2배의 값이 됩니다. 

    2 제어모드에 따라 초기 설정치가 다릅니다(위표는 PG가  

      없는 V/f) 

    3. “0.0”으로 설정하면 E1-11, E1-12 설정을 무시합니다. 

    4. “0.0”으로 설정하면 E1-13=E1-05가 됩니다. 

 

가속 시간 및 감속 시간을 설정한다. 

 

가속 시간1, 2, 3, 4 C1-01, C1-03, C1-05, C1-07 

감속 시간1, 2, 3, 4 C1-02, C1-04, C1-06, C1-08 

 

모터가 정지 상태에서 최고 출력 주파수 E1-04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가속 시간)과 모터가 최고 출력 주파수에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감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공장 출하 시 설정 :  가속 시간 C1-01=10.0s 

감속 시간 C1-02=1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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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법을 선택한다. 

 

주파수 지령 선택 b1-01 

운전 지령 선택  b1-02 

 

디지털 오퍼레이터로 운전할 것인지 제어 회로 단자로 운전할 것

인지 또는 통신으로 운전할 것인지를 주파수 지령 b1-01과 운전 

지령 b1-02에서 선택합니다. 

공장출하시설정은 b1-01=1, b1-02=1입니다. 

 

설정값 주파수 지령 b1-01 

0 디지털 오퍼레이터 

1 제어 회로 단자(아날로그 입력) 

2 MEMOBUS 전송 

3 옵션 카드 

4 펄스열 입력 

 

설정값 주파수 지령 b1-02 

0 디지털 오퍼레이터 

1 제어 회로 단자(시퀀스 입력) 

2 MEMOBUS 전송 

3 옵션 카드 

 

(1) b1-01에 0을 설정하면 디지털 오퍼레이터에서 주파수 지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b1-01에 1을 설정하면 제어 회로 단자 A1(전압 입력) 또는 제어 

회로 단자 A2(전압/전류 입력)에서 주파수 지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 단자 A2에 전류 신호(4~20mA)를 입력할 경우에는 딥스위 

치 S1의 2를 ON으로 하십시오(공장 출하 시 설정 : ON). 그리고 

H3-08을 2로 설정하십시오(공장 출하 시 설정 : 2). 

단자 A2에 전압 신호(0~10V)를 입력할 경우에는 딥스위치 S1의 

2를 OFF로 하십시오.  

그리고 H3-08을 0 또는 1로 설정하십시오. 

(3) b1-01에 2를 설정하면 MEMOBUS 전송으로 상위 컨트롤러에서 

주파수 지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b1-01에 4를 설정하면 제어 회로 단자 RP에 입력되는 펄스열  

입력이 주파수 지령이 됩니다. 

 

 

 

 

 

오퍼레이터의 키            

기능을 선택                

LOCAL/REMOTE 키 선택 o2-01 

STOP 키의 기능 선택 o2-02 

 

o2-01=0 : 리모트/로컬 전환 무효 

1 : 리모트/로컬 전환 유효 

o2-02=0 : 제어 회로 단자 운전(b1-02=1)일 때 

 오퍼레이터 STOP 키 무효 

1 : 제어 회로 단자 운전(b1-02=1)일 때 

 운전 중에는 오퍼레이터 STOP 키 유효 

 

주파수 지령 및 모니터 설정 단위를 임의로 설정한다. 

주파수 지령 설정 및 표시 단위 o1-03 

 

주파수 설정을 회전 속도나 유량, 라인 속도 등 실제 기계에 맞

춘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표시 모드 

주파수 설정 모드 
o1-03 

d1-□□ 전원 투입 시 표시 모드 

0 d1-01~17 : 0.01Hz 단위로 설정 

1 D1-01~17 : 0.01% 단위로 설정(최고 출력 주파수가 100%) 

2~39 

min-1 단위로 설정 

min-1=120X주파수 지령(Hz)/o1-03 

(o1-03에는 모터 극 수를 설정) 

40~39999 

O1-03의 5번째 자리 값으로 소수점 이하 표시 자릿

수를 설정 

5번째 자리 값=0 : XXXX로 표시 

5번째 자리 값=1 : XXX.X로 표시 

5번째 자리 값=2 : XX.XX로 표시 

5번째 자리 값=3 : X.XXX로 표시 

o1-03의 4번째~첫번째 자리로 100% 주파수의 설

정값을 결정합니다. 

(예) 1 100% 속도의 설정값을 200.0으로 할 경우  

 o1-03=12000으로 설정 

    2 100% 속도의 설정값을 65.00으로 할 경우  

o1-03=26500으로 설정 

 

주파수 설정 모드 
o1-03 

d1-□□, u1-□□ 전원 투입 시 표시 모드 

0 d1-01~17 : 0.01Hz 단위로 표시 

1 d1-01~17 : 0.01% 단위로 표시 

2~39 

min-1 단위로 설정 

min-1=120X주파수 지령(Hz)/o1-03 

(o1-03에는 모터 극 수를 설정) 

40~39999 

o1-03의 설정값으로 결정된 수치와 정밀도로 표시 

(예) 1 o1-03=12000으로 설정한 경우  

100% 속도는 200.0으로 표시하고 60%속도는 

120.0으로 표시 

    2 o1-03=26500으로 설정한 경우 60% 속도는 

39.00으로 표시 

 



 36 

2. 운전조건을 설정한다. 

 

저속으로 운전한다. 

인칭 주파수 지령  d1-17 

다기능 입력 단자 기능 선택 H1-01~10 

 

다기능 접점 입력 단자 S3~S12에 인칭 주파수 선택을 설정하

고 인칭 주파수 선택 지령과 정전(역전) 운전 지령을 입력하면 

d1-17에 설정한 인칭 주파수로 인칭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단 속도 지령 1~4와 인칭 지령을 동시에 입력한 경우에

는 인칭 지령이 우선합니다. 

 

이름 정수 No. 설정값 

인칭 주파수 지령 d1-17 (공장 출하 시: 6.0Hz)

다기능 접점 입력 단자 

S3~S12 선택 
H1-01~H1-10 

한 곳에 6(인칭 주파수

선택)을 설정 

 

위와 같은 운전은 디지털 오퍼레이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키를 눌러 리모트 LED(SEQ. REF)가 소등하였는지 확

인하십시오. 리모트 LED(SEQ. REF)가 점등하고 있으면 다시 

 키를 눌러 소등하십시오.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키를 누르면 인칭 운전을 하고 

떼면 정지합니다. 

 

 

회전 방향을 제한한다. 

역전 금지 선택 b1-04 

 

역전 금지로 설정하면 제어 회로 단자 또는 디지털 오퍼레이터

의 역전 지령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터가 역전하면 곤란한 

경우(팬이나 펌프 등)에 사용합니다. 

b1-04의 설정값 내용 

0 역전 가능 

1 역전 금지 

(주) 인버터 정전 지령 시 모터 출력 축은 모터를 부하측(출력 

축측)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CCW)으로 회전합니다. 

 

속도를 단계적으로 바꾼다. 

 

주파수 지령 선택  b1-01 

운전 지령 선택   b1-02 

정수 액세스 레벨  A1-01 

주파수 지령   d1-01~16 

인칭 주파수 지령  d1-17 

다기능 입력 단자 기능 설정 H1-02~10 

주파수 지령 단자 A2 기능 선택 H3-09 

주파수 지령 단자 A3 기능 선택 H3-05 

 

16단계의 주파수 지령 및 한 개의 인칭 주파수 지령과 다기능 

입력 단자 선택으로 최고 17단계까지 속도를 단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아래는 9단계 속도 예입니다). 

운전 모드 선택  b1-01=0, b1-02=1 

정수 액세스 레벨  A1-01=2 

 

프로그램 모드에서 다단 속도 주파수 지령을 설정 및 참조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퀵의 경우 : 최고 5단계까지 설정 및 참조할 수 있습니다. 

d1-01, 02, 03, 04, 17 

고급의 경우 : 최고 17단계까지 설정 및 참조할 수 있습니다. 

d1-01~17 

다기능 입력 단자           S4(기능 선택)     H1-02 

   S5         H1-03 

   S6         H1-04 

   S7         H1-05 

주파수 지령  1~8         d1-01~08 

Jog 주파수 지령           d1-17 

단자 정수No. 공장출하시의 설정 설정치 명칭 

S4 H1-02 14 3 다단속지령1 

S5 H1-03 3 4 다단속지령2 

S6 H1-04 4 5 다단속지령3 

S7 H1-05 6 6 Jog지령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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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 시간을 4종류 사용한다. 

 

가속 시간 1~4 C1-01, C1-03, C1-05, C1-07 

감속 시간 1~4 C1-02, C1-04, C1-06, C1-08 

가감속 시간 단위 C1-10 

다기능 입력 단자 기능 선택 H1-01~10 

 

 

다기능 접점 입력 선택(H1-01~10)에 “07” 또는 “1A”(가감속 

시간 전환1 또는 2)를 설정하고 가감속 시간 전환(단자 

S3~S12 가운데 한 점)의 ON/OFF로 4종류의 가감속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감속 시간 선택1 

다기능 입력 

설정값=07 

가감속 시간 선택2 

다기능 입력 

설정값=1A 

가속 시간 감속 시간

열기 또는 미설정 열기 또는 미설정 C1-01 C1-02 

닫기 열기 또는 미설정 C1-03 C1-04 

열기 또는 미설정 닫기 C1-05 C1-06 

닫기 닫기 C1-07 C1-08 

 

정수 No. 이름 단위* 설정 범위*

공장 

출하시 

설정 

C1-01 가속 시간1 
0.1s 

(1000s 이상은 1s) 
0.0~6000.0s 10.0s 

C1-02 감속 시간1 
0.1s 

(1000s 이상은 1s) 
0.0~6000.0s 10.0s 

C1-03 가속 시간2 
0.1s 

(1000s 이상은 1s) 
0.0~6000.0s 10.0s 

C1-04 감속 시간2 
0.1s 

(1000s 이상은 1s) 
0.0~6000.0s 10.0s 

C1-05 가속 시간3 
0.1s 

(1000s 이상은 1s) 
0.0~6000.0s 10.0s 

C1-06 감속 시간3 
0.1s 

(1000s 이상은 1s) 
0.0~6000.0s 10.0s 

C1-07 가속 시간4 
0.1s 

(1000s 이상은 1s) 
0.0~6000.0s 10.0s 

C1-08 감속 시간4 
0.1s 

(1000s 이상은 1s) 
0.0~6000.0s 10.0s 

*: C1-10=0 : 0.01초 단위(최  600.00초) 

C1-10=1 : 0.1초 단위(최  6000.0초) 

부드럽게 작동시킨다. 

 

S자 특성 시간 C2-01~04 

 

기계의 시동 및 정지 시 쇼크 등을 방지하기 위해 S자 패턴에 

의한 가감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수No. 기능 
설정 

범위 

공장출하

시 설정

C1-01 가속 시작 시의 곡선 특성 시간 
0.00~ 

2.50s 
0.20s 

C1-02 가속 완료 시의 곡선 특성 시간 
0.00~ 

2.50s 
0.20s 

C1-03 감속 시작 시의 곡선 특성 시간 
0.00~ 

2.50s 
0.20s 

C1-04 감속 완료 시의 곡선 특성 시간 
0.00~ 

2.50s 
0.20s 

 

(주) S자 특성 시간이란 가감속 비율 0에서 설정한 가감속 시간

에 의해 결정되는 정규 가감속 비율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

다. 

 

 

 

S자 특성 시간을 설정하면 시작 또는 완료 시 S자 특성 시간의 

1/2만큼 가감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감속 정지 시 정전과 역전을 전환할 경우의 타임 차트(V/f 제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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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제한한다. 

주파수 지령 상한값 d2-01 

주파수 지령 하한값 d2-02 

메인 속도 지령 하한값 d2-03 

 

 
 

 

(1) 최고 주파수를 제한한다 

모터를 일정 주파수 이상으로 회전시키지 않을 경우에 

d2-01을 사용합니다. 

주파수 지령의 상한값 d2-01을 0.1% 단위로 설정합니다

(E1-04 최고 출력 주파수를 100%로 합니다). 

    ※ 공장 출하시설정 : d2-01=100.0% 

 

(2) 최저 주파수를 제한한다 

모터를 일정 주파수 이하로 회전시키지 않을 경우에 d2-

02 또는 d2-03을 사용합니다. 

최저 주파수 제한에는 아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모든 주파수의 하한 레벨을 조정한다 d2-02 

∙ 메인 속도 주파수의 하한 레벨을 조정한다 d2-03 

(인칭 주파수, 다단 속도 주파수, 보조 주파수의 하한  

레벨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주파수 지령을 0으로 운전하면 주파수 지령 하한값으로 

운전을 계속합니다. 단 주파수 하한값 설정이 최저 출력 

주파수(E1-09)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 공장 출하 시 설정 : d2-02=0.0%, d2-03=0.0% 

 

 

 2. 운전조건을 설정한다. (계속) 

공진을 피해 운전한다. 

 

점프 주파수 1~3  d3-01~03 

점프 주파수 폭  d3-04 

 
기계계 고유 진동 수에 의한 공진을 피해 운전할 경우 공진 

발생 주파수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불감  제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을 0.0Hz로 하

면 이 기능은 무효가 됩니다. 

점프 주파수 1~3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d3-01≥d3-02≥d3-03   

 

 
 

펄스열 입력으로 주파수를 지령한다. 

 

주파수 지령 선택 b1-01 

펄스열 입력 기능 선택 H6-01 

펄스열 입력 스케일링 H6-02 

 
주파수 지령 선택 b1-01에 4를 설정하면 제어 회로 단자 RP

로부터의 펄스열 입력으로 주파수 지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입력 펄스 사양 

∙ LOW 레벨 전압  0.0~0.8V 

∙ HIGH 레벨 전압 3.5~13.2V 

∙ H 듀티   30~70% 

∙ 펄스 주파수  0~32kHz 

(2) 주파수 지령 방법 

입력 펄스 주파수의 최 값을 설정하고 이것과 실제  

입력 펄스 주파수의 비율을 최고 출력 주파수에 곱한  

값이 지령 주파수가 됩니다. 

 
                 입력펄스주파수                              
지령주파수 =                         x 최고출력주파수(E1-04) 

펄스열최고주파수(H6-02) 

 

정수No. 명 칭 설정치 초기치 

b1-01 주파수지령의선택 4 1 
H6-01 펄스열출력기능선택 0 0 

H6-02 펄스열 
100%지령하는 

펄스주파수 
144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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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설정 신호를 조정한다. 

 

주파수 지령 입력 게인    H3-02, H3-06, H3-10 

주파수 지령 입력 바이어스    H3-03, H3-07, H3-11 

아날로그 입력 단자 A1 신호 레벨 선택        H3-01 

아날로그 입력 단자 A2 신호 레벨 선택        H3-08 

아날로그 입력 단자 A2 기능                   H3-09 

아날로그 입력 단자 A3 신호 레벨 선택        H3-04 

아날로그 입력 단자 A3 기능           H3-05 

 

주파수 지령을 제어 회로 단자 A1과 A2, A3의 아날로그 입력으

로 실행할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과 주파수 지령의 관계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단자 A1과 A3은 0~+10V의 전압 입력입니다. 

단자 A2는 H3-08의 설정으로 전압과 전류 입력을 전환할 수 있

습니다. 

H3-08의 초기값은 2이고 4~20mA 전류 입력입니다. 단자 A2를 

0~+10V 전압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컨트롤러 기판의 딥스

위치 S1-2를 OFF로(공장 출하 시 설정 : ON) 한 다음 H3-08의 

신호 레벨을 0으로 하십시오. 

 

명 칭 설 명 

주파수 지령 

레벨   선택 

0~+10V 입력이 0~±10V 입력인지 4~20mA 인지를 

선택합니다. 0~±10V 입력에서는 마이너스 입력으로 

역전합니다. 

주파수 지령 

게       인 

단자 입력이 10V(20mA)일 때 가상 출력 주파수의 

최고 출력 주파수(E1-04)에 한 비율(%)을 설정합

니다. 

주파수 지령 

바 이 어 스 

단자 입력이 0V(4mA)일 때 출력 주파수의 최고 출

력 주파수(E1-04)에 한 비율(%)을 설정합니다. 

 

 

명 칭 
단자 A1

용 

단자 A2

용 

단자 A3

용 
설정 범위 출하 시 설정

주파수 지령 

레벨 선택 H3-01 H3-08 H3-04 
0:0~+10V 

1:-10~+10V 
2:4~20mA 

H3-01,04 
=0 

H3-08=2 
주파수 지령 

게인 H3-02 H3-10 H3-06 0.0~1000.0 100.0% 

주파수 지령 

바이어스 H3-03 H3-11 H3-07 
-100.0~ 
+100.0 

0.0% 

(주) 단자 A1과 A3은 4~20mA 입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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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조건을 설정한다. (계속) 

순간 정전 복귀 후에 자동으로 재시동한다. 

순간 정전 동작 선택 L2-01 

순간 정전 보상 시간 L2-02 

 

순간 정전 동작 선택 

순간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된 다음 자동으로 인버터를 

재시동하여 모터를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L2-01 설정값 내용 

0 운전을 계속하지 않는다(공장 출하 시 설정). 

1(주1) 
순간 정전 보상 시간 내(L2-02)에 복귀되었을 

때는 운전을 계속한다. 

2(주2) 
복구된 다음 운전을 계속한다(이상 출력 없음).

(단 제어 전원이 확립되어 있는 동안에만 시동)

(주) 1 복구된 다음 운전을 계속할 경우에는 운전 신호를 유지시키십시오. 

    2 설정값으로 2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원 전압이 정상으로 복구되었을  

때 재시동합니다. 이상 출력 신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순간 정전 보상 시간 

L2-01에 1을 설정한 경우의 보상 시간을 L2-02에 설정합니다. 

초기값은 인버터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인버터 형식 

CIMR-G7A □ 
L2-02의 초기값 

20P4~2011 0.1~1.0s 

2015~2110 2.0s 

40P4~4011 0.1~1.0s 

4015~4300 2.0s  

프리런 중인 모터를 인버터 트립시키지 않고 운전

한다. 

