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서를 읽은 후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주식회사 닛세이

배터리 전원 드라이버 SD타입

상세취급설명서



・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잘 읽고 이해한 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위험 잘못 취급한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

고 그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분해해서는 안됨을 나타냅니다

서론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안전상의 주의사항

・ 본 사용설명서에서는 잘못 취급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해의 정도를 기본적으로 「위험」ㆍ

「경고」ㆍ「주의」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각 등급의 정의와 표시에 해 설명합니다.

■표시의 설명

「주의」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 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켜야 할 내용의 종류를 다음의 그림 기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않으면 안됨을 나타냅니다

    경고 잘못 취급한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

상되는 경우

    주의 잘못 취급한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간 정도의 상해나 경상을 입을 가

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주의해야함을 나타냅니다 해서는 안됨을 나타냅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접지선을 연결해야함을 나타냅니다

위험
■전반

인원수송장치 등 인체의 위험에 직접 관계있는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장치측에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인신사고나 장치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승강장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장치측에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십시오. 승강체 낙

하에 의한 인신사고나 장치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폭발성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 인화, 화재, 감전, 부상, 장치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배선

통전 중에 배선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기기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드라이버가 과전류 등의 이상 시 즉석에서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원 측에

퓨즈, 브레이커 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화재, 감전, 기기 파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드라이버에 한 입력 전압의 플러스ㆍ마이너스는 바르게 접속하십시오. 드라이버의 고장, 파

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드라이버에 대한 입력 전압의 플러스ㆍ마이너스는 바르게 접속하십시오. 드라이버의 고장, 파
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기기 파손,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제품이 고장나서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표면 온도는 80℃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기 파손,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명판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주의
■전반

젖은 손으로 작업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모터와 드라이버는 지정된 조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기 파손,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운전

본 드라이버는 전원 투입 시의 돌입 전류를 억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1회/시간 정도 이상의 빈도

로 전원 투입이 반복되는 경우나 장치 설비에 있어서 돌입 전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고객님께

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드라이버의 고장, 장치 파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배선

경고
■전반

설치, 배관ㆍ배선, 운전ㆍ조작, 보수ㆍ점검 작업은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작업자가 실시해 주십

시오. 화재, 감전, 부상, 장치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드라이버에 한 입력 전압은 허용 범위 내로 하십시오.

허용 범위 밖에서 사용하면 드라이버의 고장, 파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회생 에너지는 본 드라이버를 통해 전원 장치에 공급됩니다.

회생 에너지를 발생하는 부하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전원 장치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드라이버의 고장, 파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의 수리ㆍ분해ㆍ개조는 하지 마십시오. 부상, 화재, 감전,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설치

물이 튀는 장소나 부식성 기체, 인화성 가스,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는 절 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순간 정전 복귀 후 갑자기 다시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기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부상의 우려

가 있습니다.

이상 발생시 보호 기능에 의해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책 조치를 실시

할 때까지는 절 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기기 파손, 부상, 화재, 감전,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승강 운전이나 감속 등의 회전 운전 시에 주전원(+)와 제어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배터리로부터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드라이버의 고장, 파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입력 전원 및 모터, 드라이버에 한 배선은 올바르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기기 파손에 의한 부

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통전 중이나 전원 차단 후 잠시 동안은 기어 모터가 고열인 경우가 있으므로 만지지 마십시오. 화

상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을 폐기할 경우는 일반산업폐기물로서 처리해 주십시오.

단, 각 지역에 있어서 법률과 조례를 우선하여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본서의 내용은 만전을 기하였으나 만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오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버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재, 감전, 드라이버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설치

주위에는 통풍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두지 마십시오. 냉각이 되지 않아 이상 과열로 인한 화상, 화재

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어 모터의 회전 부분에는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탁 말씀

공지 사항
본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장해에 해서는 당사는 책임 및 보증을 지지 않습니다.

■운전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십시오. 부상,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배선

케이블에 상처를 입히거나 강하게 당기지 마십시오. 부상, 화재,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주위에는 가연물을 절 로 두지 마십시오.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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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형식

드라이버 형식 기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문 시 형식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종 구성

 

[1]
[2]

[4]

용량

080

[2]

모터 Ver

SD

[3]

모터 구분

NB

A
SD

[1]

시리즈

A

[6]

보조 기호

X

[5]

전원 전압

L4

ー

ー

　모터 구분
　용량
　전원 전압

　시리즈
　모터 Ver

공란

080
L4

용량 전원 전압

0.75kW
DC48V

드라이버 형식
0.75kW DC48V A-SDNB080L4

1. 형식과 기종 구성

X
[6] 　보조 기호

표준 사양
특수 사양 추가 인식 기호

[3]
[4]
[5]

GTR-AR
브러시리스 모터 SD 타입
브레이크 장착/미장착 공용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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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의 내용

명칭 번호 명칭번호

2. 각부의 명칭

1 주회로 단자  (M5) 8 명판 (측면 부착)
2 설치 구멍 9 방열판
3 제어 신호용 커넥터 (CN1) 10 내장 트리머3 (VR3)
4 상태 표시LED1~3(빨강/노랑/녹색) 11 내장 트리머4 (VR4)
5 통신용 커넥터 (CN8) 12 내장 트리머2 (VR2)
6 모터 신호용 커넥터 (CN6) 13 내장 트리머1 (VR1)
7 내장 스위치 (SW1) 14 냉각 팬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 형식 5 해외 규격
2 입력 사양 6 소프트웨어 Ver
3 출력 사양 7 하드웨어 Ver
4 시리얼

7



■내장 스위치

제어신호를 입력할 때 드라이버 내장 전원(+15V)을 사용할지
외부 전원을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내장 스위치(SW1) 설정】

■상태 표시 LED

드라이버의 상태를 LED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LED의 점등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LED의 배치】

기호 설정 내용

외부 전원 사용

(초기 설정)
드라이버 내장 전원과 분리됩니다.

각 입력단자 I1~I8에 +15V가 가해집니다.

SW1

내장 전원 사용

과부하 운전 시(모터 정격 전류값을 초과한 운전 시)에 점등되고 과부하 상태가 해제되면

소등됩니다.

또한, 과부하 알람을 포함한 알람 발생 시에는 소등됩니다.

노랑LED2

LED3 녹색
제어 전원이 투입되어 있는 경우에 점등됩니다.

또한, 알람 발생 시에는 점등 또는 점멸 상태가 되며 점멸 횟수에 따라 알람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기호 색 사양

LED1 빨강 알람 발생 시 점등됩니다.

CN1

CN8

LED1 (빨강) 알람

LED2 (노랑) 과부하 경고

LED3 (녹색) 제어 전원

내장 전원 사용

외부 전원 사용
(초기 위치)

스위치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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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트리머

드라이버에는 4개의 트리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트리머를 돌리면 아래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출하 시는 내장 트리머1의 기능은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내장 트리머1을 유효로 하는 경우는 사용자 파라미터(Pn000)를 「4」로 변경해 주십시오.
초기 설정은 외부 아날로그 지령입니다.

※2 트리머에 의한 속도 설정의 최 값은 5000[r/min]까지 설정 가능하지만, 
모터가 회전 가능한 속도는 4000[r/min]까지입니다.

【트리머의 회전 방향】

VR4 내장 트리머4 미사용 -

오른쪽 MAX

트리머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지령 속도가 빨라집니다. ※1

설정 범위: 0~4000 [r/min]

트리머에 의한 속도 설정의 최 값은 Pn040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내장 트리머1

(속도 설정기)
VR1

왼쪽 MAX

트리머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가감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설정 범위: 0.00~5.00[s]

트리머에 의한 가감속 시간 설정의 기준 속도는 Pn025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속도의 초기값은 3000[r/min]입니다.