 

속도 검색 지령 “61”, “62”, “64” 

다기능 입력 단자 기능 선택  H1-01~10 

영속도 레벨   b2-01 

직류 제동 전류   b2-02 

시동 시 직류 제동 시간  b2-03 

 

속도 검색 지령 또는 시동 시 직류 제동을 사용하면 프리런 중

인 모터를 트립시키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속도 검색 지령 

프리런 중인 모터를 정지시키지 않고 재시동하기 위한 기능

입니다. 모터의 상용 전원 운전과 인버터 운전을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입력 단자 선택(H1-01~H1-10)에 (최고 출력 주파수

의 검색 지령) 또는 (설정 주파수의 검색 지령)을 설정합니

다. 

정전(역전) 운전 지령은 검색 지령과 동시이거나 또는 검색 

지령보다 늦게 들어오는 시퀀스로 하십시오. 운전 지령이 검

색 지령보다 먼저 들어오면 검색 지령은 무효가 됩니다. 

 

 

 
(2) 시동 시 직류 제동 

프리런 중인 모터에 직류 제동 전류를 보내 일단 정지시킨 

다음 모터를 재시동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시동 시에 직류 제동을 실행하는 시간을 b2-03에 0.1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직류 제동 전류는 b2-02에 설정합니다. b2-03의 설정값이 

0이면 직류 제동을 실행하지 않고 최저 출력 주파수에서 

가속합니다. 

 

 

주파수 지령 상실 시에 일정 속도로 운전을 계속한다. 

 

주파수 지령 상실 시의 동작 선택 L4-05 

 

주파수 지령 상실 검출은 아날로그 입력에 의한 주파수 지

령이 400ms인 동안에 90% 이상 떨어지면 상실 전 주파수 

지령의 80% 속도로 운전을 계속하는 기능입니다. 

 

설정치 내     용 

0 정지(주파수 지령에 따라 운전) 

1 
80% 속도로 운전을 계속한다(상실 전 속도의 

80%로 운전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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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시에 자동 리셋으로 운전을 계속한다. 

(이상 리트라이 운전) 

 

이상 리트라이 회수  L5-01 

이상 리트라이의 이상 접점 동작 선택 L5-02 

 

운전 중에 인버터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인버터가 자체 진단을 

한 다음 자동으로 재시동합니다. 

자체 진단 및 재시동 회수는 L5-01에 최고 10회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리트라이 중인 이상 신호 출력의 유무는 

L5-02에 0(출력하지 않는다) 또는 1(출력한다)을 설정하여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리트라이의 상이 되는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OC(과전류)  ∙ OV(직류 주회로 과전압) 

∙ PUF(퓨즈 용단)  ∙ RH(제동 저항기 과열) 

∙ GF(지락)   ∙ RR(제동 트랜지스터 이상) 

∙ LF(출력 결상)  ∙ PF(주회로 전압 이상) 

∙ OL1(모터 과부하)            OL2(인버터 과부하) 

∙ OL3(과토크)  ∙ OL4(과토크) 

∙ OH1(방열 핀 과열)    

∙ UV1*(주회로 저전압, 주회로 MC 동작 불량) 

 

*: 주회로 저전압(L2-01)이 1 또는 2(순간 정전 시 운전을  

계속한다)일 때 리트라이가 유효합니다. 

 

누적된 이상 리트라이 회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삭제됩니다.

∙ 리트라이 동작을 완료한 다음 10분간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 이상을 확정한 다음 이상 리셋 신호를 입력하였을 때 

∙ 전원을 OFF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이상 리트라이 상 이외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이상 접점 출력을 작동시키고 출력을 차단한 다음 모터를 

프리런으로 정지시킵니다. 

 

(주) 승강 부하에서는 이상 리트라이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감속을 일시 정지한다. 

 

홀드 가감속 정지 “OA” 

다기능 입력 단자 선택  H1-01~10 

주파수 지령의 홀드 기능 선택 d4-01 

 

가감속 중에 홀드 가감속 정지 지령을 입력하면 가감속 정지 지

령이 입력되어 있는 동안 가감속을 정지하고 그때의 출력 주파

수를 유지하면서 운전을 계속합니다. 

정지 지령을 입력하면 가감속 정지 상태는 해제되고 정지 동작

으로 들어갑니다. 

 

H1-01~H1-10(다기능 접점 입력 단자 S3~S12의 기능 선택)에 

A(홀드 가감속 정지)를 설정하면 단자가 ON이 되어 가감속을 

정지하고 그 시점의 출력 주파수를 유지합니다. 단자가 OFF가 

되면 가감속을 재개합니다. 

홀드 중 주파수 지령의 저장 여부에 관한 설정은 d4-01에서 합

니다. 

d4-01=0 : 무효(재시동 시 0으로 시작) 

d4-01=1 : 유효(재시동 시 이전에 홀드했던 주파수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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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조건을 설정한다. (계속)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기능의 설정 

정수 No. 기능 
설정  

범위 

공장 

출하시

설정

L6-01 
과토크/언더토크  

검출1 기능 선택 
0~8 0 

L6-02 
과토크/언더토크  

검출1 레벨 
0~300% 150%

L6-03 
과토크/언더토크  

검출1 시간 
0.0~10.0s 0.1s

L6-04 
과토크/언더토크  

검출2 기능 선택 
0~8 0 

L6-05 
과토크/언더토크  

검출2 레벨 
0~300% 150%

L6-06 
과토크/언더토크  

검출2 시간 
0.0~10.0s 0.1s

 

L6-01, L6-04의 설정값 

아래 표는 L6-01, L6-04의 설정값과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시 알람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설정치 기 능 

0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무효 

1 속도일치 시에만 과토크 검출/검출 후에도 운전 계속(경고) 

2 운전 중 항상 과토크 검출/검출 후에도 운전 계속(경고) 

3 속도일치 중일 때만 과토크 검출/검출 시 출력 차단(보호 동작)

4 운전 중 항상 과토크 검출/검출 시 출력 차단(보호 동작) 

5 속도일치 시에만 언더토크 검출/검출 후에도 운전 계속(경고) 

6 운전 중 항상 언더토크 검출/검출 후에도 운전 계속(경고) 

7 
속도일치 중일 때만 언더토크 검출/검출 시 출력 차단 

(보호 동작) 

8 운전 중 항상 언더토크 검출/검출 시 출력 차단(보호 동작) 

 

 

 

 

 

 

 

 

 

 

 

 

 

 

 

 

계속

토크를 검출한다. 

 

과토크 및 언더토크 검출 동작 선택1, 2 L6-01, L6-04 

과토크 및 언더토크 검출 레벨1, 2 L6-02, L6-05 

과토크 및 언더토크 검출 시간1, 2 L6-03, L6-06 

 
기계측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린 경우(과토크)나 갑자기 부하가 

가벼워진 경우(언더토크)에는 알람 신호를 다기능 출력 단자 

M1-M2, P1-PC, P2-PC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Varispeed G7

에는 2종류의 과토크/언더토크 검출이 있습니다.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신호를 출력시킬 경우에는 출력 단자 기

능 선택 H2-01이나 H2-02, H2-03에 과토크/언더토크 검출1(a 

접점 … 0B, b 접점 … 17) 또는 과토크/언더토크 검출2(a 접점 

… 18, b 접점 … 19)를 설정하십시오. 

과토크/언더토크 검출 레벨은 V/f 제어에서는 전류 레벨(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 100%)이고, 벡터 제어에서는 모터 토크(모터 

정격 토크 100%)가 됩니다. 

 

 

● 과토크의 검출 

과토크를 검출할 경우 L6-01 또는 L6-04의 설정값을 1~4에서 

선택합니다. 이때 L6-02 또는 L6-05는 과토크 검출 레벨이 됩

니다. 

 

 

● 언더토크의 검출 

언더토크를 검출할 경우 L6-01 또는 L6-04의 설정값을 5~8에

서 선택합니다. 이때 L6-02 또는 L6-05는 언더토크 검출 레벨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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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검출한다. 

 

다기능 출력 단자 기능 선택 H2-01~03 

주파수 검출 레벨  L4-01, L4-03 

주파수 검출 폭  L4-02, L4-04 

 

다기능 출력 단자 선택 H2-01~H2-03에 아래 표와 같은 값을 

설정하면 다양한 주파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 내   용 

주파수(속도) 

일치 검출 

레벨 설정 

정수 No. 

주파수(속도) 

일치 검출 

폭 설정 

정수 No. 

01 영속 - - 

02 

03 

04 

 

05 

주파수(속도) 일치1 

임의 주파수(속도) 일치1 

임의 주파수(속도) 일치 검출1 

(설정값 이하) 

임의 주파수(속도) 일치 검출1 

(설정값 이상) 

L4-01 

무부호 검출 
L4-02 

13 

14 

15 

 

16 

주파수(속도) 일치2 

임의 주파수(속도) 일치2 

임의 주파수(속도) 일치 검출2 

(설정값 이하) 

임의 주파수(속도) 일치 검출2 

(설정값 이상) 

L4-03 

부호 검출 
L4-04 

 

Varispeed G7에서는 이러한 무부호 검출과 부호 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주파수(속도) 일치의 타임 차트입니다. 그림은 정전

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지만 무부호 검출에서는 역전인 경우에도 

똑같이 검출합니다. 부호 검출에서는 정전과 역전의 지정에 따

라 지정된 회전 방향에 해 주파수(속도) 일치를 검출합니다. 

 

 

노이즈나 누전을 줄인다. 

캐리어 주파수 C6-02 

 

인버터와 모터 사이의 배선이 긴 경우에는 케이블로부터의 고조

파 누설전류가 증가하는 분만큼 인버터의 출력 전류가 증가하여 

주변 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인버터의 출력 트랜지스터 스위칭 주파수

(캐리어 주파수)를 조정하십시오. 캐리어 주파수를 내리면 라디

오 노이즈의 억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인버터와 모터 사이

의 배선 길이 
50m 이하 100m 이하 100m 초과

캐리어 주파수 15kHz 이하 10kHz 이하 5kHz 이하 

C6-02의 값 1-6 1~4 1~2 

 

※ 공장 출하 시 설정 : C6-02=6(15kHz : 200V급 22kW 이하, 

400V급 22kW 이하의 경우) 

 

C6-02의

설정값 

캐리어 주파수*

(kHz) 
모터의 금속음 노이즈 및 누설전류

1 2.0 크다 작다 

~ 

↔
 

↔
 

↔
 

6 15.0 작다 크다 

* : 2kHz 이상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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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조건을 설정한다. (계속) 

주파수계, 전류계를 사용한다. 

 

아날로그 모니터 선택  H4-01, H4-04 

아날로그 출력 신호 레벨 선택 H4-07, H4-08 

 

아날로그 모니터 출력 단자 FM-AC, AM-AC로 출력 주파수  

또는 출력 전류 등 무엇을 출력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정수No. 명   칭 내   용 

H4-01 단자 FM 모니터 선택 

H4-04 단자 AM 모니터 선택 

단자 FM, AM에서 출력할 모

니터 항목 번호를 설정합니다

(U1-□□부분의 수치). 

4, 10~14, 25, 28, 34, 39~42

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 

17, 23, 29~31, 35는 현재 사

용하지 않습니다. 

H4-07 
단자 FM  

신호 레벨 선택 

H4-08 
단자 AM  

신호 레벨 선택 

단자 FM, AM의 신호 레벨을 

설정합니다 

0 : 0~+10V 출력 

1 : 0~±10V 출력 

 

주파수계, 전류계의 지시를 조정한다. 

 

아날로그 모니터 게인  H4-02, H4-05 

아날로그 모니터 바이어스  H4-03, H4-06 

 

아날로그 출력 단자 FM-AC, AM-AC의 출력 전압을 게인과 바

이어스로 조정할 때에 사용합니다.  

게인은 모니터 항목의 100% 출력을 10V의 몇 배로 출력할 것

인지 설정합니다. 또 바이어스는 출력 특성을 상하로 평행  

이동시키는 양을 10V/100%로 하여 % 단위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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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모니터를 사용한다. 

 

펄스열 모니터 선택  H6-06 

펄스열 모니터 스케일링  H6-07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모니터 항목[U1-□□(상태 모니터)]을  

펄스 모니터 단자 MP-SC에서 출력합니다. 

H6-06에 U1-□□ (상태 모니터)의 □□ 부분 수치를  

설정하십시오. 

(아래 표의 6항목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H6-06의 설정값 출력 항목 

1 주파수 지령(U1-01) 

2 출력 주파수(U1-02) 

5 모터 속도(U1-05) 

20 소프트 시작 후의 출력 주파수(U1-20) 

24 PID 피드백 양(U1-24) 

36 PID 입력 양(U1-36) 

 

출력 항목의 값이 100%일 때에 출력할 펄스 수를 Hz 단위로 

H6-07에 설정합니다. 

펄스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부하 조건에 따라 주변 

기기를 연결하십시오. 

아래 부하 조건과 다르면 특성 부족 또는 기기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소스 출력으로 사용할 경우 

출력 전압(절연형) 

VRL(V) 
부하 임피던스(㏀) 

+5V 이상 1.5㏀ 이상 

+8V 이상 3.5㏀ 이상 

+10V 이상 10㏀ 이상 

 

싱크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 

외부 전원(V) DC12V±10%, DC15V±10% 

싱크 전류(mA) 최  16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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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지방법을 선택한다. 

정지 방법 선택 

 

정지 방법 선택 b1-03 

 

정지 지령 시의 인버터 정지 방법으로는 용도에 따라 아래 

의 4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치 정지방법 

0 감속정지 

1 프리런 정지 

2 전영역 직류 제동 정지 

3 타이머 프리런 정지 

 
단 PG가 있는 벡터 제어를 선택하였을 때는 전영역 직류 제동 

정지(설정값 3)나 타이머 프리런 정지(설정값 4)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감속 정지 

b1-03에 0을 설정하면 모터는 선택된 감속 시간에 따라 감속 

정지합니다. 

감속 정지 시에 출력 주파수가 b2-01 이하가 되면 b2-04에 

설정한 시간만큼 직류 제동을 겁니다. 

 

(주) PG가 있는 벡터 제어를 선택하였을 때 최저 출력 주파수

(E1-09) 미만의 동작 선택(정수 b1-05)을 설정하면 정지 시의 

동작이 다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문의하십시오. 

 

(2) 프리런 정지 

b1-03에 1을 설정하면 운전 지령을 OFF로 함과 동시에 인버

터 출력 전압이 차단됩니다. 모터는 그 부하를 포함한 이너셔와 

기계 손실에 맞춘 감속 비율로 프리런 정지합니다. 

운전 지령이 OFF로 된 다음 바로 재시동 지령을 접수하지만, 

모터가 회전 중인 재시동 지령의 경우에는 OV나 OC 등의 알람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영역 직류 제동 정지 

b1-03에 2를 설정하면 운전 지령을 OFF로 하고 L2-03 

(최소 베이스 블록 시간)이 경과한 다음 직류 제동을 걸어 

정지합니다. 

 
직류 제동 시간은 운전 지령이 OFF가 되었을 때의 출력  

주파수에 의해 아래 그림과 같이 됩니다. 

 
 

(4) 타이머 프리런 정지 

b1-03에 3을 설정하면 운전 지령을 OFF로 함과 동시에

인버터 출력 전압을 차단하고 모터는 프리런 정지합니다. 

이때 운전 기 시간 T가 경과할 때까지 운전 지령을 무

시합니다. 

 

가감속 시간1을 선택한 경우의 예 

 

운전 기 시간 T는 운전 지령이 OFF일 때의 출력  

주파수와 감속 시간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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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입력 신호를 사용한다. 

 

다기능 입력 단자 기능 선택 H1-01~10 

. 정수 H1-01~H1-10으로 다기능 입력 단자 S3~S12의 기능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정수에 같은 값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단자 S3의 기능 선택 : H1-01에 설정 

∙ 단자 S4의 기능 선택 : H1-02에 설정 

∙ 단자 S5의 기능 선택 : H1-03에 설정 

∙ 단자 S6의 기능 선택 : H1-04에 설정 

∙ 단자 S7의 기능 선택 : H1-05에 설정 

∙ 단자 S8의 기능 선택 : H1-06에 설정 

∙ 단자 S9의 기능 선택 : H1-07에 설정 

∙ 단자 S10의 기능 선택 : H1-08에 설정 

∙ 단자 S11의 기능 선택 : H1-09에 설정 

∙ 단자 S12의 기능 선택 : H1-10에 설정 

제어 회로 단자 S3~S12으로 입력하는 신호 기능을 선택합니다. 

 

제어모드 

설정치 기       능 
PG

가 

없

는 

V/f 

PG

가 

있

는 

V/f 

PG

가 

없

는 

벡

터

1 

PG

가 

있

는 

벡

터

PG

가 

없

는 

벡

터

2

00 3와이어 시퀀스(정전 및 역전 지령) O O O O O
01 로컬 및 리모트 선택 O O O O O
02 옵션 및 인버터 본체 선택 O O O O O
03 다단 속도 지령1 O O O O O
04 다단 속도 지령2 O O O O O
05 다단 속도 지령3 O O O O O
06 인칭(JOG) 주파수 선택 O O O O O
07 가감속 시간 선택1 O O O O O
08 베이스 블록 지령 NO(a 접점) O O O O O
09 베이스 블록 지령 NC(b 접점) O O O O O
0A 홀드 가감속 정지 O O O O O
0B 인버터 과열 예고 OH2 O O O O O
0C 다기능 아날로그 입력 선택 O O O O O
0D PG가 있는 V/f 속도 제어 없음 X O X X X
0E 속도 제어 적분 리셋 X O X O O
0F 미사용 - - - - - 
10 UP 지령 O O O O O
11 DOWN 지령 O O O O O
12 FJOG 지령 O O O O O
13 RJOG 지령 O O O O O
14 이상 리셋 O O O O O
15 비상 정지(a 접점) O O O O O
16 모터 전환 지령 O O O O O
17 비상 정지(b 접점) O O O O O
18 타이머 기능 입력 O O O O O
19 PID 제어 취소 O O O O O
1A 가감속 시간 선택2 O O O O O
1B 정수 저장 허가 O O O O O
1C +스피드 지령 O O O O O
1D -스피드 지령 O O O O O
1E 아날로그 주파수 지령 샘플/홀드 O O O O O

20~2F 외부 이상(임의로 설정 가능) O O O O O
30 PID 적분 리셋 O O O O O
31 PID 적분 홀드 O O O O O
32 다단 속도 지령4 O O O O O
34 PID SFS ON/OFF O O O O O
35 PID 입력 특성 전환 O O O O O
60 직류 제동 지령 O O O O O
61 외부 검색 지령1 : 최고 출력 주파수 O X O O O
62 외부 검색 지령2 : 설정된 주파수 지령 O X O O O
63 계자 약화 지령 O O X X X
64 외부 검색 지령3 O O O O O
65 KEB(순간 정전 시 감속 운전) 지령(b 접점) O O O O O
66 KEB(순간 정전 시 감속 운전) 지령(a 접점) O O O O O
67 전송 테스트 모드 O O O O O
68 HSB(하이슬립 제동) O O X X X
71 속도/토크 제어 전환(ON : 토크 제어) X X X O O
72 제로 서보 지령(ON : 제로 서보) X X X O X
77 속도 제어(ASR) 비례 게인 전환(ON : C5-03) X X X O O
78 외부 토크 지령의 극 수 반전 지령 X X X O O 

(1) 3와이어 시퀀스(자동 복귀 접점에 의한 운전)용 

(설정값 H1-03=00의 예) 

 

 
 

(2) LOCAL(디지털 오퍼레이터) / REMOTE 

(제어 회로 단자) 전환(설정값 01) 

디지털 오퍼레이터 또는 제어 회로 단자 가운데 어느 것으

로 운전할지를 선택합니다. 