초기 설정내용기능명기호

VR3
내장 트리머3

(토크 제한 설정기)

트리머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토크 제한값이 커집니다.

설정 범위: 0~200%
오른쪽 MAX

내장 트리머2

(가감속 시간 설정기)
VR2

오른쪽왼쪽

9



■A-SDNB080L4

략적인 중량＝0.73kg

3. 외형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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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환경

※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는 이물질 혼입이 없도록 배전반에 넣는 등 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설치 자세

드라이버 설치 자세에는 제한이 없지만, 상하로 30mm 이상의 간격을 띄워 주십시오.

진동
설치 장소

2.0G 이하
실내

4. 설치

주위 온도
주위 습도

고도

환경

-10~50℃
95％RH 이하 (결로되지 않을 것)

1000m 이하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 증기 등이 없을 것,

먼지를 포함하지 않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일 것.

30mm 이상

3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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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 접속 예(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라이버의 내장 스위치(SW1)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5. 상호 배선도

내장 스위치(SW1)

내장 전원 사용(I)

외부 전원 사용(O)

흑색BK(W)12V〜24V

2

3

4

5

6

7

8

9

1

주전원(+)

주전원(-)

제어 전원（⊕）

I1

I2

I3

I4

멀티 펑션 입력 1

멀티 펑션 입력 2

멀티 펑션 입력 3

멀티 펑션 입력 4

I5

I6

I7

I8

멀티 펑션 입력 5

멀티 펑션 입력 6

멀티 펑션 입력 7 ※2

멀티 펑션 입력 8

IN-COM 입력 커먼

백색

적색RD(U)

WT(V)

모터 구동 출력 W상

모터 구동 출력 V상

모터 구동 출력 U상

모터 신호선
CN6

Ｂ

Ry

CN1

CN8
PC

(RS-232C)

(정회전 구동 지령)

(역회전 구동 지령)

(속도 지령 선택 1)

(속도 지령 선택 2)

(가감속 시간 선택)

(토크 제한치 선택)

(알람 리셋/비상 정지)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

M

바리스터

19
20
21

22

10
11
12
13
14
15
16
17

30V 이하

C1
E1

멀티 펑션 출력 1 ※2

C2
E2

멀티 펑션 출력 2

C3
E3

멀티 펑션 출력 3

C4
E4

멀티 펑션 출력 4

＋5V 외부 아날로그 5V 전원

AIN 외부 아날로그 입력

AOUT 아날로그 출력

TGND 제어용 그라운드 ※3

(이상 검출)

(운전 중)

(회전 펄스)

(정격 토크 오버)

Ry

※4

＋

－

⊕

※1

※1 승강 운전이나 감속 등의 회전 운전 시에 주전원(+)와 제어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배터리로부터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전원을 꺼야할 때에는 주전원(+)만 절단해 주십시오.

※2 안전을 위해 초기 상태는 극성이 반전되어 있습니다.
※3 P15의 ■배선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배선해 주십시오.
※4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의 배선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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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접속 예(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라이버의 내장 스위치(SW1)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10
11
12
13
14
15
16
17

30V 이하

Ry

BK(W)

2

3

4

5

6

7

8

9

1

I1

I2

I3

I4

I5

I6

I7

I8

IN-COM

RD(U)

WT(V)

CN6

Ｂ

Ry

CN1

CN8

M
12V〜24V

19
20
21

22

C1
E1
C2
E2
C3
E3
C4
E4

＋5V
AIN
AOUT

TGND
※4

내장 스위치(SW1)

내장 전원 사용(I)

외부 전원 사용(O)

흑색

주전원(+)

주전원(-)

제어 전원（⊕）
백색

적색

모터 구동 출력 W상

모터 구동 출력 V상

모터 구동 출력 U상

모터 신호선

멀티 펑션 입력 1

멀티 펑션 입력 2

멀티 펑션 입력 3

멀티 펑션 입력 4

멀티 펑션 입력 5

멀티 펑션 입력 6

멀티 펑션 입력 7 ※2

멀티 펑션 입력 8

입력 커먼

(정회전 구동 지령)

(역회전 구동 지령)

(속도 지령 선택 1)

(속도 지령 선택 2)

(가감속 시간 선택)

(토크 제한치 선택)

(알람 리셋/비상 정지)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

멀티 펑션 출력 1 ※2

멀티 펑션 출력 2

멀티 펑션 출력 3

멀티 펑션 출력 4

외부 아날로그 5V 전원

외부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제어용 그라운드 ※3

(이상 검출)

(운전 중)

(회전 펄스)

(정격 토크 오버)

PC
(RS-232C)

바리스터

＋

－

⊕

※1

※1 승강 운전이나 감속 등의 회전 운전 시에 주전원(+)와 제어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배터리로부터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전원을 꺼야할 때에는 주전원(+)만 절단해 주십시오.

※2 안전을 위해 초기 상태는 극성이 반전되어 있습니다.
※3 P15의 ■배선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배선해 주십시오.
※4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의 배선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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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 접속 예(내장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내장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라이버의 내장 스위치(SW1)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

BK(W)

19
20
21

22

10
11
12
13
14
15
16
17

2

3

4

5

6

7

8

9

1

I1

I2

I3

I4

I5

I6

I7

I8

C1
E1

IN-COM

C2
E2
C3
E3
C4
E4

＋5V
AIN
AOUT

TGND

RD(U)

WT(V)

CN6

Ｂ

Ry

CN1

CN8

M

30V 이하

Ry

※4

내장 스위치(SW1)

내장 전원 사용(I)

외부 전원 사용(O)

흑색

주전원(+)

주전원(-)

제어 전원（⊕）

백색

적색

모터 구동 출력 W상

모터 구동 출력 V상

모터 구동 출력 U상

모터 신호선입력 커먼

PC
(RS-232C)

바리스터

멀티 펑션 입력 1

멀티 펑션 입력 2

멀티 펑션 입력 3

멀티 펑션 입력 4

멀티 펑션 입력 5

멀티 펑션 입력 6

멀티 펑션 입력 7 ※2

멀티 펑션 입력 8

(정회전 구동 지령)

(역회전 구동 지령)

(속도 지령 선택 1)

(속도 지령 선택 2)

(가감속 시간 선택)

(토크 제한치 선택)

(알람 리셋/비상 정지)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

멀티 펑션 출력 1 ※2

멀티 펑션 출력 2

멀티 펑션 출력 3

멀티 펑션 출력 4

외부 아날로그 5V 전원

외부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제어용 그라운드 ※3

(이상 검출)

(운전 중)

(회전 펄스)

(정격 토크 오버)

＋

－

⊕

※1

※1 승강 운전이나 감속 등의 회전 운전 시에 주전원(+)와 제어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배터리로부터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전원을 꺼야할 때에는 주전원(+)만 절단해 주십시오.

※2 안전을 위해 초기 상태는 극성이 반전되어 있습니다.
※3 P15의 ■배선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배선해 주십시오.
※4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의 배선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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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시 주의사항

TGND와 주전원(-)이 드라이버의 외부에서 접속될 경우, 배선의 저항에 따라 주전원에 흐르는 전류가 
TGND측에 분류되고,TGND측에 2A이상 전류가 흐른 경우, 드라이버, 제어기기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하의 조건에서 배선하십시오.