LOCAL/REMOTE의 전환은 정지 중에만 유효합니다. 

열기 : REMOTE에서 운전 모드 선택(b1-01, b1-02)의 설

정에 따라 운전합니다. 

닫기 : LOCAL에서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주파수 지령, 운전 

지령으로 운전합니다. 

(예) 디지털 오퍼레이터/제어 회로 단자의 전환은 b1-

01=1, b1-02=1로 설정합니다. 

열기 : 제어 회로 단자의 주파수 지령(단자 A1), 운

전 지령(단자 S1, S2)을 접수합니다. 

닫기 :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주파수 지령, 운전 지령

을 접수합니다. 

 

(3) UP/DOWN 지령(설정값 : 10, 11) 

정전(역전) 운전 지령을 넣은 상태에서 주파수 지령을 변경

하지 않고 원격 신호에 UP 및 DOWN 신호를 입력하여 가

감속을 하고 목적하는 속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UP 지령 닫기 열기 열기 닫기 

DOWN지령 열기 닫기 열기 닫기 

운전 상태 가속 감속 HOLD HOLD 

 

 

[기호 설명] 

U :  UP(가속) 상태 

D  : DOWN(감속) 상태 

H  : HOLD(일정 속도) 상태 

U1 : UP 상태이지만 상한 리밋 속도로 클램프 중 

D1 : DOWN 상태이지만 하한 리밋 속도로 클램프 중 

 

계속



 48 
 

(주) 1 UP/DOWN 지령을 사용할 경우에는 b1-01의 

설정(주파수 지령 선택)을 반드시 1로 설정하십시오. 

설정값=1이면 UP/DOWN 지령은 유효합니다. 

설정값=1 이외의 경우에는 UP/DOWN 지령이 무효입니다. 

2 상한 리밋 속도란 최고 출력 주파수(E1-04) X 주파수 지령

상한(d2-01)입니다. 

3 하한 리밋 속도는 최고 출력 주파수 X 주파수 지령 하한 

(d2-02)이나 제어 회로 단자 A1로 입력한 메인 속도 주파수 

지령 가운데 가장 큰 값의 속도가 됩니다. 

4 주파수 지령 저장 기능 있음(d4-01)의 경우는 홀드 가감속 

정지 지령을 입력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해도 출력 주파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d4-01=0인 경우에는 출력 주파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5 UP/DOWN 지령으로 운전 중일 때 인칭 지령이 들어오면  

인칭 지령을 우선합니다. 

6 UP/DOWN 지령을 함께 설정하지 않으면 설정 에러(OPE03) 

가 됩니다. 

7 다기능 입력의 홀드 가감속 정지 지령을 동시에 설정하면  

설정 에러(OPE03)가 됩니다. 

 

(4) 타이머 기능(설정값 18) 

인버터 외부에 설치하는 타이머는 다기능 입력 단자의 타

이머 입력(설정값 18)과 다기능 입력 단자의 타이머 출력

(설정값 12)을 조합하여 인버터 내부에 구성할 수 있습니

다. 

ON측 지연 시간을 0.1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OFF측 지연 시간을 0.1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동작 설명] 

① 타이머 입력 “닫기” 시간이 b4-01보다도 짧을 때는 

타이머 출력이 열기인 채 바뀌지 않습니다. 

② 타이머 입력이 “닫기”가 되면 b4-01에서 설정한 시

간이 경과한 다음 타이머 출력이 닫기로 바뀝니다. 

③ 타이머 입력 “열기” 시간이 b4-02보다도 짧을 때는

타이머 출력이 닫기인 채 바뀌지 않습니다. 

④ 타이머 입력이 “열기”가 되면 b4-02에서 설정한 시

간이 경과한 다음 타이머 출력이 열기로 바뀝니다. 

 

계속

출력 신호를 사용한다. 

 

다기능 출력 단자 기능 선택 H2-01~05 

 

정수 H2-01~03으로 다기능 출력 단자 M1-M2, P1-PC, P2-

PC의 기능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자 M1-M2의 기능 선택 : H2-01에 설정 

∙ 단자 P1-PC의 기능 선택 : H2-02에 설정 

∙ 단자 P2-PC의 기능 선택 : H2-03에 설정 

∙ 단자 P3-C3의 기능 선택 : H2-04에 설정 

∙ 단자 P4-C4의 기능 선택 : H2-05에 설정 

 

제어모드 

설정치 기       능 
PG

가 

없

는 

V/f 

PG

가 

있

는 

V/f 

PG

가 

없

는 

벡

터

1 

PG

가 

있

는 

벡

터

PG

가 

없

는 

벡

터

2

00 운전 중 O O O O O
01 영속 O O O O O
02 주파수(속도) 일치1 O O O O O
03 임의 주파수(속도) 일치1 O O O O O
04 주파수(FOUT) 검출1 O O O O O
05 주파수(FOUT) 검출2 O O O O O
06 인버터 운전 준비 완료(READY) O O O O O
07 주회로 저전압(UV) 검출 중 O O O O O
08 베이스 블록 중(a 접점) O O O O O
09 주파수 지령 선택 상태 O O O O O
0A 운전 지령 상태 O O O O O
0B 과토크/언더토크 검출1 NO(a 접점) O O O O O
0C 주파수 지령 상실 중 O O O O O
0D 장착형 제동 저항 불량 O O O O O
0E 이상 O O O O O
0F 미사용 - - - - - 
10 가벼운 고장(ON : 경고 표시 시) O O O O O
11 이상 리셋 중 O O O O O
12 타이머 기능 출력 O O O O O
13 주파수(속도) 일치2 O O O O O
14 임의 주파수(속도) 일치2 O O O O O
15 주파수(FOUT) 검출3 O O O O O
16 주파수(FOUT) 검출4 O O O O O
17 과토크/언더토크 검출1 NC(b 접점) O O O O O
18 과토크/언더토크 검출2 NO(a 접점) O O O O O
19 과토크/언더토크 검출2 NC(b 접점) O O O O O
1A 역전 중 O O O O O
1B 베이스 블록 중2(b 접점) O O O O O
1C 모터 선택(제2 모터 선택 중) O O O O O
1D 미사용 O O O O O
1E 이상 리트라이 중 O O O O O
1F 모터 과부하 OL1(OH3 포함) 알람 예고 O O O O O
20 인버터 과열 예고 OH 알람 예고 O O O O O
30 토크 리밋(전류 제한) 중 X X O O O
31 속도 리밋 중(ON : 속도 리밋 중) X X X O X
32 속도 제한 회로 동작 중(토크 제어용) 

단 정지 중은 제외한다. 
X X X O O

33 제로 서보 완료(ON : 제로 서보 완료) X X X O X
37 운전 중2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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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터토크를 조정한다. 

시동 시나 저속 운전 시의 토크 부족을 보상한다. 

 

토크 보상 게인 C4-01 

 
토크 보상 기능은 모터의 부하가 커진 것을 검출해 출력 토

크를 증가시키는 기능입니다. 

제어 모드 선택(A1-02)에서 PG가 없는 V/f 제어(설정값 : 

0) 또는 PG가 있는 V/f 제어(설정값 : 1)을 선택하였을 때 

출력 전압에 맞추어 전역 전자동 토크 부스트 기능으로 시

동 시 또는 저속 운전 시의 토크 부족을 보상합니다. 

또 제어 모드 선택(A1-02)에서 PG가 없는 벡터 제어(설정

값 : 2)를 선택하였을 때 모터 1차 전류의 연산으로 부하에 

맞추어 모터 토크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토크 부족을 보상합

니다. 

 

토크 보상 게인은 보통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PG가 없는 

벡터 제어의 경우는 조정하지 마십시오.  

※ 공장 출하 시 설정 : C4-01=1.0 

 

V/f 제어에서 인버터와 모터 사이의 배선 길이가 긴 경우나 

모터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십시오. 

토크 보상 게인을 올리면 모터 토크는 나오지만 너무 많이 

올리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 모터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 인버터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 모터가 발열 또는 진동합니다. 

전압을 올릴 경우에는 모터 전류를 확인하면서 서서히 올리십

시오. 

모터 토크를 제한한다. 

 

정전 전동측 토크 리밋 L7-01 

역전 전동측 토크 리밋 L7-02 

정전 회생측 토크 리밋 L7-03 

역전 회생측 토크 리밋 L7-04 

 

모터 토크 제한(리밋) 기능은 PG가 있는 벡터 제어 및 PG

가 없는 벡터 제어에서만 유효합니다. 

PG가 있는 벡터 제어 및 PG가 없는 벡터 제어 모드에서는 

모터에서 출력하는 토크를 내부에서 연산하기 때문에 임의

의 값으로 토크 리밋을 걸 수 있습니다. 부하에 일정 양 이

상의 토크를 걸지 않을 경우나 회생 값을 일정 양 이상 발

생시키지 않을 경우에 유효한 기능입니다. 

토크 리밋 값을 모터 정격 토크에 한 %로 설정합니다. 

4상한 개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 ∙ 토크 리밋 기능이 작동하고 있을 때는 토크 제어가 우선하기 때문

에 모터 회전 수의 제어나 보상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속 시간이 증가하거나 회전 수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승강 부하 용도에 토크 리밋을 사용할 때는 낙하하거나 밀리지 않

도록 토크 리밋 값을 설정하십시오. 

∙ 토크 리밋 값을 올리려면 인버터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회전회생측 토크리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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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터토크를 조정한다. (계속) 

모터의 실속을 방지한다. 

 

가속 중 스톨 방지 기능 선택 L3-01 

가속 중 스톨 방지 레벨  L3-02 

가속 중 스톨 방지 리밋  L3-03 

감속 중 스톨 방지 기능 선택 L3-04 

운전 중 스톨 방지 기능 선택 L3-05 

운전 중 스톨 방지 레벨  L3-06 

 
(1) 가속 중 스톨 방지 

가속 중 스톨 방지란 가속 중에 모터에 큰 부하가 걸리거

나 급격하게 가속한 경우에 모터가 실속(스톨)하는 것을 방

지하는 기능입니다. 

L3-01에 1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속 중에 인버터 출력 전

류가 인버터 정격 전류의 120%(L3-02의 설정값)를 넘으면 

가속을 중단하고 주파수를 유지합니다. 출력 전류가 

120%(L3-02의 설정값) 이하가 되면 가속을 시작합니다.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가 100%가 됩니다. 

 

 
 

정출력 영역(출력 주파수≥최  전압 주파수 E1-06)에

서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가속 중 스톨 방지 동작 레

벨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정출력 영역의 가속 중 스톨 방지 동작 레벨 

 
                     최 전압주파수(E1-06) 
=가속 중 스톨 방지 x  

        (L3-02)         출력주파수 

 
단 이 정출력 영역의 스톨 방지 레벨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

지 않기 위해 L3-03에서 리밋을 설정합니다. 

※ 공장 출하 시 설정 : L3-03=50% 

(2) 운전 중 스톨 방지 

운전 중 스톨 방지란 모터가 일정 속도에서 운전 중에 일

시적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인버터가 자동으로 출력 주파

수를 내려 모터의 실속(스톨)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운전 중 스톨 방지 기능은 L3-05에 1 또는 2를 설정하면 

V/f 제어 시에만 유효합니다. 일정 속도 운전 중에 인버터 

출력 전류가 인버터 정격 전류의 120%(L3-06의 설정값)를 

넘으면 감속을 시작합니다. 

출력 전류가 120%(L3-06의 설정값) 이상인 동안에는 설정

한 감속 시간으로 감속을 계속하지만, 인버터 출력 전류가 

118%(L3-06의 설정값-2%) 이하가 되면 설정한 가속 시간

으로 설정 주파수까지 가속합니다. 

 

 

 (3) 감속 중 스톨 방지 

감속 중 스톨 방지란 감속 중에 과전압이 되지 않도록 주

회로 직류 전압의 크기에 따라 감속 시간을 자동으로 늘리

는 기능입니다. 제동 저항기(옵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

시 L3-04에 0 또는 3을 설정하십시오. 

 

아래는 L3-04에 1을 설정한 경우의 감속 중 스톨 방지 예

입니다. 

 

 
 

L3-04의 설정값 감속 중 스톨 방지 기능 

0 무효 

1 

유효(주회로 직류 전압이 과전압 레벨에 가까워지면 

감속을 정지하고 전압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감속한

다) 

2 
최적 조정(주회로 직류 전압으로 판단하여 최단으로 

감속한다. 감속 시간 설정은 무시한다) 

3 유효(제동 저항기를 장착하였을 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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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터의 속도 변동을 작게 한다 

모터의 슬립을 제어한다. 

 

슬립 보정 게인   C3-01 

속도 제어(ASR)의 비례 게인1, 2 C5-01, C5-03 

속도 제어(ASR)의 적분 시간1, 2 C5-02, C5-04 

 
부하가 커지면 모터의 슬립 양이 커져 모터 속도가 떨어집

니다. 

부하가 바뀌어도 모터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이 슬립 

보정 기능입니다. 부하 상황에 맞추어 인버터가 모터의 슬

립에 상당하는 주파수를 출력 주파수에 더합니다. 

PG가 있는 제어의 경우에는 모터의 속도를 직접 PG(검출

기)로 검출하여 제어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정밀도가 필요

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 PG가 없는 제어 

정수 No. 이름 설정 범위 초기값

C3-01 슬립 보정 게인 0~2.5 
*1 

1.0 

E2-01 모터 정격 전류 0.00~1500.0A *2 

E2-02 모터의 정격 슬립 0.00~20.00Hz *2 

E2-03 무부하 전류 0.00~1500.0A *2 

 

∙ PG가 있는 제어 

정수 No. 이름 설정 범위 초기값

C5-01 ASR 비례 게인1 1.00~300.00*3 20.00*4

C5-02 ASR 적분 시간1 0.000~10.000s 0.500*4

C5-03 ASR 비례 게인2 1.00~300.00*3 20.00*4

C5-04 ASR 적분 시간2 0.000~10.000s 0.500*4

E2-04 모터 극 수 2~48 4 

F1-01 PG 정수(P/R) 0~60000 600 

*1: PG가 없는 V/f 제어의 경우는 초기값이 0.0(슬립 보정 없음)입니다.

*2: 인버터의 kVA 설정이나 모터 선택에 따라 초기값이 다릅니다. 

*3: PG가 있는 V/f 제어의 경우 설정 범위는 0.00~300.00입니다. 

*4: PG가 있는 V/f 제어의 초기값은 C5-01=0.20, C5-02=0.20s, C5-

03=0.02, C5-04=0.05s입니다. 

최고 출력 주파수에서 속도 제어의 비례 게인(C5-01) 

및 적분 시간(C5-02)을 설정하십시오. 

최저 출력 주파수에서 속도 제어의 비례 게인(C5-03) 

및 적분 시간(C5-04)을 설정하십시오. 

보통 C5-03, C5-04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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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과부하를 검출한다. 

 

모터 정격 전류  E2-01 

모터 보호 기능 선택 L1-01 

모터 보호 동작 시간 L1-02 

 
인버터에 내장된 전자 서멀 기능으로 과부하에서 모터를 보호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십시오. 
정수 No. 이름 설정 범위 초기값

E2-01 모터 정격 전류 
설정 범위는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의 10~200%가 됩니다. 
* 

L1-01 
모터 

보호 기능 선택 

0~3 

[0=무효(모터 보호 없음) 

1=범용 모터를 보호한다 

2=인버터 전용 모터를 보호한다 

3=벡터용 모터를 보호한다] 

1 

L1-02 
모터 보호 동작  

시간 
0.1~5.0mm 1.0min

*: 인버터의 kVA 설정이나 모터 선택에 따라 초기값이 다릅니다. 

 

(1) 모터 명판의 정격 전류값을 E2-01에 설정하십시오.  

이 설정값이 전자 서멀의 기준 전류가 됩니다. 

 

(2) 적용 모터에 맞추어 과부하 보호 기능을 L1-01에서 설정합

니다. 

모터는 속도 제어 범위에 따라 냉각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모터의 허용 부하 특성에 맞추어 전자 서멀의 

보호 특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모터의 종류와 허용 부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모터 보호 동작 시간을 L1-02에 설정합니다(보통은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터를 정격 전류로 연속해서 운전한 다음 150% 과부하가 

인가된 경우(핫 스타트)의 전자 서멀 보호 동작 시간을 설정

합니다. 

※ 공장 출하 시 설정 : L1-02=1.0min(150%의 내량) 

 
 

아래 그림은 전자 서멀의 보호 동작 시간 특성 예[L1-

02=1.0분, 60Hz 운전, 범용 모터 특성(L1-01=1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 전자 서멀은 인버터의 출력 전류와 주파수, 시간으로 시뮬레이

션을 하여 모터의 발열을 예측합니다. 

전자 서멀이 동작하면 “OL1” 에러가 발생하고 인버터의 출력

을 차단하여 모터의 소손을 방지합니다. 

보통 인버터와 모터를 1:1로 연결하여 운전할 경우 출력측 서

멀 릴레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 1 의 인버터로 동시에 여러 의 모터를 운전할 경우에는 각 

모터별로 서멀 릴레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L1-01의 설정값을 0으로 하십시오. 