TGND에 접속하는 전선：직경 0.4mm(AWG26) 이하
주전원 (-)에 접속하는 배선：직경 1.6mm(AWG14) 이상

제어기기
22

TGND

CN1

주전원(-)
TGND배선 길이

주전원(-)배선 길이

TGND배선 길이 ≧ 주전원(－)배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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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는 주전원과 절연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선 시에는 주의하십시오.

■각종 커넥터 사양

■단자  배열

※ 모터 구동 출력은 결선 장소에 주의하십시오. 결선을 잘못하면 모터는 구동하지 않습니다.

■入입출력 커넥터 배열(CN1)

※1 초기 설정에서는 입출력 극성이 반전됩니다.
※2 멀티 펑션 출력 3, 4는 고속 펄스 출력을 지원합니다. 출력 기능의 회전 펄스, 정회전 펄스, 

 역회전 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멀티 펑션 출력 3, 4에 기능을 할당해 주십시오.
※3 전원 출력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원을 접속하지 마십시오.。
※4 P15의 ■배선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배선해 주십시오.

6. 외부 I/F 사양

단자 기호
⊕

－

＋
RD（U）
WT（V）
BK（W）

기능명
제어 전원(+)

주전원(-)

주전원(+)
모터 구동 출력　U상
모터 구동 출력　V상
모터 구동 출력　W상

내용
제어 전원의 플러스 측입니다.

제어전원/주전원의 마의너스 측입니다.

주전원의 플러스 측입니다.

모터와 접속합니다. ※

CN6 J.S.T.MFG.CO.,LTD. S05B-XASK-1
적합 하우징：XAP-05V-1

22 TGND 제어용 그라운드  ※4 ―

20 AIN 외부 아날로그 입력 속도 지령
21 AOUT 아날로그 출력 속도(모터 실속도를 출력)

회전 펄스

18 ― 미사용
19 +5V 외부 아날로그 5V 전원 ※3 ―

16 C4 멀티 펑션 출력 4

(고속 펄스 출력 지원) ※217 E4
정격 토크 오버

멀티 펑션 출력 3

(고속 펄스 출력 지원) ※215 E3

8 I7 멀티 펑션 입력 7
토크 제한값 선택 1

9 I8 멀티 펑션 입력 8
알람 리셋/비상정지 ※1

이상 검출 ※1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

C2
멀티 펑션 출력 2

13 E2

10 C1
멀티 펑션 출력 1

11 E1

4 I3 멀티 펑션 입력 3
역회전 구동 지령

5 I4 멀티 펑션 입력 4
속도 지령 선택 1

―

3 I2 멀티 펑션 입력 2

운전 중

14 C3

6 I5 멀티 펑션 입력 5
속도 지령 선택 2

7 I6 멀티 펑션 입력 6
가감속 시간 선택

12

정회전 구동 지령

단자 번호 단자명 기능명 초기 설정
1 IN_COM 입력 커먼 ―

2 I1 멀티 펑션 입력 1

기호 제조사 형식 비고

단자  (TM1~6) ― ― 조임 토크：1.6~2.0　N・m (M5)

적합 압착 단자：SXA-001T-P0.6

CN8 J.S.T.MFG.CO.,LTD. S4B-XH-A
적합 하우징：XHP-4
적합 압착 단자：SXH-001T-P0.6N

CN1 J.S.T.MFG.CO.,LTD. S22B-PUDSS-1
적합 하우징：PUDP-22V-S
적합 압착 단자：SPUD-001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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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커넥터 핀 배치（CN1）

■모터 신호 커넥터 배열(CN6) ※1

※1 최  연장은 5m입니다.
※2 주전원(-)과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신 커넥터 배열(CN8)

※ 주전원(-)과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RxD 데이터 수신
4 GND 그라운드 ※

단자 번호 단자명 기능명
1 +5V 전원 5V
2 TxD 데이터 송신

3 HALL_V 홀 센서 입력 V상
4 HALL_W 홀 센서 입력 W상
5 GND 그라운드 ※2

단자 번호 단자명 기능명
1 +15V 전원 15V
2 HALL_U 홀 센서 입력 U상

1번 단자 노치

인쇄 회로 기판

CN1

22
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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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원 사용 시（SW1을 O측에 설정・초기위치 ※1）

【싱크 접속】 【소스 접속】

■ 내장 전원 사용 시（SW1을 I側에 설정 ※1）

【싱크 접속】 ※1 내장 스위치 설정

※2 위와 같이 CN1-1(IN-COM)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P15의 ■배선 시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배선해 주십시오.

7. 입출력 단자 배선

 7-1  제어 입력

１

２〜９ 5.1kΩ

2kΩ

+15V
SW1

IN-COM

I1〜I8

１

２〜９ 5.1kΩ

2kΩ

+15V
SW1

IN-COM

I1〜I8

드라이버

１

２〜９ 5.1kΩ

2kΩ

+15V

SW1

IN-COM

I1〜I8

TGND22

※2

※3

외부 전원
+12~24V

외부 전원
+12~24V

드라이버

내장 전원 사용

외부 전원 사용
（초기위치）

스위치 레버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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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출력 최  정격

【싱크 접속】 【소스 접속】

AIN 단자(외부 아날로그 입력 단자)에 직류 전압을 입력하면 속도 지령값 또는 토크 제한값을 지령할 수 있습니다.
※직류 전압의 기준은 외부 속도 설정기와 직류 전압 제어에서 다릅니다. 아래의 배선 예를 참고로 연결하십시오.

■ 외부 속도 설정기 배선 예
외부 속도 설정기는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준비하실 경우는 1k~20kΩ 범위 내의 제품을 선정하십시오.

■ 직류 전압 제어 배선 예
아날로그 출력 유닛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출력이 절연되어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7-2  제어 출력

 7-3  외부 아날로그 입력

C-E간 최  전압 30V

최  전류
C1/E1, C2/E2 100mA
C3/E3, C4/E4 50mA

E1〜E4

10,12,14,16

11,13,15,17

０Ｖ

C1〜C4

E1〜E4

10,12,14,16

11,13,15,17

０Ｖ

C1〜C4

19

20
21

22

＋5V
AIN
AOUT
TGND

3
2

1
1k~20kΩ

CN1

19
20
21
22

＋5V
AIN
AOUT
TGND

DC0~+5V
또는

DC0~+10V

⊕

⊖

CN1

부하

부하

외부 전원

드라이버

외부 전원

드라이버

외부 속도 설정기

절연형 아날로그 출력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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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파라미터는 PC용 소프트웨어 「ACD-PSTool」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D-PSTool」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C(RS-232C)와 드라이버의 통신 케이블은 옵션품(별매)입니다.

■ 「ACD-PSTool」은 아래 OS에서 동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Windows7®, Windows8®, Windows8.1® 및 Windows10®

■ 속성에 관하여

각 파라미터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지령정수: 지령 설정에 관한 정수

속성　S: 모터 정지 시 or 전원 재투입 시에 변경 적용  D: 상시 변경 적용

파라미터를 변경했을 때 전원 재투입 후에 설정이 유효가 됩니다.
전원을 재투입할 때까지는 변경 전의 설정이 유효가 됩니다.

P

파라미터를 변경했을 때 모터 정지 또는 전원 재투입 후에 설정이 유효가 됩니다.
모터 운전 중에는 변경 전의 설정이 유효가 됩니다.

S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바로 설정이 유효가 됩니다.D

속도 지령2를 설정합니다. r/min 80~4000

Pn004 속도 지령4 속도 지령4를 설정합니다. r/min 80~4000

단위

속도 지령8

s

속성

1~5

Pn002 속도 지령2

―

Pn006 속도 지령6

r/min

Pn008

D

r/min

번호 명칭 내용

Pn007 속도 지령7 속도 지령7을 설정합니다.

Pn020
가감속 시간 지령원

선택

가감속 시간의 지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1 : 내장 트리머2
2 : 가속 시간1, 감속 시간1

Pn000 속도 지령원 선택

속도 지령의 지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1 : 외부 아날로그 지령
2 : PWM 속도 지령
3 :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
4 : 내장 트리머1
5 : 속도 지령1(Pn001)

Pn005 속도 지령5 속도 지령5를 설정합니다.

설정 범위 초기값 속성

Pn001 속도 지령1 속도 지령1을 설정합니다. r/min 80~4000 3000 D

1 S

Pn003 속도 지령3 속도 지령3을 설정합니다. r/min 80~4000 3000 D

3000

80~4000 3000 D

3000 D

3000 D

속도 지령6을 설정합니다. r/min 80~4000 3000 D

80~4000

― 1~2 1 S

속도 지령8을 설정합니다. r/min 80~4000 3000 D

0.1 D

Pn021 가속 시간 1
0[r/min]에서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
(Pn025)까지의 가속 시간1을 설정합니다.

s 0.00~5.00 0.1 D

Pn022 감속 시간 1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Pn025)에서
0[r/min]까지의 감속 시간1을 설정합니다.

0.00~5.00

8. 사용자 파라미터

 8-1  파라미터 설정 방법

 8-2  파라미터 일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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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S: 모터 정지 시 or 전원 재투입 시에 변경 적용  D: 상시 변경 적용

※ 10~1000Hz의 경우에는 1Hz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1000 ~100000Hz의 경우에는 10Hz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가감속 시간의 기준 속도를 설정합니다.
가속 시간: 0[r/min]에서 본 파라미터까지
의 시간
감속 시간: 본 파라미터에서 0[r/min]까지
의 시간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

Pn025 r/min
1000
~5000

3000 S

초기값 속성

s 0.00~5.00 0.1 D

Pn023 가속 시간 2
0[r/min]에서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
(Pn025)까지의 가속 시간2를 설정합니다.

s 0.00~5.00 0.1 D

Pn024 감속 시간 2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Pn025)에서
0[r/min]까지의 감속 시간2를 설정합니다.

설정 범위번호 명칭 내용 단위

2 SPn030
토크 제한값 지령원

선택

토크 제한값의 지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1 : 외부 아날로그 지령
2 : 내장 트리머3
3 : 토크 제한값1

― 1~3

150 D

Pn031 토크 제한값 1 토크 제한값 1을 설정합니다. % 0~200 150 D

Pn032 토크 제한값 2 토크 제한값 2를 설정합니다. % 0~200

150 D

Pn033 토크 제한값 3 토크 제한값 3을 설정합니다. % 0~200 150 D

Pn034 토크 제한값 4 토크 제한값 4를 설정합니다. % 0~200

Pn041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주파수 설정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의 기준 속도
(Pn042) 시의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10Hz 1~9999 3000 S

내장 트리머 1/PWM
속도 지령의 기준 속

도

내장 트리머 및 PWM 속도 지령(Duty100%)
의 기준 속도를 설정합니다.

r/min 100~5000 4000 SPn040

Pn042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기준 속도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의 기준 속도를
설정합니다.

r/min 1~5000 3000 S

Pn043 PWM 속도 지령 주파수 입력하는 PWM 신호의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Hz
10～

100000※
1000 S

S

r/min
or
%

외부 아날로그 지령의 오프셋을 설정합니다.아날로그 입력 오프셋Pn052 0~9999 0 S

Pn050
외부 아날로그

입력 레벨

외부 아날로그 입력 전압 레벨을 설정합니
다.
1 : 0~10V
2 : 0~5V

― 1~2 2 S

V/(r/min)
or
V/%

-99.99
~99.99

1.00 D아날로그 출력의 기울기를 설정합니다.아날로그 출력 게인Pn061

Pn060 아날로그 출력 선택

아날로그 출력에서 출력할 기능을 설정합
니다.
1 : 속도(모터의 실속도를 출력)
2 : 부하율(모터의 부하율을 출력)
3 : 지령 속도(드라이버의 지령 속도를 출
력)

― 1~3 1 D

Pn062 아날로그 출력 오프셋 아날로그 출력의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V 0.00~5.00 0.00 D

(r/min)/V
or
%/V

외부 아날로그 지령의 기울기를 설정합니다.아날로그 입력 게인Pn051
-9.99
~9.9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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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단자 정수: 입출력 단자에 관한 정수

속성　P: 전원 재투입 시에 변경 적용

■입력 단자 기능 일람 ■출력 단자 기능 일람
設定

1
운전 중

회전 펄스

機能
이상 검출

번호 명칭 내용 단위 설정 범위 초기값 속성

P

Pn101 I2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2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2 2 P

Pn100 I1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1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2 1

P

Pn103 I4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4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2 4 P

Pn102 I3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3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2 3

P

Pn105 I6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6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2 7 P

Pn104 I5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5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2 6

P

Pn107 I8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8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4 14 P

Pn106 I7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7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2 9

P

Pn111 I2 입력 극성 선택 입력 단자 2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10 I1 입력 극성 선택 입력 단자 1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13 I4 입력 극성 선택 입력 단자 4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12 I3 입력 극성 선택 입력 단자 3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15 I6 입력 극성 선택 입력 단자 6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14 I5 입력 극성 선택 입력 단자 5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17 I8 입력 극성 선택 입력 단자 8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16 I7 입력 극성 선택 입력 단자 7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1

P

Pn121 C2-E2 출력 기능 선택 출력 단자 2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1 2 P

Pn120 C1-E1 출력 기능 선택 출력 단자 1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1 1

P

Pn123 C4-E4 출력 기능 선택 출력 단자 4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1 8 P

Pn122 C3-E3 출력 기능 선택 출력 단자 3의 기능을 선택합니다. ― 1~11 3

P

Pn126 C2-E2 출력 극성 선택 출력 단자 2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25 C1-E1 출력 극성 선택 출력 단자 1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1

P

Pn128 C4-E4 출력 극성 선택 출력 단자 4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P

Pn127 C3-E3 출력 극성 선택 출력 단자 3의 극성을 선택합니다. ― 0~1 0

設定

1

2

3

4

機能
정회전 구동 지령

역회전 구동 지령

회전 방향

정회전 펄스

역회전 펄스5

6

속도 지령 선택 1

속도 지령 선택 2

속도 지령 선택 3

가감속 시간 선택

2

3

4

5

6

7

8

9

10

11

브레이크 제어 신호

전압 저하 경고

정격 토크 오버

지정 토크 오버9

토크 제한값 선택 1

토크 제한값 선택 2

알람 리셋/비상정지

브레이크 제어 신호
강제 ON 지령

회전 중

8

7

11 직류 잠금

10

12

13

14

부하 관성 전환

PWM 속도 지령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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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수: 출력 기능의 비교에 관한 정수

■메커니컬 브레이크 정수: 메커니컬 브레이크에 관한 정수

속성　S: 모터 정지 시 or 전원 재투입 시에 변경 적용　　D: 상시 변경 적용

번호 명칭 내용 단위 초기값 속성

Pn151
직류 잠금 시
전류 제한값

직류 잠금 시의 전류값(정격 전류비)을 설
정합니다.