∙ 전원 ON/OFF가 빈번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전원 OFF 시에 

서멀 연산값을 리셋하기 때문에 L1-01에 1~3을 설정해도 보

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모터의 타입과 허용부하특성 
 

L1-01 설정값 1 2 3 

모터 종류 범용 모터(표준 모터) 정토크 인버터 전용 모터(1:10) 벡터 전용 모터(1:100) PG가 있는 벡터 전용 모터(1:1000)

허용 부하 특성 

  

냉각 능력 

상용 전원으로 운전하기 위한 모터입니다. 

50/60Hz로 운전하였을 때에 냉각 효과가 있

는 모터 구조입니다. 

저속(약 6Hz)으로 운전해도 냉각 효과가 있

는 모터 구조입니다. 

초저속(약 0.6Hz)으로 운전해도 냉각 효과

가 있는 모터 구조입니다. 

초저속(약 0.06Hz)으로 운전해도 냉각 효과

가 있는 모터 구조입니다. 

전자 서멀의  

동작 

(100% 모터  

부하 시) 

50/60 이하로 연속해서 운전하면 모터 과부

하 보호(OL1)를 검출합니다. 인버터는 이상 

접점을 출력하고 모터는 프리런 정지합니다. 

6~50/60Hz로 연속해서 운전합니다. 0.6~60Hz로 연속해서 운전합니다. 0.06~60Hz로 연속해서 운전합니다. 

 
 

7. 모터를 보호한다. 



 53

 

 

PID 제어를 한다 

 

PID 제어 기능 선택 b5-01 

목표값 설정  b1-01 

검출값 설정  H3-08 

PID 정수  b5-02~10 

 
PID 제어는 설정된 목표값에 피드백 값(검출값)을 일치시키는 

제어 방식입니다. 비례 제어(P)와 적분 제어(I), 미분 제어(D)의 

조합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있는 상(기계계)도 제어할 수 있습

니다. 

PID 제어의 각 동작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P 제어 : 편차에 비례한 조작량을 출력합니다. 단 P 제어만으

로는 편차를 0으로 할 수 없습니다. 

I 제어 : 편차를 적분한 조작량을 출력합니다. 피드백 값을 목

표값에 일치시키는데 유효합니다. 단 급격한 변화

에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D 제어 : 편차를 미분한 조작량을 출력합니다. 급격한 변화에

해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b5-01의 설정값 PID 제어 기능 

0 PID 제어 무효 

1 PID 제어 유효(편차를 D 제어한다) 

2 PID 제어 유효(피드백 값을 D 제어한다) 

3 PID 제어 유효(주파수 지령+PID 출력, 편차를 D 제어한다) 

4 PID 제어 유효(주파수 지령+PID 출력, 피드백 값을 D 제어한다) 

 

(1) 목표값 설정 

목표값 설정은 주파수 지령 선택 b1-01의 설정에 따라 

b1-01에서 선택한 주파수 지령 또는 다단 속도 지령 1~3

에서 선택한 주파수 지령이 PID의 목표값이 되지만, 목표값

을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PID의 목표값입력방법 설정 조건 

         *

다기능 아날로그 단자 

A2 또는 A3으로 입력

 

b1-01을 1로 설정하고 H3-09 또는 H3-05를 C의 

PID 목표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이때는 H6-01을 1의 

PID 피드백 값으로 설정하여 펄스열 입력 단자 RP로 

검출값을 입력합니다. 

MEMOBUS 통신의 레지

스터 0006H로 입력 

b1-01을 2로 설정하고 MEMOBUS 레지스터의 

000FH 비트를 1로 설정하면 레지스터 0006H를 PID 

목표값으로 통신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펄스열 입력 단자 

RP로 입력 

b1-01을 4로 설정하고 H6-01을 2의 PID 목표값으

로 설정합니다. 

*: 단자 A2의 전류 신호(4~20mA) 또는 전압 신호(0~10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자 A2의 전류 신호 : H3-08=2 

단자 A2의 전압 신호 : H3-08=0 

(전압 신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컨트롤 기판 위의 딥스위치 S1-2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2) 검출값 설정 

검출값 설정은 아래 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 설정 조건 

다기능 아날로그 단자  *

A2 또는 A3으로 입력 

H3-09 또는 H3-05를 B의 PID 피드백 값으로 설

정합니다. 

펄스열 입력 단자 

RP로 입력 
H6-01을 1의 PID 피드백 값으로 설정합니다. 

*: 위 표의 *과 같습니다. 

∙ 적분 값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리셋되어 0이 됩니다. 

정지 지령 입력 시 또는 정지 중 

다기능 입력의 PID 제어 취소(설정값 19)를 선택하고 단자 “닫

기”로 PID 제어를 취소한 경우 

∙ I 값의 상한값을 b5-04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분에 의한 제어 능력을 올릴 경우에는 b5-04의 값을 크게 하

십시오. 

제어계가 진동하여 적분 시간이나 1차 지연 시정수 등을 조정해

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b5-04의 값을 작게 하십시오. 

∙ 다기능 입력 신호로 PID 제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H1-01~10 가운데 하나에 19를 설정해 운전 중에 접점을 닫으

면 PID 제어가 취소되고 목표값 신호를 그 로 주파수 지령 신

호로 사용합니다. 

 

 

8. PID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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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EMOBUS통신으로 제어한다. 

주파수 지령 선택          b1-01 

운전 지령 선택   b1-02 

슬레이브 주소   H5-01 

전송 속도 선택   H5-02 

전송 패리티 선택          H5-03 

전송 에러 검출 시의 동작 선택 H5-04 

전송 에러 검출 선택  H5-05 

송신 기 시간   H5-06 

RTS 제어의 유무          H5-07 

MEMOBUS 전송 에러 코드 U1-39 

 
Varispeed G7은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이하 PLC라고 

한다)와 MEMOBUS 통신으로 시리얼 전송이 가능합니

다. MEMOBUS는 1 의 마스터 (PLC)와 1~31 (최 )

의 슬레이브(Varispeed G7)로 구성됩니다. 마스터와 슬

레이브 사이의 신호 전송(시리얼 전송)에서는 항상 마스

터가 신호 전송을 시작하고 슬레이브가 그것에 응답하는 

형태입니다. 

 

마스터는 동시에 1 의 슬레이브에만 신호를 전송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각 슬레이브에 해 미리 주소 번호

를 설정해 놓고 마스터는 그 번호를 지정하여 신호를 전

송합니다. 마스터의 지령을 받은 슬레이브는 지정된 기

능을 실행하고 마스터에 해 응답을 반환합니다. 

 

[통신 사양] 

∙ 인터페이스  : RS485/422 

∙ 동기 방식 : 비동기(조보 동기) 

∙ 전송 파라미터   : ∙보레이트 2400, 4800, 9600,  

19200bps에서 선택 가능 

(정수 H5-02) 

  데이터 길이     8비트 고정 

  패리티          패리티 유/무, 짝수/홀수  

선택 가능(정수 H5-03) 

  정지 비트       1비트 고정 

∙ 프로토콜 : MEMOBUS 준거(RTU 모드만) 

∙ 최  연결 수 : 31 (RS-485 사용 시) 

 

[통신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운전 지령, 주파수 

지령, 이상 내용, 인버터 상태, 정수 설정 및 참조입니

다. 

 

(1) 운전 방법 선택(b1-01, b1-02) 

정수 b1-01, b1-02에서 운전 지령 및 주파수 지령

의 입력 방법을 선택합니다. 운전 지령 혹은 주파수 

지령을 통신으로 할 경우에는 이 정수에 각각 2를 

설정하십시오. 또 이 선택에 관계없이 PLC에 의한 

운전 상태 감시와 정수의 설정 및 참조, 이상 리셋, 

다기능 접점 입력 지령이 유효합니다. PLC에 의한 

다기능 접점 입력 지령은 제어 회로 단자 S3~S7로 

입력한 지령과 OR이 됩니다. 

 

(2) 주파수 단위 선택(o1-03) 

PLC의 주파수 지령, 통신에 의한 주파수 지령 모니터, 출력 

주파수 모니터에서의 주파수 단위를 선택합니다. 

 

(3) 슬레이브 주소(H5-01) 

슬레이브의 주소 번호를 설정합니다. 같은 전송 라인 상에 

연결된 다른 슬레이브와 주소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

니다. 

(주) 정수 H5-01~H5-07의 설정을 변경하고 이 설정을 유효

하게 하려면 전원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4) MEMOBUS 전송 에러 코드(U1-39) 

MEMOBUS 전송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 오퍼레

이터에 에러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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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에너지 절약 제어를 한다 

에너지 절약 모드를 사용한다. 

 

에너지 절약 모드 선택 b8-01 

에너지 절약 계수 b8-04 

 

에너지 절약 제어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모드 선택 b8-01에

서 1을 설정하면 에너지 절약 제어가 유효해집니다. 

b8-01의 설정값 에너지 절약 모드 

0 에너지 절약 제어 무효 

1 에너지 절약 제어 유효 

 

에너지 절약 모드에서 사용하는 정수는 공장 출하 시의 설정값

으로 가장 적합한 값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통 운전에서는 조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터 특성이 야스카와 표준 모터와 많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 

정수 설명을 참고해 변경하십시오. 정수 A1-02가 0(PG가 없는 

V/f 제어) 또는 1(PG가 있는 V/f 제어)로 설정된 경우에 해 

설명합니다. 

 

에너지 절약 계수(b8-04) 

에너지 절약 모드에서는 이 에너지 절약 계수를 이용해 모터의 

효율이 최고가 되는 전압을 계산하여 출력 전압 지령으로 합니

다. 이 값은 공장 출하 시의 설정값으로 야스카와 표준 모터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에너지 절약 계수를 크게 하면 출력 전압

이 커집니다. 

( 야스카와 표준 모터 이외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 출하 시의 설정값에 해 5% 정도씩 변경하여 출력 전력

이 최소로 되는 값을 찾으십시오. ) 

 

 

 

11. 정수 복사 기능을 사용한다 

정수를 복사 및 비교한다. 

 

복사 기능 선택 o3-01 

READ 허가 선택 o3-02 

 
Varispeed G7의 표준 디지털 오퍼레이터(JVOP-161형)는 인버

터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정수 용량은 1 분입니다. 

데이터 저장 소자로 EEPROM(불휘발성 메모리)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백업용 전원은 없어도 됩니다. 

 

복사 기능 선택(o3-01) 

Varispeed G7의 동일 제품 코드로 같은 소프트 번호, 같은 용

량, 같은 제어 모드(PG가 없는 V/f 제어, PG가 있는 V/f 제어, 

PG가 없는 벡터 제어) 사이에서만 정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정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복사하지 않는 정수도 있습니다. 조

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CPE(ID 불일치), vAE(인버터 용량 불

일치) 또는 CrE(제어 모드 불일치) 등의 에러가 디지털 오퍼레

이터에 표시됩니다. 

디지털 오퍼레이터는 내장된 EEPROM을 사용해 다음 3가지 기

능을 수행합니다. 

∙ 인버터의 정수 설정값을 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저장한다 

(READ). 

∙ 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저장한 정수 설정값을 인버터에  

저장한다(COPY). 

∙ 인버터의 정수와 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저장한 정수의  

설정값을 비교한다(VERIFY). 

 

(출하 시 설정 : o3-01=0)

o3-01의 설정값 내용 

0 통상 동작 

1 READ(인버터→오퍼레이터) 

2 COPY(오퍼레이터→인버터) 

3 VERIFY(비교) 

 

(1) READ 

인버터의 정수 설정값을 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저장하려면 o3-

01에 1을 설정합니다. 

(2) COPY 

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저장된 정수 설정값을 인버터에 저장하려

면 o3-01에 2를 설정합니다. 

(3) VERIFY 

인버터의 정수와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정수 설정값을 비교하려

면 o3-01에 3을 설정합니다. 

 

READ 허가 선택(o3-02) 

인버터에서 정수를 읽어오는 동작(READ)을 금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EEPROM에 저장된 정수

를 실수로 바꾸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하 시 설정 : o3-02=0)

o3-02의 설정값 내용 

0 READ 금지 

1 READ 허가 

o3-02에 0을 설정하면 읽어오기 동작을 할 수 없게 되어 디지

털 오퍼레이터 내의 EEPROM에 저장된 정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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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예 

컨베이어, 리프터(안전성 향상 및 최적 운전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 예 요       구 적용할 Varispeed G7의 기능 기능 선택 및 정수 설정 

정위치 정지의 정밀도를 높이고 싶다. 
단자 M1, M2의 접점 출력으로 브

레이크 모터를 제어한다.   

운전 신호 선택           b1-02=1 

밀림 방지                H2-01=05 

                         L4-01=0~400Hz 

2단 속도 운전을 하고 싶다. 다단 속도 운전 기능을 적용한다. 다단 속도 운전…   … d1-01~04=0~400Hz

부드러운 가감속을 하고 싶다. S자 특성의 가감속을 적용한다. S자 특성 선택…………C2-01~04=0.0~2.5초

가감속 시간을 바꾸고 싶다. 가감속 시간 전환을 적용한다. 가감속 시간 전환     H1-01~10=07 

셔틀 컨

베이어 

긴급도에 따라 정지 방법을  

선정하고 싶다. 
정지 방법 선택을 적용한다. 외부 이상            H1-01~10=20~2F 

원료공급  

컨베이어 

시동 토크를 높이고 싶다. 

(정토크 모터 적용) 
토크 제한값을 올린다. 토크 리밋            L7-01~04=0~300%㈜ 

동관  

반송  

컨베이어 

1 의 인버터로 다수의 모터를  

운전하고 싶다. 

표준 기능으로 가능하다. 

(V/f 모드를 선택한다) 
제어 모드 선택       A1-02=0 

간단한 밀림 방지 기능이 필요하다. 
토크 검출 기능으로 모터에서 발

생하는 토크를 확인한다. 

과토크 검출          L6-01, 04=0-4 

과토크 검출 레벨     L6-02, 05=0~300% 

과토크 검출 시간     L6-03, 06=0-10.0초 

리프터 

무여자 작동형 브레이크 모터를  

사용하고 싶다. 

임의의 V/f 설정 기능으로 모터를 

과여자 없이 회전시킨다. 

V/f 모드 선택        A1-02=0 

V/f 선택             E1-03=0F 

임의의 V/f 설정      E1-04~10=설정 

㈜ 인버터의 허용치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필요한 최  토오크에 따라 인버터 용량을 높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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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반 (NC와의 인터페이스가 충분합니다. 급가감속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용도 예 요구 적용할 Varispeed G7의 기능 기능 선택 및 정수 설정 

절삭 공구 손실을 검출하는  

기능을 갖고 싶다.   

 

과토크 검출을 적용한다. 

과토크 검출 동작 선택      L6-01, 04=0~4 

과토크 검출 레벨           L6-02, 05=0~300% 

과토크 검출 시간           L6-03, 06=0~10.0초

다기능 접점 출력           H2-01~03=0B 

디지털 입력으로 모터를  

돌리고 싶다. 
디지털 지령 카드를 사용한다. 

D1-08 또는 DI-16H2를 연결 

주파수 지령 설정 모드      F3-01=0~7 

영속도를 적용한다. 다기능 접점 출력           H2-01~03=01 

속도 일치를 적용한다. 다기능 접점 출력           H2-01~03=02 NC와의 인터페이스를  

충분하게 하고 싶다. 과토크 검출을 적용한다. 

(절삭 공구 손실) 

다기능 접점 출력           H2-01~03=0B 

CNC 선반 

광범위한 정출력 영역이  

필요하다. 
권선 절체 모터를 적용한다. 

옵션                       

초정밀 선반 

초정밀 연삭반 진동을 줄이고 싶다. 에너지 절약 모드를 적용한다. 

에너지 절약 운전           H1-01~10=63 

b8-01=0~100% 

b8-02=0~4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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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예 

팬과 블로어 (에너지 절약 운전과 운전의 계속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용도 예 요구 적용할 Varispeed G7의 기능 기능 선택 및 정수 설정 

상용 전원/인버터의 전환 운전을 모터

를 멈추지 않고 하고 싶다. 

프리런 상태에서의 인버터 시동이 필

요하다. 모터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

습니까? 

속도 검색 운전을 적용한다. 다기능 접점 입력             H1-01~05=61 또는 62 

부하가 저속이고 가볍기 때문에 에너

지를 절약하고 싶다. 
2승 저감 V/f를 적용한다. V/f 패턴 선택                 E1-03=05 또는 07 

과부하 트립을 최 한 회피하고 싶다. 토크 제한 기능을 적용한다. 토크 제한 레벨                L7-01=0-300% 

2초 이내의 순간 정전에 해 운전을 

계속하고 싶다. 

순간 정전 복귀 후의 운전 계속 모

드를 선택한다. 
순간 정전 보호                L2-01=0~2 

상위 주파수 지령기에서 고장이 발생

해도 운전을 계속하고 싶다. 

주파수 지령 상실 시 운전 계속 모

드를 선택한다. 

운전 신호 선택                L4-05=0~1 

주파수 지령 상실 중           H2-01~03=0C 

출력 파워를 보고 싶다. 모니터를 출력 파워 표시로 한다. 모니터 표시                   U1-08 

감속기 베어링의 윤활 문제 때문에 회

전 수 하한 리밋이 필요하다. 
주파수 지령 하한 리밋을 사용한다. 주파수 지령 하한              d2-02=0~110% 

점프 주파수                   d3-01~03=0~400Hz 기계계 공진을 피하는 운전을 하고 싶

다.(공진 점에서는 통과만 하고 연속 

운전은 할 수 없게 한다.) 

주파수 점프 기능을 적용한다. 3점

까지 그 주파수와 금지 폭을 설정할 

수 있다. 점프 주파수 폭                d3-04=0~20.0Hz  

집진블로어

보일러용팬 

쿨링 

타워용팬 

인버터 트립에 의한 기계의 정지를 최

한 피하고 싶다. 
이상 리트라이 기능을 적용한다. 이상 리트라이 회수            L5-01=0~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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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프 (자동 제어를 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용도 예 요구 적용할 Varispeed G7의 기능 기능 선택 및 정수 설정 

펌프 전반 자동 제어를 쉽게 하고 싶다. 
인버터 내부의 PID 기능을 사용한다(외부의 

PID 제어기는 필요가 없다). 
PID 조정용 정수          b5-01~11 

부하 변동이 있어도 회전 수를 일정하게 

하고 싶다. 