% 0~100 30 D

설정 범위

S

Pn161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

지정 토크 오버 출력이 OFF되는 토크의 히
스테리시스 폭(정격 전류비)을 설정합니
다.

% 0~50 10 S

Pn160 토크 검출 레벨
지정 토크 오버 출력이 ON되는 전류값(정
격 전류비)을 설정합니다.

% 0~200 80

S

Pn170
메커니컬 브레이크
해제 속도 레벨

브레이크 제어 신호가 ON되면 내부 지령
속도값을 설정합니다.

r/min 1~1000 20 S

Pn165
정격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

정격 토크 오버 출력이 OFF되는 토크의 히
스테리시스 폭(정격 전류비)을 설정합니
다.

% 0~50 10

번호 명칭 내용 단위 설정 범위 초기값 속성

0.0~50.0 40 DPn175

S

Pn172
메커니컬 브레이크
해제 대기 시간

내부 지령 속도가 브레이크 제어 신호 ON
속도 이상이 된 후 실제로 신호가 ON될 때
까지의 지연 시간을 설정합니다.

s
0.000
~2.000

0.005 S

Pn171
메커니컬 브레이크
작동 속도 레벨

브레이크 제어 신호가 OFF되면 내부 지령
속도값을 설정합니다.

r/min 0~1000 20

S

Pn180
다이내믹 브레이크

이행속도
감속 정지시에 다이나믹 브레이크로 전환
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r/min 30~5000 4000 S

Pn173
메커니컬 브레이크
작동 대기 시간

내부 지령 속도가 브레이크 제어 신호 OFF
속도 이상이 된 후 실제로 신호가 OFF될
때까지의 지연 시간을 설정합니다.

s
0.000
~2.000

0.005

입력 전압 저하
경고 전압

입력 전압 저하 경고 알람이 발생하는 전
압을 설정합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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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정수: 게인에 관한 정수

속성　P: 전원 재투입 시에 변경 적용　　S: 모터 정지 시 or 전원 재투입 시에 변경 적용　　D: 상시 변경 적용

■강성 테이블 일람
토크 필터 시정수

3.0

2.5

2.0

1.5

1.0

번호 명칭 내용 단위 설정 범위 초기값 속성

100

Pn200 강성 테이블

강성 테이블을 설정합니다. 설정 후 아래
의 파라미터가 테이블별로 설정된 값으로
변경됩니다.
ㆍ속도 제어 비례 게인(Pn201)
ㆍ속도 제어 적분 시간(Pn202)
ㆍ토크 필터 시정수(Pn203)

― 1~5 3 S

D

Pn202 속도 제어 적분 시간
속도 제어의 적분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
정이 0일 때 적분 제어는 무효가 됩니다.

― 0~1000 80 D

Pn201 속도 제어 비례 게인 속도 제어의 비례 게인을 설정합니다. ― 0~200 180

% 0~9999 0 D

Pn203 토크 필터 시정수 토크 필터의 시정수를 설정합니다. ms 0.0~10.0 2.0 D

Pn204 관성 모멘트비 1
접속되어 있는 부하의 관성 모멘트비를 설
정합니다. 모터축 환산으로서 모터 로터
관성에 대한 비율을 설정합니다.

설정

1

Pn300 사용자 파라미터 초기화
5에 설정되었을 때 사용자 파라미터를 초
기화하고 본 파라미터는 0이 됩니다.

― 0~5 0

D

Pn250

2

3

4

90

80

70

602005

% 0~9999

2

Pn205 관성 모멘트비 2
접속되어 있는 부하의 관성 모멘트비를 설
정합니다. 모터축 환산으로서 모터 로터
관성에 대한 비율을 설정합니다.

0

속도 제어 비례 게인

160

170

180

190

속도 제어 적분 시간

P

과부하 선택
부하 알람 검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2: 전자 서멀에 의한 검출
본 타입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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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령 설정에 관한 파라미터

Pn000 속도 지령원 선택

Pn001~Pn008 속도 지령1~8

모터에 대한 속도 지령을 설정합니다.

속도 지령1~8의 선택은 멀티 펑션 입력: 속도 지령 선택 1~3에 따라 실시합니다.

※ 멀티 펑션 입력에 관한 자세한 설정은 Pn100~107, Pn110~117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속도 지령 선택 1~3을 할당한 입력 단자를 ON/OFF하면 아래 표의 조합에 대응한 속도 지령1~8을 

지령할 수 있습니다.

속도 지령 선택 1~3을 모두 OFF로 설정했을 경우는 속도 지령원 선택(Pn000)을 설정하면 속도 지령의 지령 방법

선택할 수 있습니다.

Pn000에서는 속도 지령 선택 1~3을 모두 OFF로 설정한 경우의 지령원을 설정합니다.

※ 지령값이 4000r/min 이상이 되었을 경우 4000r/min을 상한의 회전 속도로 하여 구동합니다.
설정값 속도 지령 내용

입력 단자에 입력되는 펄스의 주파수로 속도 지령값을 설정합니다.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용 주파수 설정(Pn041)과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용 기준 속
도(Pn042)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기준점을 통과하는 비례식으로부터 속도 지령값을
설정합니다.
펄스 신호의 감지 범위는 10[Hz]~100[kHz]입니다.
사용자 파라미터의 I8 입력 기능 선택(Pn107)은 14에 설정해 주십시오.

드라이버에 내장된 트리머(내장 트리머1)로 속도 지령값을 설정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속도 지령값이 증가하고 우회전 최대에서 내장 트리머1/PWM 속
도 지령 기준 속도(Pn040)를 지령하고 좌회전 최대에서 회전 속도 0[r/min]의 지
령이 됩니다.

속도 지령2~8과 마찬가지로 Pn001에서 설정한 값이 속도 지령값이 됩니다.

3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

령

4 내장 트리머1

1 외부 아날로그 지령

2 PWM 속도 지령

외부 아날로그 단자에 입력되는 전압이 속도 지령값이 됩니다.
전압 레벨 및 지령의 기울기ㆍ오프셋은 Pn050~Pn052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단자에 입력되는 PWM의 Duty 비율로 속도 지령값을 설정합니다.
Duty100%에서 내장 트리머 1 / PWM 속도 지령의 기준 속도(Pn040)가 됩니다.
PWM 신호의  감지주파수 범위는 PWM 속도 지령 주파수(Pn043)의
±5%[Hz]입니다.
사용자 파라미터의 I8 입력 기능 선택(Pn107)은 13에 설정해 주십시오.

5 속도 지령1(Pn001)

 8-3  파라미터 설명

OFF

ONOFF OFF

ON OFF OFF

OFF ON OFF

ON ON OFF

ON ON ON

속도 지령값

속도 지령원 선택(Pn000)의 설정에 의해 아래 중에서 지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1 : 외부 아날로그 지령
2 : PWM 속도 지령
3 :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
4 : 내장 트리머1
5 : 속도 지령1(Pn001)

속도 지령2(Pn002)

속도 지령3(Pn003)

속도 지령4(Pn004)

속도 지령5(Pn005)

속도 지령6(Pn006)

속도 지령7(Pn007)

속도 지령8(Pn008)

ON OFF ON

OFF ON ON

속도 지령 선택

1 2 3

OFF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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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설정 예】

입력 단자(속도 지령 선택 1~3)에 따르면 속도 지령의 설정 예를 아래와 같이 나타냅니다.