표준 기능으로 응 가능하다(PG가 없는 벡터 

모드). 
제어 모드 선택           A1-02=2 

혼합액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

다. 

유량 검출기의 출력(4-20mA)을 직접 입력한

다. 
운전 신호 선택           b1-01, 02=1 

수동/자동 전환을 간단하게 하고 싶다. 
메인/보조 속도 전환 기능을 사용한다(토글 스

위치 2개로 가능하다). 
메인/보조 속도 전환      H1-01~05=03 

약품  

주입 펌프 

부하 상태 감시용 전류계, 주파수계가 필

요하다. 

아날로그 모니터(표준으로 2CH 장착)를 적용

한다. 
출력 선택 기능           H4-01, 04=02, 03 

4-20mA 신호로 직접 구동하고 싶다. 외부 단자 A2, AC를 사용한다. 운전 신호 선택           b1-01, 02=1 

최저 속도를 유지하고 싶다. 주파수 지령 하한 리밋을 사용한다. 주파수 지령 하한         d2-02=0~110% 

비상 시에는 상용 전원으로 운전하고 싶

다. 
속도 검색을 이용한 전환 회로를 사용한다. 속도 검색 기능 선택   H1-01~05=61 또는 62

냉온수 순환 

펌프 

순간 정전 시에도 리셋을 하지 않고 운전

을 계속하고 싶다. 

2초간 순간 정전 응 기능을 적용한다(운전/

정지는 토글 스위치). 
순간 정전 보호            L2-01=0~2 

수위 지시 조절계의 신호를 그 로 입력한다

(4-20mA). 
운전 신호 선택            b1-01, 02=1 수위계로 탱크 내의 물을 일정하게 유지

하고 싶다. 
PID 제어로 수위 일정 제어를 한다. PID 제어 기능             b5-01~11 설정 

방수 펌프 
회전 수가 너무 낮으면 물이 역류하기 때

문에 최저 회전 수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주파수 하한 리밋을 사용한다. 주파수 지령 하한           d2-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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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능 

이상 검출 

인버터가 이상을 검출하면 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이상 내용이 나타나고 이상 접점 출력을 동작시켜 출력을 차단한 다음 모

터를 프리런 정지시킵니다(단 정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이상인 경우에는 설정된 정지 방법에 따릅니다). 재시동할 경우

에는 다음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이상을 리셋하십시오. 

∙ 이상 리셋 신호를 ON으로 한다. [다기능 입력(H1-01~10)에 “이상 리셋(설정값 : 14)”을 설정하십시오] 

∙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키를 누른다. 

∙ 주회로 전원을 일단 차단한 다음 다시 넣는다. 

 

이상 표시 내용 이상 표시 설       명 

과전류            (OC) 
OC 

출력 과전류 
인버터 출력 전류가 과전류 검출 레벨을 넘어 흘렀다(정격 전류의 약 200%). 

지락              (GF) 
GF 

출력 지락 
인버터 출력측에서 지락 전류가 인버터 정격 출력 전류의 약 50%를 넘었다. 

퓨즈 용단        (PUF) 
PUF 

메인 IGBT, FUSE 고장 
주회로에 삽입된 퓨즈가 끊어졌다. 

주회로 과전압     (OV) 
OV 

DC 모선 과전압 
주회로 직류 전압이 과전압 검출 레벨을 넘었다. 200V급 : 약 410V, 400V급 : 약 820V 

주회로 저전압 

주회로 MC 동작 불량      (UV1) 

UV1 

DC 모선 저전압 

주회로 직류 전압이 저전압 검출 레벨(L2-05) 이하가 되었다. 200V급 : 약 190V, 400V급 : 

약 380V 

제어 전원 이상   (UV2) 
UV2  

제어 회로 저전압 
제어 전원의 전압이 저하하였다. 

돌입 방지 회로 이상  (UV3) 
UV3 

소프트 차지 MC 오픈 

MC-ON 신호를 내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초간 MC의 응답이 없다.  

(200V급 30~110kW, 400V급 55~300kW) 

주회로 전압 이상  (PF) 
PF 

입력 결상 
입력 전원 결상, 상 간 전압의 언밸런스가 발생하였다. (L8-05=1 설정 시에 검출) 

출력 결상         (LF) 
LF 

출력 결상 
인버터 출력측에서 결상이 발생하였다. (L8-07=1 설정 시에 검출) 

방열 핀 과열 (OH,OH1) 
OH(OH1) 

방열 핀 과열 

인버터 방열 핀의 온도가 L8-02의 설정값 또는 약 100℃를 넘었다. 

(OH : L8-02를 넘었다[L8-03=0~2일 때], OH1 : 약 100℃를 넘었다) 인버터 내부 냉각 팬 

정지 

모터 과열 알람   (OH3) 
OH3 

모터 오버히트1 
L1-03의 선택에 따라 인버터는 정지 또는 운전을 계속한다. 

모터 과열 고장   (OH4) 
OH4 

모터 오버히트2 
L1-04의 선택에 따라 인버터는 정지한다. 

장착형 제동 저항기  

과열              (RH) 

RH 

브레이크 저항 과열 
L8-01에 설정된 제동 저항기 보호가 작동하였다. 

내장 제동 트랜지스터  

이상              (RR) 

RR 

브레이크 회로 고장 
제동 트랜지스터가 동작 이상이 되었다. 

모터 과부하      (OL1) 
OL1 

모터 과부하 
전자 서멀에 의해 모터 과부하 보호가 작동하였다. 

인버터 과부하    (OL2) 
OL2 

인버터 과부하 
전자 서멀에 의해 인버터 과부하 보호가 작동하였다. 

과토크 검출1     (OL3) 
OL3 

과토크 검출1 
설정값(L6-02) 이상의 전류가 규정 시간(L6-03) 이상 흘렀다. 

과토크 검출2     (OL4) 
OL4 

과토크 검출2 
설정값(L6-05) 이상의 전류가 규정 시간(L6-06) 이상 흘렀다. 

하이슬립제동OL  (OL7) 
OL7 

하이슬립 제동 OL 
하이슬립 제동 OL 시간(N3-04)으로 설정한 시간, 출력 주파수가 바뀌지 않는다. 

언더토크 검출1   (UL3) 
UL3 

언더토크 검출1 
설정값(L6-02) 미만의 전류가 규정 시간(L6-03) 이상 흘렀다. 

언더토크 검출2   (UL4) 
UL4 

언더토크 검출2 
설정값(L6-05) 미만의 전류가 규정 시간(L6-06) 이상 흘렀다. 

과속도           (OS) 
OS 

모터 오버 스피드 
설정값(F1-08) 이상의 속도가 규정 시간(F1-09) 이상 연속하였다. 

PG 단선 검출    (PGO) 
PGO 

PG 회로 이상 

인버터가 주파수를 출력하고 있는 상태(소프트 스타터의 출력≥E1-09)에서 PG 펄스가 입력

되지 않는다. 

속도 편차 과    (DEV) 
DEV 

모터 속도 편차 과  
설정값(F1-10) 이상의 속도 편차가 규정 시간(F1-11) 이상 연속하였다. 

제어 이상        (CF) 
CF 

제어 이상 

PG가 없는 벡터1 제어 모드에서 감속 정지 중 토크 리밋에 연속해서 3초 이상 걸렸다. 

PG가 없는 벡터2 제어 모드에서 속도 추정 연산값에서 이상이 발생하였다. 

PID의 피드백   

지령 상실        (FbL) 

FbL 

피드백 상실 

PID 피드백 지령 상실 검출이 있음(b5-12=2)이고 PID 피드백 입력이 PID 피드백 상실 검출 

레벨(b5-13) 미만인 상태로 PID 피드백 상실 검출 시간(b5-14)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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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표시 내용 이상 표시 설명 

전송 옵션카드의 외부 이상 입력      (EFO) 
(EFO) 

OPT외부이상 
전송 옵션 카드에서 “외부 이상”을 입력하였다. 

외부 이상(입력 단자 S3)    (EF3) 
(EF3) 

외부이상(단자3) 

외부 이상(입력 단자 S4)    (EF4) 
(EF4) 

외부이상(단자4) 

외부 이상(입력 단자 S5)    (EF5) 
(EF5) 

외부이상(단자5) 

외부 이상(입력 단자 S6)    (EF6) 
(EF6) 

외부이상(단자6) 

외부 이상(입력 단자 S7)    (EF7) 
(EF7) 

외부이상(단자7) 

외부 이상(입력 단자 S8)    (EF8) 
(EF8) 

외부이상(단자8) 

외부 이상(입력 단자 S9)    (EF9) 
(EF9) 

외부이상(단자9) 

외부 이상(입력 단자 S10) (EF10) 
(EF10) 

외부이상(단자10) 

외부 이상(입력 단자 S11) (EF11) 
(EF11) 

외부이상(단자11) 

외부 이상(입력 단자 S12) (EF12) 
(EF12) 

외부이상(단자12) 

다기능 입력 단자에서 “외부 이상”을 입력하였다. 

제로 서보 이상            (SVE) 
SVE 

제로 서보 이상 
제로 서보 운전 중에 회전 위치가 어긋났다. 

오퍼레이터 연결 불량      (OPR) 
OPR 

오퍼레이터 연결불량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운전 지령에 의해 운전 중에 디지털 오퍼레이터가 단선되었다. 

MEMOBUS 전송 에러       (CE) 
CE 

전송 에러 
제어 데이터를 1회 수신한 다음 2초 이상 정상 수신이 불가능했다. 

옵션 전송 에러            (BUS) 
BUS 

옵션 전송 에러 
전송 옵션 카드에서 운전 지령 또는 주파수 지령을 설정할 모드에서 전송 에러를 검출하였다. 

오퍼레이터 전송 이상1,   

CPU의 외부 RAM 불량   (CPF00) 

CPF00 

COM-ERR(OP&INV) 
전원 투입 후 5초가 경과해도 디지털 오퍼레이터와 송수신이 되지 않는다. CPU의 외부 RAM 불량. 

오퍼레이터 전송 이상2   (CPF01) 
CPF01 

COM-ERR(OP&INV) 
디지털 오퍼레이터와의 전송을 시작한 다음 2초 이상 전송 이상이 발생하였다. 

베이스 블록 회로 불량   (CPF02) 
CPF02 

컨트롤러 불량(BB) 

EEPROM 불량           (CPF03) 
CPF03 

컨트롤러 불량(ROM) 

CPU 내부 A/D 변환기 불량     (CPF04) 
CPF04 

컨트롤러 불량(AD1) 

CPU 외부 A/D 변환기 불량     (CPF05) 
CPF05 

컨트롤러 불량(AD2) 

인버터의 제어부가 고장. 

옵션 카드 연결 이상    (CPF06) 
CPF06 

옵션 연결 에러 

옵션 카드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ASIC 내부 RAM 불량    (CPF07) 
CPF07 

컨트롤러 불량(RAM) 

워치독 타이머 불량     (CPF08) 
CPF08 

컨트롤러 불량(WAT) 

CPU-ASIC 상호 진단 이상      (CPF09) 
CPF09 

컨트롤러 불량(CPU) 

인버터 제어 회로가 파손되었다. 

ASIC 버전 불량         (CPF10) 
CPF10 

컨트롤러 불량(ASIC) 

인버터 제어 회로가 불량하다. 

옵션 카드 이상         (CPF20) 
CPF20 

옵션 카드 불량 

옵션 카드의 A/D 교환기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전송 옵션 카드의 자기 진단 이상 (CPF21) 
CPF21 

옵션 카드 불량 

전송 옵션 카드의 기종 코드 이상 (CPF22) 
CPF22 

옵션 카드 불량 

전송 옵션 카드의 상호 진단 이상 (CPF23) 
CPF23 

옵션 카드 불량 

전송 옵션 카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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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알람) 검출 

경고는 인버터 보호 동작 가운데 이상 접점 출력을 작동시키지 않고 그 요인이 제거되면 자동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디지

털 오퍼레이터는 점멸 표시가 되고 다기능 출력의 “알람”을 출력합니다. 

 

경고 표시 내용 경고 표시 설명 

정회전 및 역회전 지령  

동시 입력                   (EF) 

EF(점멸) 

운전 이상 
정회전 지령과 역회전 지령이 동시에 5초 이상 입력되었다. 

주회로 저전압               (UV) 
UV(점멸) 

DC 모선 저전압 

운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래 상태가 되었다. 

∙ 주회로 직류 전압이 저전압 검출 레벨(L2-05) 이하가 되었다. 

∙ 돌입 전류 억제용 컨택터가 개방되었다. 제어 전원이 저전압(CUV 레벨) 이하가 되었다. 

주회로 과전압               (OV) 
OV(점멸) 

DC 모선 과전압 

주회로 직류 전압이 과전압 검출 레벨을 넘었다. 

200V급 : 약 400V, 400V급 : 약 800V 

방열 핀 과열                (OH) 
OH(점멸) 

방열 핀 과열 
인버터 방열 핀의 온도가 L8-02의 설정값을 넘었다. (L8-03=3 : 공장 출하 시 설정값일 때) 

인버터 과열 예고           (OH2) 
OH2(점멸) 

OH 과열 예고 
다기능 입력 단자(S3~S7)로 “인버터 과열 예고 OH2”가 입력되었다. 

모터 과열                  (OH3) 
OH3(점멸) 

모터 오버히트1 
H3-09에 E를 설정하고 입력한 모터 온도(서미스터) 입력이 알람 검출 레벨을 넘었다. 

과토크1                    (OL3) 
OL3(점멸) 

과토크 검출1 
설정값(L6-02) 이상의 전류가 규정 시간(L6-03) 이상 흘렀다. 

과토크2                    (OL4) 
OL4(점멸) 

과토크 검출2 
설정값(L6-05) 이상의 전류가 규정 시간(L6-06) 이상 흘렀다. 

언더토크1                  (UL3) 
UL3(점멸) 

언더토크 검출1 
설정값(L6-02) 미만의 전류가 규정 시간(L6-03) 이상 흘렀다. 

언더토크2                  (UL4) 
UL4(점멸) 

언더토크 검출2 
설정값(L6-05) 미만의 전류가 규정 시간(L6-06) 이상 흘렀다. 

과속도                     (OS) 
OS(점멸) 

모터 오버 스피드 
설정값(F1-08) 이상의 속도가 규정 시간(F1-09) 이상 연속하였다. 

PG 단선 검출              (PGO) 
PGO(점멸) 

PG 회로 이상 
인버터가 주파수를 출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PG 펄스가 입력되지 않는다. 

속도 편차 과              (DEV) 
DEV(점멸) 

모터 속도 편차 과  
설정값(F1-10) 이상의 속도 편차가 규정 시간(F1-11) 이상 연속하였다. 

외부 이상(입력 단자 S3)    (EF3) 
EF3(점멸) 

외부 이상(단자 S3) 

외부 이상(입력 단자 S4)    (EF4) 
EF4(점멸) 

외부 이상(단자 S4) 

외부 이상(입력 단자 S5)    (EF5) 
EF5(점멸) 

외부 이상(단자 S5) 

외부 이상(입력 단자 S6)    (EF6) 
EF6(점멸) 

외부 이상(단자 S6) 

외부 이상(입력 단자 S7)    (EF7) 
EF7점멸) 

외부 이상(단자 S7) 

외부 이상(입력 단자 S8)    (EF8) 
EF8(점멸) 

외부 이상(단자 S8) 

외부 이상(입력 단자 S9)    (EF9) 
EF9(점멸) 

외부 이상(단자 S9) 

외부 이상(입력 단자 S10)  (EF10) 
EF10(점멸) 

외부 이상(단자 S10) 

외부 이상(입력 단자 S11)  (EF11) 
EF11(점멸) 

외부 이상(단자 S11) 

외부 이상(입력 단자 S12)  (EF12) 
EF12(점멸) 

외부 이상(단자 S12) 

다기능 입력으로 “외부 이상”이 입력되었다. 

PID의 피드백 지령 상실     (FbL) 
FbL(점멸) 

피드백 상실 

PID 피드백 지령 상실 검출이 있음(b5-12=2)이고 PID 피드백 입력이 PID 피드백 상실 검출 레

벨(b5-13) 미만인 상태로 PID 피드백 상실 검출 시간(b5-14) 계속되었다. 

MEMOBUS 전송 에러       (CE) 
CE 

전송 에러 
제어 데이터를 1회 수신한 다음 2초 이상 정상 수신이 불가능했다. 

옵션 전송 에러            (BUS) 
BUS 

옵션 전송 에러 
전송 옵션 카드에서 운전 지령 또는 주파수 지령을 설정할 모드에서 전송 에러를 검출하였다. 

통신 기 중              (CALL) 
CALL 

통신 기 중 
전원 투입 시에 제어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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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에러 

정수 설정 후 사용할 수 없는 값이 설정된 경우나 각 정수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오퍼레이션 에러가 됩니다. 정수가 올바르게 설정될 

때까지 인버터는 시동할 수 없습니다(알람 출력, 이상 접점 출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고 표시 내용 경고 표시 설명 

인버터 용량 설정 이상      (OPE01) 
OPE01 

데이터 설정 이상1 
인버터 용량 설정이 본체와 맞지 않는다(당사로 연락하십시오). 

정수 설정 범위 불량        (OPE02) 
OPE02 

데이터 설정 이상2 
설정 범위 외의 값을 설정하였다. 

다기능 입력 선택 불량      (OPE03) 
OPE03 

데이터 설정 이상3 

다기능 입력(H1-01~05) 설정에서 2가지 이상의 다기능 입력에 같은 값을 설정하였다. 또는 UP 지령과 

DOWN 지령을 동시에 설정하지 않았다. 

옵션 지령 선택 불량        (OPE05) 
OPE05 

데이터 설정 이상5 

b1-01(주파수 지령 선택)에 “3”(옵션 카드)이 설정되어 있지만 옵션 카드(C 옵션)가 연결되어 있지 않

았다. 

제어 모드 선택 불량        (OPE06) 
OPE06 

데이터 설정 이상6 

A1-02(제어 모드 선택)에 “1”(PG가 있는 V/f 제어 모드)이 설정되어 있지만 PG 속도 제어 카드가 연

결되어 있지 않았다. 