입력 단자를 전환하면 외부 아날로그 단자 전압에 따른 속도 지령과 사용자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디지털에

의한 속도 지령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파라미터 설정

OFF

Pn006 speed6

Pn007

번호 설정값

Pn000 1

Pn001 speed1
speed8

Pn003 speed3
speed7

Pn002 speed2

Pn004 speed4

Pn005
speed4

speed2

ON

OFF

ONOFF

ON

speed5

speed7

Pn008 speed8

OFF

지령 속도
[r/min]

외부 아날로그
단자 전압

속도 지령 선택 1

속도 지령 선택 2

속도 지령 선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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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020 가감속 시간 지령원 선택

Pn021~Pn024 가속 시간 1~2, 감속 시간 1~2

모터의 지령 속도 변경 시의 가속ㆍ감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 파라미터와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Pn025)의 설정을 통해 모터를 설정 범위 내의 임의의 시간에서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은 각각 2개씩 설정할 수 있으며 가감속 시간의 선택은 멀티 펑션 입력: 가감속 시간 선택

할당한 입력 단자를 ON/OFF함으로써 아래 표의 조합에 대응하는 가감속 시간을 지령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속도 지령 파라미터 Pn000~Pn016 및 토크 제한값 파라미터 Pn030~Pn038의 설명을 참고해 주십

가감속 시간 선택을 OFF로 설정했을 경우는 가감속 시간 1 선택(Pn020)의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가감속 시간의 지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장 트리머2 선택 시에는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은 공통이 됩니다.

Pn020에서는 가감속 시간 선택을 OFF로 설정한 경우의 지령원을 설정합니다. 설정값과 지령원의 대응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Pn025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

가감속 시간의 기준 속도를 설정합니다.

【가속 시간】

가속 시간은 모터 정지 상태에서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Pn025)까지 가속시키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속도 지령이 기준 속도 이하인 경우에도 모터 정지로부터 기준 속도까지의 가속 비율로 가속합니다.

【감속 시간】

감속 시간은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Pn025)에서 모터 정지까지 감속시키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속도 지령이 기준 속도 이하에서 운전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 속도로부터 모터 정지까지의 감속 비율로 

감속합니다.

1 내장 트리머2

2
가속 시간 1(Pn021)
감속 시간 1(Pn022)

ON
가속 시간 2(Pn023)
감속 시간 2(Pn024)

설정값 가감속도 시간

가감속 시간 선택 가감속 시간

OFF
가감속 시간
지령원 선택

(Pn020)

1: 내장 트리머2 ※

2:
가속 시간 1(Pn021)
감속 시간 1(Pn022)

내용

드라이버에 내장된 트리머(내장 트리머2)로 가감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가감속 시간이 증가하고, 오른쪽 회전 최대에서 5.00[s]입니
다.
내장 트리머2 선택 시에는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은 공통이 됩니다.

가감속 시간2와 마찬가지로 Pn021과 Pn022에서 설정한 값이 가감속 시간이 됩니
다.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
（Pn025）

지령 속도

가속 시간 감속 시간시간

가감속 시간
기준 속도
（Pn025）

지령 속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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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030 토크 제한값 지령원 선택

Pn031~Pn034 토크 제한값 1~4

모터 출력 토크 제한값을 설정합니다.

토크 제한값의 선택은 멀티 펑션 입력: 토크 제한값 선택 1, 2에 따라 실시합니다.

토크 제한값 선택 1, 2를 할당한 입력 단자의 ON/OFF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아래 표의 조합에 대응하는

토크 제한값을 지령할 수 있습니다.

토크 제한값 선택 1, 2를 함께 OFF로 설정한 경우는 토크 제한값 1선택(Pn030)의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토크 제한값의 지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n030에서는 토크 제한값 선택 1과 토크 제한값 선택 2를 함께 OFF로 설정한 경우의 지령원을 설정합니다.

설정값과 지령원의 대응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Pn040 내장 트리머 1/PWM 속도 지령의 기준 속도

내장 트리머 1 및 PWM 속도 지령 의 기준 속도를 설정합니다.

내장 트리머 1에서는 우회전 최대 시의 속도에 PWM 속도 지령에서는 Duty100[%] 시의 속도가 됩니다.

※ 속도 설정의 최대값은 5000[r/min]까지 설정 가능하지만, 모터가 회전 가능한 속도는 4000[r/min]까지가

Pn041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주파수 설정

Pn042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기준 속도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주파수】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주파수(Pn041)는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에서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기준 속도(Pn042)에서 설정한 지령 속도 시의 펄스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기준 속도】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기준 속도(Pn042)는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에서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용 주파수(Pn041)에서 설정한 펄스 주파수가 입력되었을 때의

속도 지령값을 설정합니다.

ON

OFF

ON

OFF

ON

ON

설정값 속도 지령 내용

내장 트리머3

부 아날로그 단자에 입력되는 전압이 토크 제한값이 됩니다.
전압 레벨 및 지령의 기울기ㆍ오프셋은 Pn50~Pn52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ㆍ토크 제한값을 함께 외부 아날로그 지령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이버에 내장된 트리머(내장 트리머3)로 토크 제한값을 설정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토크 제한값이 증가하고 우회전 최대에서 모터 정격 전류값의
200%가 됩니다.

토크 제한값 2~4와 마찬가지로 Pn031에서 설정한 값이 토크 제한값이 됩니다.

2

토크 제한값 4(Pn034)

1 외부 아날로그 지령

3

OFF
토크 제한값
지령원 선택

(Pn030)

토크 제한값 선택 1

OFF

토크 제한값 선택 2

토크 제한값 1(Pn031)

토크 지령

1 : 외부 아날로그 지령
2 : 내장 트리머3
3 : 토크 제한값1(Pn031)

토크 제한값 2(Pn032)

토크 제한값 3(Pn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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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Pn041을 2500(×10), Pn042를 2500로 설정했을 때의 입력 펄스 주파수와 지령 속도의 관계

Pn043 PWM 속도 지령 주파수

입력하는 PWM 신호의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PWM 신호의 검지 주파수 범위는 PWM 속도 지령 검지 주파수의 ±5% 입니다.

검지 범위밖의 주파수 신호가 입력된 경우, 지령속도는 0[r/min]입니다.

1kHz~100kHz를 설정할 경우, 10Hz 단위로 설정하십시오. 일의 자리에서 버림입니다.

【예】

999[Hz]: 설정가능

1000[Hz]: 설정가능

1001[Hz]: 설정불가(1000[Hz]로처리)

1010[Hz]: 설정가능

Duty 비율 0%에서 100% 또는 100%에서 0%로의 속도 변경은 검출 속도가 지연됩니다.

입력하는 PWM 신호에 노이즈가 타게되면 속도 지령값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힘들 경우에는 입력하는 PWM 신호와 PWM 속도 지령
주파수를 변경하여 조절하시기 바랍

■외부 아날로그 입력에 관한 파라미터

Pn050 외부 아날로그 입력 레벨

외부 아날로그 입력 레벨을 선택합니다.

1 : 0V~10V

2 : 0V~5V

※ 선택된 레벨 이상의 전압이 입력된 경우는 레벨의 상한값을 입력 전압으로 간주합니다.

Pn051 아날로그 입력 게인

외부 아날로그 입력의 게인을 설정합니다.