다기능 아날로그 입력 선택 불량 

(OPE07) 

OPE07 

데이터 설정 이상7 
아날로그 입력 선택과 PID의 기능 선택에 같은 기능이 설정되었다. 

정수 선택 불량             (OPE08) 
OPE08 

데이터 설정 이상8 
제어 모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설정하였다. 

PID 제어 선택 불량         (OPE09) 
OPE09 

데이터 설정 이상9 

PID 슬립 기능이 유효(b5-01≠0이고 b5-15≠0)하고 정지 방법 선택이 감속 정지, 프리런 정지 이외

(b1-03>1)로 설정되었다. 

V/f 데이터 설정 불량       (OPE10) 
OPE10 

데이터 설정 이상10 
E1-04, 06, 07, 09의 설정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정수 설정 불량             (OPE11) 
OPE11 

데이터 설정 이상11 
설정 불량이 발생하였다. 

EEPROM 저장 불량          (ERR) 
ERR 

메모리 저장 이상 
EEPROM 저장 시의 조회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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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예 

 

입력 신호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해 0V 공통/싱크 모드에서 사용할 경우 

 

입력 신호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해 +24V 공통/소스 모드에서 사용할 경우 

 

입력 신호가 NPN 트랜지스터에 의한 시퀀스 연결(0V 공통/싱크 모드)에서 +24V 내부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컨트롤러 기판의 CN5(션트 커넥터)를 아래 그림과 같이 NPN 

설정으로 하십시오. 

 

입력 신호가 PNP 트랜지스터에 의한 시퀀스 연결(+24V 공통/소스 모드)에서 +24V 내

부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컨트롤러 기판의 CN5(션트 커넥터)를 아래 그림과 같이 

PNP 설정으로 하십시오. 

 

 

입력 신호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해 0V 공통/싱크 모드에서 외부 전원을 사용할 경우 

 

접점 출력, 오픈 컬렉터 출력을 사용할 경우 

 

입력 신호가 NPN 트랜지스터에 의한 시퀀스 연결(0V 공통/싱크 모드)에서 +24V 외부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컨트롤러 기판의 CN5(션트 커넥터)를 아래 그림과 같이 EXT 

설정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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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오퍼레이터 JVOP-95∙[], -96∙[] 형을 사용할 경우 

 

12상 트랜스(3권선 트랜스)의 결선 예 

 

(주) 1 3권선 트랜스는 2차측과 3차측의 위상차가 30°el인 것을 사용하십시오. 

2 R-R1, S-S1, T-T1 사이의 배선(공장 출하 시 배선 완료)을 반드시 철거하십시오. 연결한 채로 3권선 

트랜스를 연결하면 트랜스 소손의 원인이 됩니다. 
 

주회로 전원용 전자 접촉기에 의한 운전-정지 

 

아이솔레이터의 연결(4~20mA 수신, 4~20mA 출력) 예 

 

정수 설정 

* 주파수 지령 선택 

주파수 설정 저항기에 의한 설정(b1-01=1) 

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의한 설정(b1-01=0), 지령값(d1-01) 

* 프리런 정지(b1-03=1 또는 3) 

 

(주) 1 정지 시에는 제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프리런 정지입니다). 

2 순간 정전과 같이 재시동 운전이 필요한 경우 MC 및 MCX는 지연 석방을 사용하십시오. 

3 주파수 지령으로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설정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파수 설정 저항기가 없어도  

됩니다. 

4 모터가 완전히 정지한 다음에 스위치를 OFF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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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의 주회로 구성 

200V급 (주회로 : 2레벨 제어방식) 400V급 (주회로 : 3레벨 제어방식) 

  

 

 

㈜ 1 12상 정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2 r/ℓ1-R, ∆/ℓ2-S은 단락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CIMR-G7A2030~G7A2110 형에서 주회로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부터 공급할 경우나 또는  

냉각 팬 및 MC 조작 전원을 다른 전원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단락용 배선을 제거하고 [r/ℓ1]과 [∆/ℓ2]에 별도로 교류 200V급 전원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전원 사양이 230V 50Hz 또는 240V 50/60Hz인 경우에는 냉각 팬 및 MC 조작 전원용 트랜스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r/ℓ2-R], [∆400/ℓ2400-S]은 단락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CIMR-G7A4055~G7A4300형에서 주회로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부터 공급할 경우나 또는 

냉각 팬 및 MC 조작 전원을 다른 전원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단락용 배선을 제거하고 [r/ℓ2]과 [∆400/ℓ2400] 또는 [r/ℓ2]과 [∆200/ℓ2200]에 별도로 

교류 전원을 입력하십시오. 

 

 



 67

 

옵션 및 주변 기기의 선정 

 

목적 명 칭 
형식 

(코드 번호) 

상세 설명 

인버터의 배선 

을 보호한다 
배선용 차단기 

*
 

또는 누전 차단기 
NF□ 

인버터의 배선을 보호하기 위해 전원측에 반

드시 설치하십시오. 누전 차단기는 고조파 

책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제동 저항기가  

있는 경우의  

소손을 방지한다 

전자 접촉기 HI-□J 

제동 저항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동 저항기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십시오. 설치할 

때는 코일에 반드시 서지 업소버를 부착하십

시오. 

개폐 서지를 외부

로 내보내지 않는

다 

서지 업소버 DCR2-□ 

전자 접촉기나 제어용 릴레이의 개폐 서지를 

흡수합니다. 인버터 주변의 전자 접촉기나 릴

레이에는 반드시 부착하십시오. 

입출력 신호를  

절연한다 
아이솔레이터 DGP□ 

인버터의 입출력 신호를 절연하는 것으로 유

도 노이즈 책에 효과적입니다. 

인버터의 입력  

역율을 개선한다 

직류 리액터 

교류 리액터 

UZDA-□ 

UZBA-□ 

인버터의 입력 역율 개선에 적용합니다. 

Varispeed G7은 18.5kW 이상의 기종에 직류 

리액터를 내장하였습니다(15kW 이하는 옵션). 

또 전원 용량(600kVA 이상)으로 사용할 경

우에는 직류 리액터 또는 교류 리액터를 설치

하십시오. 

입력측 노이즈 필터 
(삼상)LNFD-□ 

FN□ 

인버터 입력 전원 계통에 들어가거나 배선에

서 나오는 노이즈를 줄입니다. 가능한 한 인버

터에 가깝게 삽입하십시오. 

라디오 노이즈 절감

용 파인매트  

영상 리액터 

F6045GB 

(FIL001098) 

F11080GB 

(FIL001097) 

인버터 입력 전원 계통에 들어가거나 배선에

서 나오는 노이즈를 줄입니다. 가능한 한 인버

터에 가깝게 삽입하십시오. 인버터의 입력측과 

출력측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라디오나  

제어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인다 

출력측 노이즈 필터 LF-□ 

인버터 출력측 배선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줄

입니다. 가능한 한 인버터에 가깝게 삽입하십

시오. 

제동 저항기 
ERF-150WJ□□ 

(R00□□□□) 

모터의 회생 에너지를 저항기에서 소비시켜 

감속 시간을 단축시킵니다(사용율 3%ED). 

제동 저항기 유닛 
LKEB-□ 

(75600-K□□□0) 

모터의 회생 에너지를 저항기에서 소비시켜 

감속 시간을 단축시킵니다(사용율 10%ED). 

기계를 설정  

시간으로 멈춘다 

제동 유닛 
CDBR-□ 

(72600-R□□□0) 

모터의 감속 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제동 저항

기 유닛과 조합해 사용합니다. 

VS 오퍼레이터 

(소형 플라스틱 제

품) 

JVOP-95▪□ 

(73041-0905X-□) 

원거리(최  50m)에서 아날로그 지령으로 주

파수 설정 및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한 조작 

보드입니다. 주파수계 눈금 사양 : 60/120Hz, 

90/180Hz 인버터를 외부에서 

운전한다 

VS 오퍼레이터 

(표준형 강판 제품) 

JVOP-96▪□ 

(73041-0906X-□) 

원거리(최  50m)에서 아날로그 지령으로 주

파수 설정 및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한 조작 

보드입니다. 주파수계 눈금 사양 : 75Hz, 

150Hz, 220Hz 

인버터를 시스템  

제어한다 
VS 시스템 모듈 JGSM-□ 

자동 제어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VS 시스템 

모듈을 조합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제어기입니다. 

인버터의 순간정전  

보상 시간을확보한다 
순간 정전 보상 유닛 

P00□0 

(73600-P00□0) 

제어 전원 순간 정전 책용 

(전원 유지 2초간) 

주파수계 DCF-6A 

주파수 설정기 RV30YN20S(2kΩ) 

주파수 설정기용 손잡이 CM-3S 

외부에서 주파수를 설정하거나 모니터하기 위

한 기기입니다. 
외부에서 주파수나  

전압을 설정 및  

모니터한다 
출력 전압계 SCF-12NH 

외부에서 출력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입

니다. PWM 인버터 전용 전압계입니다. 

주파수 지령용 가변 

저항 기판 

2kΩ(ETX003270) 

2OkΩ(EXTX003120) 

제어 회로 단자에 장착해 주파수 지령을 입력

합니다. 

주파수 지령  

입력이나  

주파수계, 전류계의 

눈금을 조정한다 

주파수계 눈금 조정 

저항기 
(RH000850) 주파수계, 전류계의 눈금을 조정합니다. 

*: 누전 차단기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감도 전류 200mA 이상, 동작 시간이 0.1초 이상인 것  

또는 고주파 책을 실시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 미쓰비시(주) 제품 NV시리즈(1988년 이후 제작된 제품) 

후지전기(주) 제품 EG, SG시리즈(1984년 이후 제작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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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카드 

 
종류 명 칭 코드 번호 기          능 자료 번호 

아날로그 지령 카드 

AI-14U 
73600-C001X 

고정밀도, 고분해능 아날로그 속도 지령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입력 신호 레벨 : DC0~+10V(20㏀) 1채널 

DC4~20mA(250Ω) 1채널 

∙ 입력 분해능 : 14비트(1/16384) 

TO 

C736-30▪13

아날로그 지령 카드 

AI-14B 
73600-C002X 

고정밀도, 고분해능 아날로그 속도 지령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입력 신호 레벨 : DC0~+10V(20㏀) 1채널 

DC4~20mA(500Ω) 3채널 

∙ 입력 분해능 : 13비트+부호(1/8192) 

TO 

C736-30▪14

디지털 지령 카드 

DI-08 
73600-C003X 

8비트의 디지털 속도 지령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입력 신호 : 바이너리 8비트 BCD 2자리+SIGN 신호+SET 신호 

∙ 입력 전압 : +24V(절연)   ∙ 입력 전류 : 8mA 

TO 

C736-40▪14

속
도(

주
파
수) 

지
령 

옵
션 

카
드 

디지털 지령 카드 

DI-16H2 
73600-C016X 

16비트의 디지털 속도 지령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입력 신호 : 바이너리 16비트 BCD 2자리+SIGN 신호+SET 신호 

∙ 입력 전압 : +24V(절연)   ∙ 입력 전류 : 8mA 

16비트와 12비트의 전환 기능 있음 

TO 

C736-30▪7 

DeviceNet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SI-N 
73600-C021X 

상위 컨트롤러와 DeviceNet 통신을 통해 인버터의 운전/정지나 파라미터의 설정/참조, 각종 

모니터(출력 주파수, 출력 전류 등)를 할 때에 사용합니다. 
문의해주세요

Profibus-DP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SI-P (주1) 
73600-C022X 

상위 컨트롤러와 Profibus-DP 통신을 통해 인버터의 운전/정지나 파라미터의 설정/참조, 각종 

모니터(출력 주파수, 출력 전류 등)를 할 때에 사용합니다. 
문의해주세요

InterBus-S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SI-R 
개발 중 

상위 컨트롤러와 InterBus-S 통신을 통해 인버터의 운전/정지나 파라미터의 설정/참조, 각종 

모니터(출력 주파수, 출력 전류 등)를 할 때에 사용합니다. 
- 

CANopen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SI-S 
개발 중 

상위 컨트롤러와 CANopen 통신을 통해 인버터의 운전/정지나 파라미터의 설정/참조, 각종 모

니터(출력 주파수, 출력 전류 등)를 할 때에 사용합니다. 
- 

ControlNet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SI-U 
개발 중 

상위 컨트롤러와 ControlNet 통신을 통해 인버터의 운전/정지나 파라미터의 설정/참조, 각종 

모니터(출력 주파수, 출력 전류 등)를 할 때에 사용합니다. 
- 

통
신 

옵
션 

카
드 

CC-Link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SI-C 
73600-C032X 

상위 컨트롤러와 CC-Link 통신을 통해 인버터의 운전/정지나 파라미터의 설정/참조, 각종 모

니터(출력 주파수, 출력 전류 등)를 할 때에 사용합니다. 
문의해주세요

아날로그 모니터 카

드 

AO-08 

73600-D001X 

인버터의 출력 상태(출력 주파수, 출력 전류 등)를 모니터하기 위한 아날로그 신호를 절 값으

로 변환한 다음 출력합니다. 

∙ 출력 분해능 : 8비트(1/256) 

∙ 출력 전압 : 0~+10V(비절연)   ∙ 출력 채널 : 2채널 

TO- 

C736-30▪21

아날로그 모니터 카

드 

AO-12 

73600-D002X 

인버터의 출력 상태(출력 주파수, 출력 전류 등)를 모니터하기 위한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합니다. 

∙ 출력 분해능 : 11비트(1/2048) +부호 

∙ 출력 전압 : -10~+10V(비절연)   ∙ 출력 채널 : 2채널 

TO- 

C736-30▪22

디지털 출력 카드 

DO-08 
73600-D004X 

인버터의 운전 상태(알람 신호, 영속 검출 중 등)를 모니터하기 위한 절연형 디지털 신호를 출력합니다. 

∙ 출력 형태 : 포토커플러 출력 6채널(48V, 50mA 이하) 

릴레이 접점 출력 2채널(AC 250V 1A 이하, DC 30V 1A 이하) 

TO- 

C736-30▪24

모
니
터 

옵
션 

카
드 

2C 접점 출력 카드 

DO-02C 
73600-D007X ∙ 본체와는 별도로 다기능 접점 출력(2C 접점)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TO- 

C736-40▪8 

PG-A2 73600-A012X 

PG가 있는 V/f 제어용입니다. 모터에 장착된 펄스 발생기(PG)로 속도 피드백을 실시해 슬립에 

의한 속도 변동을 보정할 수 있게 합니다. 

∙ complimentary, 오픈 컬렉터 출력 PG 지원형 

∙ A상 펄스(싱글 펄스) 입력 

∙최고 입력 주파수 : 32767Hz 

∙ 펄스 모니터 출력 : +12V, 20mA 

∙ PG용 전원 출력 +12V, 최  전류 200mA 

TO- 

C736-40▪1 

PG-B2 73600-A013X 

PG가 있는 전류 벡터 제어에서 사용합니다(PG가 있는 V/f 제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mplimentary 출력 PG 지원형 

∙ A, B상 펄스(2상 펄스) 입력 

∙ 최고 입력 주파수 : 32767Hz 

∙ 펄스 모니터 출력 : 오픈 컬렉터 출력(+24V, 30mA Max.) 

∙ PG용 전원 출력 +12V, 최  전류 200mA 

TO- 

C736-40▪2 

PG-D2 73600-A014X 

PG가 있는 V/f 제어용입니다. 

∙ RS-422 출력 PG 지원형  

∙ A상 펄스(차동 펄스) 입력 

∙ 최고 입력 주파수 : 300kHz 

∙ 펄스 모니터 출력 : RS-422 출력 

∙ PG용 전원 출력 +5V 또는 12V, 최  전류 200mA 

TO- 

C736-40▪3 

내
장
형  (

커
넥
터
에 

연
결) 

(주2) 

P 

G 

속 

도 

제 

어 

카 

드 

PG-X2 73600-A015X 

PG가 있는 전류 벡터 제어에서 사용합니다(PG가 있는 V/f 제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S-422 출력 PG 지원형 

∙ A, B, Z상 펄스(차동 펄스) 입력 

∙ 최고 입력 주파수 : 300kHz 

∙ 펄스 모니터 출력 : RS-422 출력 

∙ PG용 전원 출력 +5V 또는 12V, 최  전류 200mA 

TO- 

C736-40▪4 

 

(주) 1 SI-P 카드를 Profibus-DP 슬레이브로 작동시키려면 별도의 GSD 파일이 필요합니다. GSD 파일을 사용해 Profibus-DP 마스터에 슬레이브로 등록하면  

SI-P 카드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GSD 파일에 관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2 PG 제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PG 속도 제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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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옵션 카드의 외관과 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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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업소버 [마루컴전자㈜ 제품] 

Varispeed G7의 주변에서 사용하는 전자 접촉기 또는 제어용 릴레이,  

전자 밸브, 전자 브레이크의 코일에는 반드시 서지 업소버를 연결하십시오. 
 

 
서지 업소버 

 

주변 기기 

형식 사양 코드 번호

릴레이 이외의 용량 코일 DCR2-50A22E AC220V 0.5㎌+200Ω C002417 200V 

~ 

230V 

제어용 

릴레이 

LY-2,-3 

HH-22, -23 

MM—2,-4 

DCR2-10A25C AC220V 0.1㎌+100Ω COO2482 

380~460V 기기 RFN3AL504KD DC1000V 0.5㎌+220Ω C002630 

 

 

 

※ PG용 전원(PG-D2부터 공급) 

TA1 1-2 (0V): +12V 200mA max 

TA1 1 3-2 (0V): +5V 200mA max 

     +12V, +5V 동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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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용 차단기, 전자 접촉기 
교류 주회로 전원과 Varispeed G7 입력 단자 R, S, T 사이에는  

반드시 배선용 차단기(MCCB)를 연결하십시오.  

또 전자 접촉기도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하십시오. 

 

 

 

 

 

200V급 

 

 

 

 

 

 

 

 

 

 

 

 

 

 
 

(주) 200V급 18.5~110kW에는 표준으로 역율 개선용 직류 리액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240V 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전자 접촉기 HI-65J형 이하의 소용량 기종에 해서는 와이드 렌지 코일 타입인 HI-[]JV형을 사용하십시오. 

 

400V급 

 
(주) 400V급 18.5~300kW에는 표준으로 역율 개선용 직류 리액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480V 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전자 접촉기 HI-65J형 이하의 소용량 기종에 해서는 와이드 렌지 코일 타입인 HI-[]JV형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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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필터 

입력측 노이즈 필터 

200V급 

 

 

 

 

 

 

 

 

 

 

 

 
(주) 노이즈 필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병렬 연결이 됩니다(76쪽의 병렬 연결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400V급 

 

 

 

 

 

 

 

 

 

 

 

 

 

 

 

 
(주) 노이즈 필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병렬 연결이 됩니다(76쪽의 병렬 연결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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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크기 mm 
case없음                                                      case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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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측 노이즈 필터 [(주)토킨 제품] mm 

출력축 
외형치수 

㈜노이즈 필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병렬 연결이 됩니다. 



 77

영상 리액터 

 
200V급 

 

 

 

 

 

 

 

 

 

 

 

 

 

 

 

400V급 

 

 

 

 

 

 

 

 

 

 

 

 

 

 

 
 
㈜ 185Kw 이상은 지원 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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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유닛, 제동 저항기 

인버터를 제동하려면 제동 유닛과 제동 저항기가 필요합니다. 단 200V급 0.4~15kW, 400V급 0.4~15kW 인버터에는 제동 유닛이 내장되

어 있습니다. 인버터의 용도 및 적용 용량에 따라 각각 장착형과 별도 설치형을 구입하십시오. 

 
(주) 1 장착형 제동 저항기나 제동 저항기 유닛을 연결할 경우에는 정수 L3-04를 0(감속 중 스톨 방지 기능 무효)으로 하십시오.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면 설정된  

감속 시간으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장착형 제동 저항기를 연결할 경우에는 정수 L8-01을 1(장착형 제동 저항기 보호 유효)로 하십시오. 

3 정출력이 없는 경우의 부하 시간 비율입니다. 정출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하 시간 비율이 작아집니다. 

4 연결 가능한 저항값은 제동 유닛 1  당의 값입니다. 연결 가능한 저항값 이상이고 또한 충분한 제동 토크를 얻을 수 있는 저항값을 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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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도 

 
 

 

 

(주) 1 200V급은 제어 회로의 트랜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제동 유닛을 2  이상 병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배선을 하고 커넥터를 선택하십시오. 

제동 유닛에는 MASTER/SLAVE의 선택 커넥터가  

있습니다. 제동 유닛1만 MASTER측을 선택하고 다른

유닛은 SLAVE측을 선택하십시오. 

3 제동 저항기 유닛을 사용할 때는 감속 중 스톨 방지  

기능 선택을 “무효”(L3-04=0)로 바꾸십시오.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면 설정된 감속 시간으로 정지하지 않는 경

우가 있습니다. 

4 제동 트랜지스터가 내장된 기종(200/400V급 15kW  

이하)에 별도 설치형 제동 유닛(CDBR형)을 연결할  

경우에는 인버터의 B1 단자를 별도 설치형 제동  

유닛의 + 단자에, 인버터의 –단자를 별도설치형  

제동유닛의 –에 연결하십시오. B2 단자는 이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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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mm 

 

█ 제동유닛 

 
█ 제동 저항기 (부착형) 

 
█ 제동 저항기 유닛(별도 설치형) 

 

리드입구 

(φ28고무 부시) 

2 리드 입구 

(φ35고무 부시) 

리드입구 

(φ28고무 부시) 

2 리드 입구 

(φ35고무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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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리액터 (UZDA-B 형: 직류회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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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리액터 (UZBA-B형 : 입력용, 50/60 Hz용) 

 

 
 

 

명판 명판 

고정구멍
고정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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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설치용 

구멍 

판넬설치용 

구멍 

판넬가공도

판넬가공도

판넬 절단 외형도 
장착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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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솔레이터(절연형 직류 전송 변환기) 

 

성 능 

(1) 허용량   출력 범위의 ±0.25% 

(주위 온도 23℃) 

(2) 온도 영향 출력 범위의 ±0.25% 이내 

(주위 온도 ±10℃ 변화의 값) 

(3) 보조 전원 출력 범위의 ±0.1% 이내 

전압의 영향 (보조 전원 전압 ±10% 변화의 값) 

(4) 부하 저항의  출력 범위의 ±0.05% 이내 

영향         (부하 저항 범위 내에서) 

 

(5) 출력 리플  출력 범위의 0.5% P-P 이내 

(6) 응답 시간 0.5초 이하[최종 정상치의 ±1%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 

(7) 내전압    AC 2000V, 1분간(입력, 출력, 전원, 

외부 박스의 각 상호 간) 

(8) 절연 저항  20㏁ 이상(DC 500V 메가에서) 

(입력, 출력, 전원, 외부 박스의 각 상호 간) 

 
*: 이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순간 정전 백업 시간은 인버터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0.1~1.0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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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시스템 모듈[전원 용량 6VA 이하] 

 

이  름[형식] 외  관 기   능 적 용 예 

소프트 스타터A 

[JGSM-01] 

소프트 스타터B 

[JGSM-02] 

 

모터의 시동, 정지 시 혹은 속도 지령이 급격

하게 바뀌었을 때에 기계나 프로세스에 유해

한 쇼크를 주지 않도록 일정 시간 동안 지령 

신호를 직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감속 시간의 독립 설정 이외에 급정지, 영

지령 검출, 가감속 중 신호 출력, 극성 반전 

출력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감속 시간의 설정 범위] 

A형 : 1.5~30초 

B형 : 5~90초 

비례 설정기A 

[JGSM-03] 

 

메인 속도 설정기(JVOP-03형*3)의 전류 신

호(4~20mA)를 전압 신호로 변환하여 5개의 

독립된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더욱이 바이

어스 전압을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

다. 

비례 설정기B 

[JGSM-04] 

 

메인 속도 설정기(JVOP-04형*3)의 주파수 

신호(0~2kHz)를 절연된 전압 신호로 변환하

여 5개의 독립된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더

욱이 바이어스 전압을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

도 있습니다. 

비례 설정기C 

[JGSM-17] 

 

교류 전압 신호(AC 200V)나 교류 태코제너레

이터 신호(AC 30V), 직류 전압 신호(DC 10V)

에 의한 메인 속도 신호를 받아 이것을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5개의 독립된 비율을 설정

할 수 있고, 더욱이 바이어스 전압을 독립적

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연동 비율 설정기 

[JGSM-05] 

 

메인에 연결된 교류 태코제너레이터 신호를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5개의 독립된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더욱이 바이어스 전압을 독

립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조작반 

조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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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형식] 외   관 기    능 적   용   예 

위치 제어기 

[JGSM-06] 

 

변위 검출기(YVGC-500W형*3)에 내장

된 싱크로(셀신) 신호를 동기 정류하여 

회전각에 비례하는 직류 전압으로 바

꿉니다. 

지령 신호와의 편차 신호를 얻기 위한 

신호 믹스 기능도 있습니다. 

PID 제어기 

[JGSM-07] 

 

간단한 프로세스 제어에 적용하는 것

이 목적이며 비례 게인, 적분 시간, 미

분 시간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적분 리셋, 킥리스 동작, 안티 

세트 와인드업 기능이 있습니다. 

전치 증폭기 

[JGSM-09□□]*1 

 

직류 전압 신호의 전력을 증폭시키고 

보조 출력으로 부호 반전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스냅인 모듈(JZSP-11~16형

*3)을 삽입하면 그 스냅인 모듈의 기

능을 갖게 됩니다. 

원격 설정기 

[JGSM-10B] 

 

원격 조작 VS 오퍼레이터(JVOP-10형

*3)와 조합하여 사용하면 원격 또는 

여러 곳의 오퍼레이터에서 “UP”, 

“DOWN” 지령으로 지령 전압을 상승 

또는 하강시킬 수 있습니다. 

 

 

 

 

 댄서 롤 

조작반 

조작반 

병렬운전시 

합계 40  이하 



 88 

이름[형식] 외   관 기    능 적 용 예 

연산 증폭기 

[JGSM-12- 

□□ ]*2 

 

IC화 연산 증폭기2 회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연산 인피던스를 장착하면 각종 연

산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호 선택기A 

[JGSM-13] 

 

제어 신호의 전환 회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C 접점 릴레이2 회로 및 전원 회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호 선택기B 

[JGSM-14] 

 

제어 신호의 전환 회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C 접점 릴레이3 회로를 갖고 있습

니다. 전원은 JGSM-13형에서 공급을 받습

니다. 

 

비교기 

[JGSM-15- 

□□ ]*1 

 

장착할 스냅인 모듈에 따라 직류 전압 신

호, 전류 신호, 교류 태코제너레이터 신호, 

주파수 지령 신호 등의 신호 레벨을 검출

하여 미리 설정한 2점의 레벨과 비교해 릴

레이를 구동하고 접점 출력(1C 접점)을 하

는 것입니다. 

V/I 컨버터 

[JGSM-16- 

□□ ]*1 

 

직류 전압 신호를 계장 시스템에서 보통 

사용하는 전류 신호(4~20mA)로 바꿉니다. 

또 스냅인 모듈을 삽입하면 주파수 신호, 

교류 태코제너레이터 신호를 전류 신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작반 

조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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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형식] 외   관 기      능 적 용 예 

D/A 변환기 

[JGSM-18] 

[JGSM-19] 

 

BCD 3자리 또는 12비트 바이너리 디지

털 신호를 0~±10V 아날로그 신호로 고

정밀도로 변환합니다. 

JGSM-18형 : BCD 3자리 입력형 

JGSM-19형 : 12비트 바이너리형 

정지형  

포텐셜미터 

[JGSM-21] 

[D/A 변환부] 

[JGSM-22] 

[컨트롤부] 

 

정지형 포텐셜미터(JGSM-21, 22형)는 

원격 설정기(JGSM-10B형)에 아래 기능

을 추가한 것입니다. 

∙ 정전 시에 지령값을 유지한다. 

∙ 외부에서 가감속 시간을 설정할 수 있

다. 

∙ 아날로그 신호에 한 소프트 스타터

로 사용이 가능하다(아날로그 추종형). 

JGSM-21형과 JGSM-22형은 반드시 같

이 사용하십시오. 

*1: JGSM-09-[][], 15[][], 16[][]의 부가 기호로는 삽입할 스냅인 모듈의 형식 기호 가운데 가장 뒤에 있는 숫자를 넣습니다. 

*2: JGSM-12-[][]의 부가 기호로는 삽입할 연산 임피던스 종류 기호를 넣습니다. 

*3: 당사의 표준 제품입니다. 

(주) VS 시스템 모듈의 전원 사양은 200/220V 50Hz, 200/220V 60Hz입니다. 이것 이외의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변압기 등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용량 6VA 이하). 
 

■ VS 시스템 모듈의 외형 크기 mm ■ VS 스냅인 모듈 일람표 

 

 

용 도 이 름 형 식 

VS 스냅인 모듈의 장착용 커넥터

를 단락하고 싶다. 
단락 기판 JZSP-00형 

완충 가감속 운전을 하고 싶다. 소프트 스타터 JZSP-12형 

프로세스 조절계 및 VS 오퍼레이

터 JVOP-03형 신호로 운전을 하

고 싶다. 

I/V 컨버터 JZSP-13형 

VS 오퍼레이터 JVOP-04형 신호

로 운전을 하고 싶다. 
F/V 컨버터 JZSP-14형 

메인 기계와 연동한 운전을 하고 

싶다. 

태코제너레이터 

follow 
JZSP-15형 

JZSP-16□□형 

JZSP-16-01형 

JZSP-16-02형 
각종 신호를 가감산하고 싶다. 시그널 믹서 

JZSP-16-03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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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인버터 적용시의 주의사항 
 

선   정 
 

■ 리액터 설치 인버터를 용량 전원 트랜스(600kVA 이상)에 연결한 경우나 진상 컨덴서를 

교체하면 전원 입력 회로에 너무 많은 피크 전류가 흘러 컨버터 부분을 파손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류 리액터 또는 교류 리액터(옵션)를 

설치하십시오. 전원측 역율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200V급 18.5∼

110kW, 400V급 18.5∼300kW의 기종에는 직류 리액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 전원 계통에 직류기 드라이브 등 사이리스터 컨버터가 연결되어 있

는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의 전원 조건에 관계없이 직류 리액터 또는 교류 리

액터를 설치하십시오. 

 

 

■ 인버터 용량 특수 모터나 여러 의 모터를 1 의 인버터로 병렬 운전할 경우에는 모터 정격 전류 합계의 1.1배가 인버터의 정격 출력 전류 

이하가 되도록 인버터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 시동 토크 인버터에서 구동하는 모터의 시동 및 가속 특성은 조합한 인버터의 과부하 전류 정격에 따라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 상용 전원

으로 시동할 때와 비교해 토크 특성 값이 작습니다. 큰 시동 토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버터 용량이 1단계 높은 것을 선택하거

나 또는 모터 및 인버터 모두 용량을 늘려주십시오. 

 

■ 비상 정지 인버터는 이상이 발생하면 보호 기능이 작동하여 출력을 정지시키지만, 이때 모터를 급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 정

지가 필요한 기계 설비에는 기계식 정지 및 유지 기구를 설치하십시오. 

 

■ 전용 옵션 단자 B1, B2, -, +1, +2, +3은 전용 옵션을 연결하기 위한 단자입니다. 전용 옵션 이외의 다른 기기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설   치 

 

■ 판넬 수납 오일 분진이나 섬유 먼지, 먼지 등의 부유물이 있는 나쁜 환경을 피해 청결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또는 부유물이 침입할 수 없

는 “전폐쇄형” 판넬에 수납하여 사용하십시오. 판넬 내에 수납할 경우에는 인버터의 주위 온도가 허용 범위 내에 있도록 냉각 

방식이나 판넬 크기를 결정하십시오. 또 인버터를 목재 등 가연성 재료에 장착하지 마십시오. 

 

■ 장착 방향 세로 방향으로 벽에 장착하십시오. 

 

 
설   정 

 

■ 상한 리밋 디지털 오퍼레이터의 설정으로 최  400Hz(캐리어 주파수의 설정에 따른다)의 고속으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잘못하

면 위험합니다. 상한 주파수 설정 기능을 이용해 상한 리밋을 설정하십시오(공장 출하 시에 외부 입력 신호에 의한 운전 시의 

최  출력 주파수는 60Hz로 설정됩니다). 

 

■ 직류 제동 직류 제동 동작 전류 및 동작 시간을 큰 값으로 설정하면 모터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 가감속 시간 모터의 가감속 시간은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와 부하 토크, 부하 관성 모멘트(GD2/4)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감속 중에 스톨 방

지 기능이 작동할 경우에는 가감속 시간을 길게 다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스톨 방지가 작동하였을 때에는 작동한 시간만큼 

가감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가감속 시간을 짧게 할 경우에는 모터와 인버터의 용량을 모두 늘려주십시오. 

 

 
취   급 

 

■ 배선 체크 전원을 인버터의 출력 단자 U, V, W에 인가하면 인버터부가 파손됩니다. 전원을 넣기 전에 배선 오류가 없는지 배선과 시퀀스

를 체크하십시오. 

 

■ 전자 접촉기 설치 전원측에 전자 접촉기(MC)를 설치한 경우 이 MC로 시동 및 정지를 빈번하게 실행하지 마십시오. 인버터의 고장 원인이 됩니

다. MC로 ON/OFF를 전환할 때의 빈도는 최고 30분 당 1회로 하십시오. 

 

■ 보수 및 점검 인버터의 전원을 차단해도 내장 컨덴서의 방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검할 때에는 충전 램프가 꺼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실시하십시오. 컨덴서에 전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선 작업 UL 및 C-UL 규격 인정 인버터의 배선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환형 압착 단자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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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기기적용시의 주의사항 

 
■ 배선용 차단기의 설치와 선정 인버터의 전원측에는 배선을 보호하기 위해 배선용 차단기(MCCB)를 설치하십시오. MCCB의 선정은 

인버터의 전원측 역율(전원 전압이나 출력 주파수, 부하에 의해 변화)에 따르지만, 표준 설정은 73쪽

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완전 전자형 MCCB는 고조파 전류에 따라 동작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용량을 선정해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인버터용(고조파 책 제품)을 권장합니다. 

■ 전원측 전자 접촉기의 적용 인버터는 전원측의 전자 접촉기(MC)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운전의 경우 순간 정전 등에 

의한 정전을 복구한 뒤의 자동 재시동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전원측 MC를 설치한 경우에도 

MC로 빈번하게 시동 및 정지를 하지 마십시오(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빈도는 최고 30분 당 1회

로 하십시오). 디지털 오퍼레이터에 의한 운전인 경우에는 복구 후에 자동으로 재시동하지 않기 때문

에 MC로 시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측 MC로 정지 시킬 수는 있지만, 인버터 특유의 회생 제

동은 작동하지 않고 프리런 정지가 됩니다. 또 제동 유닛이나 제동 저항기 유닛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동 저항기 유닛의 서멀 프로텍터 접점으로 MC를 OFF로 하는 시퀀스를 구성하십시오. 

 

■ 모터측 전자 접촉기의 적용 원칙적으로 인버터와 모터 사이에 전자 접촉기를 설치해 운전 중에는 ON-OFF를 하지 마십시오. 인

버터 운전 중에 ON으로 하면 커다란 돌입 전류가 흘러 인버터의 과전류 보호가 작동합니다. 상용 전

원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 MC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버터와 모터를 정지시킨 다음에 전환하십

시오. 회전 중에 전환을 하려면 속도 검색 기능(40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순간 정전 책이 필요해 MC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연 석방형을 사용하십시오. 

 

■ 서멀 릴레이의 설치 과열로부터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인버터에는 전자 서멀에 의한 보호 기능이 있지만, 1 의 인버터로 

여러 의 모터를 운전할 경우나 다극 모터의 경우에는 인버터와 모터 사이에 열동형 서멀 릴레이

(THR) 또는 서멀 프로텍터를 설치하십시오. 이러한 경우 제어 정수 번호 L1-01(모터 보호 기능 선

택)은 0(무효)으로 설정하고, 열동형 서멀 릴레이나 서멀 프로텍터 설정은 50Hz에선 모터 명판에 있

는 값의 1.0배, 60Hz에선 1.1배로 하십시오. 