Pn052 아날로그 입력 오프셋

외부 아날로그 입력의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외부 아날로그 입력에 의한 속도 지령값의 계산】

속도 지령값[r/min] = 입력 전압[V] × 아날로그 입력 게인[(r/min)/V] × 103 + 아날로그 입력 오프셋[r/

【외부 아날로그 입력에 의한 토크 제한값의 계산】

토크 제한값[%] = 입력 전압[V] × 아날로그 입력 게인[%/V] × 102 + 아날로그 입력 오프셋[%]

지령 속도
[r/min]

2500

25000

입력 펄스 주파수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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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

Pn050~Pn052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입력 전압에 대한 속도 지령값 또는 토크 제한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속도 지령값을 설정할 경우(Pn000=1)의 초기값 및 설정 예를 나타냅니다.

주의사항

1. 설정값을 크게 해도 최대값(속도 지령: 4000[r/min], 토크 제한값: 200[%]를 초과하는 지령은 입력할 수

최대 이상의 지령에 상당하는 전압을 입력한 경우는 최대값이 지령값이 됩니다.

2. 사용할 아날로그 입력 장치의 상황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3. 설정과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아날로그 입력을 OFF해도 모터가 구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 주의하십시오.

5. 아날로그가 입력 게인(Pn051), 아날로그 입력 오프셋(Pn052)은 속도 지령값과 토크 제한값에서 공용입니

외부 아날로그 입력에 의해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속도 지령과 토크 제한값 중 어느 한 쪽뿐입니다.

■날로그 출력에 관한 파라미터

Pn060 아날로그 출력 선택

아날로그 출력 단자에서 출력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설정값과 기능의 대응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Pn061 아날로그 출력 게인

아날로그 출력의 게인을 설정합니다.

번호 설정 예 2 설정 예 3명칭

2 부하율 모터의 부하율을 출력합니다.

3 지령 속도
드라이버 내부의 지령 속도를 출력합니다.
※ 설정값과는 다릅니다.

설정값 기능 내용

1 속도 모터의 실제 속도를 출력합니다.

외부 아날로그
입력 레벨

2 2 1Pn050

설정 예 1

아날로그 입력 게인 0.6 0.6 0.3Pn051

015000
아날로그 입력 오프

셋
Pn052

설정 예 1
3000

직류 전압
[V]

속도 지령
[r/min]

0
0 5 10

설정 예 3

1500

설정 예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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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062 아날로그 출력 오프셋

아날로그 출력의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아날로그 출력 전압의 계산】

속도, 지령 속도의 경우

출력 전압[V] = 회전 속도[r/min] × 아날로그 출력 게인[V/(r/min)] × 10-3 + 아날로그 출력 오프셋[V

부하율의 경우

출력 전압[V] = 부하율[%] × 아날로그 출력 게인[V/%] × 10-2 + 아날로그 출력 오프셋[V]

주의사항

1. 출력 가능한 전압 범위는 0~5[V]까지입니다. 

지령값이 5[V] 이상이 된 경우 5[V]가 출력되고, 지령값 또는 0[V] 이하가 된 경우 0[V]가 출력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기의 전압 범위에 들어가도록 아날로그 출력 게인, 아날로그 출력 오프셋을 조절해 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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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자 I1~I8에 관한 파라미터

Pn100~Pn107 I1~I8 입력 기능 선택

입력 단자 I1~I8의 각 기능을 설정합니다.

I1~I8 입력 기능 선택의 설정에 따라 대응하는 입력 단자 I1~I8에 각 입력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단, PWM 속도 지령,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은 입력 단자 8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단자에 같은 기능을 할당하는 경우는 할당한 입력 단자 중 하나가 ON이라면 기능은 유효가 됩니다. 

또한, 입력 단자에 할당되지 않은 기능은 모두 OFF가 됩니다.

설정값과 각 입력 기능의 대응을 아래에 나타냅니다.

(주의) 설정값 13, 14는 고속 입력 대응의 입력 단자 I8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 기능

가감속 시간 선택

7 토크 제한값 선택 1

ON/OFF 상태의 조합을 통해 속도 지령값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대응표는 Pn000~Pn008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ON/OFF 상태에 따라 가감속 시간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대응표는 Pn020~Pn025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ON/OFF 상태의 조합을 통해 토크 제한값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대응표는 Pn030~Pn038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1 정회전 구동 지령

2 역회전 구동 지령

입력을 ON하면 모터가 정회전(역회전) 방향으로 구동하고 OFF하면
감속 정지합니다.
정회전 구동 지령과 역회전 구동 지령이 동시에 ON된 경우 모터는 정지합니
다.

기능

13
(주의)

PWM 속도 지령

12 부하 관성 전환

9 알람 리셋/비상정지

입력을 ON하면 운전 상태에 관계없이 모터는 비상 정지 상태(프리런 상태)
가 됩니다. 입력을 ON→OFF했을 때 알람 발생 요인이 모두 제거된 경우는
알람 리셋을 실행합니다. 단, 구동 지령 또는 직류 잠금이 ON일 때 알람 리
셋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 정지 시에는 브레이크 제어 신호가 OFF가
됩니다.
※ 상기 설명은 극성 선택이 0인 경우의 동작입니다.
초기 설정에서 본 파라미터를 할당한 입력 단자 I7은
극성 선택: 1(Pn116=1)이 되며 극성이 반전됩니다.

8 토크 제한값 선택 2

3 속도 지령 선택 1

4 속도 지령 선택 2

5 속도 지령 선택 3

PWM 속도 지령 선택 시 (Pn000 = 2), 입력 단자 I8에 이 기능을 할당한 후에
PWM 신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 주파수 범위는 PWM 속도 지령 주파수
(Pn043)의 ±5%[Hz]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Pn040,Pn043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ON/OFF 상태에 따라 관성 모멘트비를 선택합니다.
※ 자세한 대응표는 Pn204~Pn205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14
(주의)

펄스 주파수의 속도 지령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 선택 시(Pn000 = 3), 입력 단자 I8에 이 기능을 할당
한 후에 펄스 신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 주파수 범위는 10[Hz]~100[kHz]
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Pn041~Pn042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10
브레이크 제어 신호 강제 ON

지령

직류 잠금11

브레이크 제어 신호를 ON합니다. 비상 정지 시 또는 알람 시는 입력이 무효
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Pn170~Pn173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6

입력을 ON하면 직류 잠금을 실행합니다.
운전 중에는 직류 잠금을 하지 않고 직류 잠금 입력 ON 중에 구동 지령을
OFF하여 모터가 정지했을 때 직류 잠금 상태로 전환됩니다.
또한, 직류 잠금 상태 시에 구동 지령이 ON된 경우는 직류 잠금을 해제하고
모터는 평소처럼 구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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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110~Pn117 I1~I8 입력 극성 선택

극성 선택을 설정함으로써 입력 단자(I1~I8)의 극성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위 장치의 사양에 맞추어 각 입력 단자의 ON/OFF 극성을 설정해 주십시오.

통상, 입력 단자(I1~I8)를 COM과 접속하면 정회전 구동, 역회전 구동 등의 지령을 

내보낼 수 있지만(내장 전원 사용 시), 본 파라미터를 1로 함으로써 극성이 반전, COM과 

오픈 시에 정회전 구동, 역회전 구동 등의 지령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출력 단자 C1-E1~C4-E4에 관한 파라미터

Pn120~Pn123 C1-E1~C4-E4 출력 기능 선택

출력 단자 C1-E1~C4-E4의 각 기능을 설정합니다.

설정값과 각 기능의 대응을 아래에 나타냅니다.

(주의) 회전 펄스(3), 정회전 펄스(4), 역회전 펄스(5)는 C3-E3/C4-E4 멀티 펑션 출력에 할당해 주십시오.