 

■ 역율 개선(진상 컨덴서의 폐지) 역율 개선을 위해서는 직류 리액터 또는 인버터의 전원측에 교류 리액터를 설치하십시오(200V급 

18.5~110kW, 400V급 18.5~300kW의 기종에는 직류 리액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출력측의 역율 개선용 컨덴서나 서지 킬러는 인버터 출력의 고조파 성분 때문에 과열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또 인버터에 과전류가 흐르면 과전류 보호가 작동하기 때문에 컨덴서나 서지 킬

러는 넣지 마십시오. 

 

■ 전파 장해에 해 인버터의 입출력(주회로)에는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버터 근처에서 사용하는 통신 기기(AM 

라디오)에 장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이즈 필터를 설치해 장해를 줄일 수 있

습니다. 또 인버터와 모터 사이나 전원측 배선을 금속관 배선으로 해 금속관을 접지하는 것도 좋습니

다. 

 

인버터와 모터 사이의 배선 거리가 긴 경우(특히 저주파수 출력 시)에는 케이블의 전압 강하로 모터

의 토크가 떨어집니다. 굵은 전선으로 배선하십시오. 

디지털 오퍼레이터를 본체에서 분리해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연결 케이블(옵션)을 사용하십시

오. 아날로그 신호에 의한 원격 조작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오퍼레이터 또는 조작 신호와 인버터 사이

의 제어 선을  

■ 전선의 굵기와 배선 거리 

50m 이하로 하고, 주변 기기의 유

도를 받지 않도록 강전 회로(주회

로 및 릴레이 시퀀스 회로)에서 멀

리 배선하십시오.그리고 주파수를 

디지털 오퍼레이터가 아닌 외부 주

파수 설정기로 설정할 경우에는 오

른쪽 그림과 같이 트위스트 페어 

실드 선을 사용하고, 실드는 지

에 접지하지 말고 단자 E로 연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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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적용시의 주의사항 
 

기존 표준 모터에 대한 적용 
 

■ 저속 영역 표준 모터를 인버터로 구동하면 상용 전원에 의한 구동보

다 손실 발생율이 약간 증가합니다. 저속 영역에서는 냉

각 효과가 떨어지므로 모터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당사의 

범용 모터 이외에서는 저속 영역에서 모터의 부하 토크를 

줄여주십시오. 오른쪽 그림은 일반 표준 모터의 허용 부

하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속 영역에서 100% 

연속 토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표준 모터 또는 인

버터 전용 모터를 검토하십시오(94~107쪽을 참조하십시

오). 

 
 

■ 절연 내압 입력 전압이 높은 경우(440V 이상)나 배선 거리가 긴 경우에는 모터의 절연 내압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한 설명은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 고속 운전 60Hz 이상의 고속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동적 균형 및 베어링의 내구성 등으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로 문

의하십시오. 

 

■ 토크 특성 인버터에 의한 구동의 경우는 상용 전원에 의한 구동 시의 토크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상  기계의 부하 토크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인버터에 의한 구동 시의 토크 특성에 해서는 94~107쪽을 참조하십시오). 

 

■ 진동 Varispeed G7 시리즈에서는 고캐리어 변조 방식 PWM 제어를 채용하였기(정수로 저캐리어 변조 방식 PWM 제어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터의 진동이 줄어 거의 상용 전원에 의한 구동과 같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커질 수 있습니다. 

(1) 기계계의 고유 진동 수와의 공진 

특히 일정 속도로 운전을 했던 기계를 가변 속도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터 베이스 아래에 

방진 고무의 설치나 주파수 점프 제어가 유효합니다. 

(2) 회전체 자신의 잔류 불균형 

60Hz 이상으로 고속화할 경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음 소음은 캐리어 주파수에 따라 바뀝니다. 고캐리어 주파수로 운전할 때는 상용 전원에 의한 구동의 경우와 거의 같습니

다. 그러나 정격 회전 속도 이상(60Hz)의 운전에서는 바람 소리가 매우 심해집니다. 

 
특수 모터에 대한 적용 

 

■ 극수 변환 모터 표준 모터와는 정격 전류가 다르기 때문에 모터의 최  전류를 확인하고 인버터를 선정하십시오. 극 수 전환은 반드시 

모터가 정지한 다음에 하십시오. 회전 중에 전환하면 회생 과전압 또는 과전류 보호 회로가 작동하여 모터가 프리런 

정지합니다. 

 

■ 수중 모터 모터의 정격 전류가 표준 모터와 비교해 크게 되어 있으므로 인버터 용량을 선정할 때 주의하십시오. 또 모터와 인버

터 사이의 배선 거리가 긴 경우에는 전압 강하로 모터의 최  토크가 떨어지므로 굵은 케이블로 배선을 하십시오. 

 

■ 방폭형 모터 내압 방폭형 모터를 구동할 경우에는 모터와 인버터를 조합한 방폭 검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방폭형 모터를 구동할 경

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본체 및 펄스 커플러(펄스 신호 중계기)는 비방폭 구조이므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십

시오. 또 PG가 있는 내압 방폭형 인버터 모터에 사용하는 PG는 원래 안전 방폭형입니다. 인버터와 PG 사이의 배선에

서는 반드시 전용 펄스 커플러를 통해 연결하십시오. 

 

■ 기어드 모터 윤활 방식이나 제조사에 따라 연속 사용 회전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오일 윤활의 경우는 저속 영역에서만 연속 운전

을 하면 눌어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60Hz를 넘는 고속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또는 15분) 

(또는 20분) 

(또는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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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모터 부하 변동이나 충격이 큰 용도에서는 동기 이탈이 발생하기 쉽고 또 저속 영역에서는 안정되게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버터에 의한 구동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기 모터는 시동 전류나 정격 전류가 표준 모터

보다 큽니다. 인버터를 선정할 때는 당사와 상담하십시오. Group 제어로 다수의 동기 모터에 해 개별적

으로 ON/OFF를 할 경우에는 동기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단상 모터 단상 모터는 인버터에 의한 가변속 운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컨덴서 시동 방식에서는 컨덴서에 고조파 

전류가 흘러 컨덴서를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분상 시동 방식이나 반발 시동 방식인 것은 내부의 원심력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시동 코일이 소손을 입을 수 있으므로 3상 모터와 교환해 사용하십시오. 

 

■ 유라스(Uras) 바이브레이터 유라스 바이브레이터는 모터의 회전자 양쪽 축 끝에 장착한 중추를 회전시켜 그 원심력을 진동력으로 얻

는 진동 모터입니다. 인버터로 구동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주의하면서 인버터 용량을 선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정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1) 유라스 바이브레이터는 정격 주파수 이하에서 사용합니다. 

(2) 인버터의 제어 모드 선택에서는 V/f 제어를 적용합니다. 

(3) 진동 모멘트(부하 이너셔)가 모터 이너셔의 10배~20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가속 시간은  

5~15sec가 되도록 합니다. 

(4) 편심 모멘트 분의 토크(정지 상태에서 회전을 시작할 때의 정지 마찰 토크)가 크기 때문에  

시동 시에 토크 부족으로 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브레이크 모터 브레이크 모터를 인버터로 구동할 경우 브레이크 회로를 그 로 인버터의 출력측에 연결하면 시동 시에 

전압이 낮아져 브레이크를 개방할 수 없게 됩니다. 브레이크용 전원의 독립된 브레이크 모터를 사용해 브

레이크 전원을 인버터의 전원측에 연결하십시오. 보통 브레이크 모터를 사용하면 저속 영역에서 소음이 커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력 전달 기구 (감속기, 벨트, 체인 등) 

 

동력 전달 계통에 오일 윤활 방식의 기어 박스나 변속기, 감속기 등을 사용하고 저속 영역에서만 연속 운전을 하면 오일 윤활 상태가 나빠지므로 

주의하십시오. 또 60Hz를 넘는 고속으로 운전을 하면 동력 전달 기구의 소음, 수명, 원심력에 의한 강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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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모터 

 

 

당사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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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표준모터시리즈 
[벡터제어용 정토크모터] 

●풋마운트형 

 
     단위 : mm 

 
(주) 1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병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2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3 프레임 번호 200LJ와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4 단자 박스의 방향은 90도 간격으로 모든 방향에 걸쳐  

바꿀 수 있습니다. 

5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6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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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지형 

 

 
(주) 1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병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2 플랜지 LB 크기 및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3 프레임 번호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4 단자 박스의 방향은 90도 간격으로 모든 방향에 걸쳐 바꿀  

수 있습니다. 

5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6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구리스 주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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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모터 1:10 시리즈 
[벡터제어용 또는 V/f 제어용 정토크 모터] 

● 풋마운트형 

 
단위:mm 

 
(주) 1 형식 FEQ-X는 1750min-1 형식입니다. 1450 및 1150min-1 형식은  

FEK-I가 됩니다. 

2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병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3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4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도 조회바랍니다. 

5 프레임 번호 200LJ와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6 냉각 팬 모터는 400V급도 지원합니다. 

7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KA-C354-1을 참조하십시오. 

8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구리스주입구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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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지형 

 

 
 

(주) 1 형식 FELQ-5X는 1750min-1 형식입니다.  

1450 및 1150min-1 형식은 FELK-5I가 됩니다. 

2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보통 등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3 플랜지 LB 크기 및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4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5 프레임 번호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6 냉각 팬 모터는 400V급도 지원합니다. 

7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KA-354-1을 참조하십시오. 

8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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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모터 1:20 시리즈 
[벡터제어용 정토크 모터] 

● 풋마운트형 

 

 
(주) 1 프레임 번호 71 MHJTF와 80 MHJTF는 강판 모터이지만 그밖에는  

주물형 모터입니다. 

2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병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3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4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5 프레임 번호 200LJ와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6 냉각 팬 모터는 400V급도 지원합니다. 

7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KA-C354-1을 참조하십시오. 

8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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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지형 

 
단위:mm 

 
 

(주) 1 프레임 번호 71 MHJTF와 80 MHJTF는 강판 모터이지만 그밖에는  

주물형 모터입니다. 

2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보통 등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3 플랜지 LB 크기 및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 

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4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5 프레임 번호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6 냉각 팬 모터는 400V급도 지원합니다. 

7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KA-C354-1을 참조하십시오. 

8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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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모터 1:100 시리즈 
[벡터제어용 정토크모터] 

● 풋마운트형 

 
단위:mm 

 
(주) 1 프레임 번호 71 MHJTF와 80 MHJTF는 강판 모터이지만 그밖에는  

주물형 모터입니다. 

2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병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3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4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5 프레임 번호 200LJ와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6 냉각 팬 모터는 400V급도 지원합니다. 

7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KA-C354-1을 참조하십시오. 

8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삼상4극0.4kW

200/200/200V 

50/60/60Hz 

 

 

 

 

삼상4극0.4kW 

200/200/200V 

50/60/60Hz 

삼상4극 

0.75kW 

200/200/200V 

50/60/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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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지형 

 
단위:mm 

 
(주) 1 프레임 번호 71 MHJTF와 80 MHJTF는 강판 모터이지만 그밖에는  

주물형 모터입니다. 

2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병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3 플랜지 LB 크기 및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4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5 프레임 번호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6 냉각 팬 모터는 400V급도 지원합니다. 

7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KA-C354-1을 참조하십시오. 

8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삼상4극0.4kW

200/200/200V 

50/60/60Hz 

 

 

 

 

삼상4극0.4kW 

200/200/200V 

50/60/60Hz 

 

삼상4극 

0.75kW 

200/200/200V 

50/60/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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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모터 1:1000 시리즈 
[벡터제어용 PG가 있는 정토크모터] 

● 풋마운트형 

 

 
(주) 1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병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2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3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4 프레임 번호 200LJ와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5 프레임 번호 180MJ 이상의 냉각 팬 모터는 400V급도 지원합니다 

(프레임 번호160LJ 이하는 200V급만 지원합니다). 

6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KA-C354-1을 참조하십시오. 

7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상 2극 

86/86W 

200/200V 

50/60Hz 

 

삼상 2극 

85/120/130W 

200/200/220V 

50/60/60Hz 

 

삼상 4극 

60/70/70W 

200/200/220V 

50/60/60Hz 

 

 

삼상 4극 

0.4KW 

200/200/220V 

50/60/60Hz 

 

삼상 4극 

0.75KW 

200/200/220V 

50/60/60Hz 



 105

● 플랜지형 

 
단위:mm 

 
(주)  1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보통 등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2 플랜지 LB 크기 및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

춤 방식”에 따릅니다. 

3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4 프레임 번호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5 프레임 번호 180MJ 이상의 냉각 팬 모터는 400V급도 지원합니다       

(프레임 번호 160LJ 이하는 200V급만 지원합니다). 

6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KA-C354-1을 참조하십시오. 

7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상 2극 

86/86W 

200/200V 

50/60Hz 

 

삼상 2극 

85/120/130W 

200/200/220V 

50/60/60Hz 

 

삼상 4극 

60/70/70W 

200/200/220V 

50/60/60Hz 

 

 

삼상 4극 

0.4KW 

200/200/220V 

50/60/60Hz 

 

삼상 4극 

0.75KW 

200/200/220V 

50/60/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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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모터 1:20 시리즈 
[벡터제어용 또는 V/f 제어용 저감모터토크] 

● 전폐 바깥 날개 및 다리장착형 

 
(주) 1 프레임 번호 132MHJ 이하는 강판 모터이지만 160MJ 이상은 주물형 

모터입니다. 

2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보통 등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3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4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5 프레임 번호 200LJ와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6 단자 박스의 방향은 90도 간격으로 모든 방향에 걸쳐 바꿀 수 있습니다.

7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8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107

● 플랜지형 

 

 
 

(주) 1 프레임 번호 132MHJ 이하는 강판 모터이지만 160MJ 이상은 주물형 

모터입니다. 

2 축단 키 및 키 홈의 크기는 JIS B 1301-1976(묻힘 키 및 키 홈)의 

보통 등급에 따릅니다. 키는 부속되어 있습니다. 

3 축단 직경 S 크기의 공차는 JIS B 0401 “끼워맞춤 방식”에 따릅니다.

4 관성 모멘트 J와 모터 개략 질량은 1750 및 1450min-1의 값입니다. 

1150min-1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5 프레임 번호 225SJ의 연결측 베어링은 구리스 교환형입니다. 

6 단자 박스의 방향은 90도 간격으로 모든 방향에 걸쳐 바꿀 수 있습니다.

7 외형도는 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8 위 이외의 기종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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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109

용어설명 

(1) 벡터 제어 

전류 벡터 : 모터의 자속이나 토크가 발생하는 자속 전류, 토크 전

류를 직접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전류의 크기 I1과 

위상 φ을 동시에 제어합니다. 

자속 전류 Im=I1cosφ 

토크 전류 I2=I1sinφ 

(모터 토크=kIm∙I2) 

최종 목표의 토크에 직접 작용하므로  

응답도 빠르고 정밀도도 높습니다. 

전압 벡터 : 모터의 자속이나 토크를 전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어

하는 방법입니다. 

 

모터의 1차측 회로를 100% 알고 있으면 전류 벡터와 

같아지지만, 저항 등의 온도 변동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2) 오토 튜닝(AutoTuning) 

Varispeed G7에서의 오토 튜닝은 모터의 1차 저항이나 슬립 주파

수 등 벡터 제어에 필요한 모터 정수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

다. 그 결과 야스카와의 모터만이 아니라 기존 타사의 모터도 발군

의 성능을 발휘하는 벡터 제어 드라이브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전자동 토크 부스트 

모터의 V/f 일정 제어에서 모터 내부의 전압 강하에 의해 자속이 

떨어지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V/f 일정 전압값에 1차 저항에 의한 

강하 분을 보상하는 것을 토크 부스트라고 합니다. 

Varispeed G7의 V/f 모드에는 벡터 제어의 원리에 따라 부하에 맞

추어 자동으로 보상하는 자동 토크 부스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4) 회생 제동 

모터를 발전기로서 동작시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

꾸고, 인버터 또는 전원에 에너지를 귀환시키면서 제동력을 발생시

키는 것입니다. 

회생 상태(모터가 회생 제동 상태)에서 에너지를 인버터 내의 평활 

컨덴서까지 귀환시켜 거기에서 흡수하는 것과 모터의 손실로 소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5) 12상 정류 

2개의 컨버터부에 트랜스의 스타 델타 결선 등으로 30° 위상이 어

긋난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 방식으로 전원측 전류의 고조파 성분 

가운데 5차, 7차 성분을 폭 줄일 수 있습니다. 3권선 트랜스를 이

용한 12상 정류로 전원 고조파 억제 책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6) 고조파 

인버터의 입력 전류 파형에서는 인버터의 정류나 평활 회로에 의해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왜곡을 고조파라고 합니다. 인버터 입력에 

교류 리액터 또는 인버터 주회로에 직류 리액터를 추가하면 왜곡율

을 줄일 수 있습니다. 

Varispeed G7에서는 18.5kW 이상의 용량에 직류 리액터가 내장되

어 있습니다. 또 12상 정류를 실행하면 리액터 이상으로 많이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 

 

(7) 누전 

임의의 부분에 전압이 걸리면 절연이 되어 있어도 미소량이지만 반

드시 누전이 발생합니다. 특히 PWM 인버터에서는 출력 전압에 고

조파 성분을 포함해 회로의 부유 용량을 통해 흐르는 누전이 증가

합니다. 단 고조파(수 kHz 이상)의 누전은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습

니다. 

 

(8) 노이즈 

인버터가 작동하면 노이즈가 발생해 주변의 전자 기기에 영향을 주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 전파로는 공중을 전파로서 전

해지는 것, 주회로 배선의 유도, 전원 라인을 통해 전해지는 것 등

이 있습니다. 공중을 통해 주변 전자 기기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를 

라디오 노이즈라고 합니다. 

각 인버터를 금속 상자에 수납해 접지를 확실하게 하거나 강전과 

약전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등의 책으로 거의 문제는 없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노이즈 필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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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speed G7 
 

안전상의 
주의 ! 

 

 
이 인버터는 일반 산업용 삼상교류 모터의 가변속 용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인버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직접 인명을 위협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장치 (원자력 
제어, 항공우주기기, 교통기기, 의료기기, 각종 안전장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 관할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당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인버터는 엄중한 품질 관리 하에 제조하고 있지만 인버터가 고장 나는 경우에 의해 인명에 관계되는 
위험한 상황 및 중요한 설비등에서 중 한 손실발생이 예측되는 설비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중 한 사
고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 배선작업은 전기공사 전문가가 수행해 주십시오. 
• 삼상교류모터이외의 부하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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