기타 멀티 펑션 출력 단자에서는 올바른 펄스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2

역회전 펄스 (주의)5

회전 방향6

홀 신호 전환 타이밍에 출력이 ON됩니다. 모터 1 회전 당 18 펄스를 출력합
니다.
ON 시간은 240[μs]에서 고정됩니다. 이하의 그림에 회전 펄스, 정회전 펄
스,
역회전 펄스, 회전 방향의 출력 사양을 나타냅니다.
전원 투입 입력 후는 회전 방향 출력은 OFF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회전 펄스 (주의)

정회전 펄스 (주의)4

9 지정 토크 오버

정격 토크 오버

회전 중

10

11

기능

브레이크 제어 신호

7

8

설정값

운전 중

드라이버가 정상 상태 시에 출력이 OFF되고 드라이버가 알람을 검출하면
출력이 ON됩니다.
또한, 전원 투입 직후의 프로그램 초기화 시에는 출력은 ON이 됩니다.
※ 상기 설명은 극성 선택: 0일 때의 동작입니다.
초기 설정에서 본 파라미터를 할당한 출력 단자 C1-E1은
극성 선택: 1(Pn125=1)이 되며 극성이 반전됩니다.

이상 검출1

전압 저하 경고

내용

모터에 전류를 보내는 동안(특수 잠금까지 포함한 토크 출력 중), 출력이
ON됩니다.
※ 다이나믹 브레이크 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터가 스스로 돌고 있을 때에 출력이 ON됩니다.
외부로부터 회전되고 있는 경우도 ON됩니다.

모터 전류값이 모터 정격 전류값을 초과한 경우에 출력이 ON됩니다.
출력은 히스테리시스를 갖고 OFF가 되는 전류값은
정격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Pn165)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Pn165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모터 전류값이 토크 검출 레벨(Pn160)을 초과한 경우에 출력이 ON됩니다.
출력은 히스테리시스를 갖고 ON이 되는 전류값은 토크 검출 레벨(Pn160)이
며
OFF가 되는 전류값은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Pn161)으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Pn160~Pn161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외부 메커니컬 브레이크의 ON/OFF를 실행하기 위한 타이밍 신호를 출력합니
다.
알람 발생 시에는 브레이크 제어 신호는 즉시 OFF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Pn170~Pn173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입력 전압이 설정값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출력을 ON합니다.
ON이 된 값은 입력 전압 저하 경고 전압(Pn175)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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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 파형에 관하여

출력 펄스의 사양은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사양에 맞추어 카운터를 선택하십시오.

※ Duty 비율은 주파수에 따라 다릅니다.

Pn125~Pn128 C1-E1~C4-E4 출력 극성 선택

극성 선택을 설정함으로써 출력 단자(C1-E1~C4-E4)의 극성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위 장치의 사양에 맞추어 각 출력 단자의 ON/OFF 극성을 설정해 주십시오.

통상 기능이 유효일 때 C1-E1~C4-E4 사이가 ON되지만, 

본 파라미터를 1로 하면 극성이 반전되고 기능이 유효 일 때 C1-E1~C4-E4 사이가 OFF됩니다.

■직류 잠금에 관한 파라미터

Pn151 직류 잠금 전류 제한값

직류 잠금에서는 모터에 직류 전원을 흘려 보내 모터에 록(Lock)을 거는 기능입니다.

본 파라미터에 의해 직류 잠금 시에 모터에 흐르는 전류값(정격 전류비)을 설정합니다.

■출력 기능의 토크 검출에 관한 파라미터

Pn160 トル토크 검출 레벨

지정 토크 오버 출력이 ON되는 전류값을 설정합니다. 검출 레벨은 정격 전류에 대한 비율[%]로 설정합니다.

Pn161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

지정 토크 오버 출력이 OFF되는 전류값을 설정합니다. 값은 정격 전류에 대한 비율[%]로 설정합니다.
토크 검출 레벨에서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을 뺀 값이 지정 토크 오버 출력이 OFF되는 전류값이 됩니다.

회전 방향

회전 펄스

CW 펄스

CCW 펄스

ON OFF

CW 회전 CCW 회전

회전 방향 반전 후 최초의 펄스로 전환

20[μs] 이하20[μs] 이하

240[μs]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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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165 정격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

정격 토크 오버 출력이 OFF되는 전류값을 설정합니다. 값은 정격 전류에 대한 비율[%]로 설정합니다.
정격 토크(100[%])에서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을 뺀 값이 정격 토크 오버 출력이 OFF되는 전류값이 됩니다.

■출력 기능의 브레이크 제어 신호에 관한 파라미터

Pn170 메커니컬 브레이크 해제 속도 레벨

브레이크 제어 신호가 ON되면 내부 지령 속도값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메카 브레이크 작동 속도 레벨(Pn171) 쪽이 큰 경우,

메카 브레이크 작동 속도 레벨을 초과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제어 신호는 ON되지 않습니다.

Pn171 메커니컬 브레이크 작동 속도 레벨

브레이크 제어 신호가 OFF되면 내부 지령 속도값을 설정합니다.

Pn172 메커니컬 브레이크 작동 대기 시간

내부 지령 속도가 메커니컬 브레이크 해제 속도 레벨(Pn170)에 도달한 후 실제로 브레이크 제어 

신호가 ON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설정합니다.

OFF OFF

ONOFF OFF

ON

정격 토크

토크 검출 레벨
(Pn160)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
(Pn161)

출력 토크

정격 토크
초과

지정 토크
초과

정격 토크 검출
히스테리시스 폭

(Pn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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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173 메커니컬 브레이크 작동 대기 시간

내부 지령 속도가 메커니컬 브레이크 작동 속도 레벨(Pn171)에 도달한 후 실제로 브레이크 제어 

신호가 OFF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설정합니다.

주의사항

1．외부에서 브레이크 강제 ON 신호를 입력한 한 경우는 메커니컬 브레이크 해제 속도 레벨(Pn170), 

메커니컬 브레이크 해제 대기 시간(Pn172)은 무효가 됩니다.

2．이상을 검출한 경우 또는 알람 리셋/비상 정지를 입력한 경우,메카 브레이크 작동 레벨(Pn171),

메카 브레이크 작동 대기시간(Pn173)은 무효가 되어 브레이크 제어 신호는 바로 OFF 됩니다.

3．이상을 검출한 경우 또는 알람 리셋/비상 정지를 입력한 경우,

브레이크 제어 신호 강제 ON 지령은 무효가 되어 브레이크 제어 신호는 바로 OFF　됩니다.

■출력 기능의 전압 저하 경고에 관한 파라미터

Pn175 입력 전압 저하 경고 전압

출력 신호의 전압 저하 경고가 ON이 되는 전압을 설정합니다.

■다이내믹 브레이크에 관한 정수

Pn180 다이내믹 브레이크 이행속도

모터의 감속 정지시에 다이나믹 브레이크가 동작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감속 정지시에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다이나믹 브레이크로 이동합니다.

・드라이버 내부의 지령 속도가 30r / min 이하.

・모터의 실제 속도가 다이내믹 브레이크 이행속도 (Pn180) 미만.

주의사항

1. 운전 조건에 따라서는 감속 정지시에 과전류 알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정수의 설정 값을 낮추십시오.

2. 본 정수의 설정이 낮을수록 감속 정지시에 언더 슈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하 조건에 따라 발생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고객님 쪽에서 조정하십시오.

OFFOFF ON

내부
속도 지령

메커니컬 브레이크 작동 속도 레벨
（Pn171）

메커니컬 브레이크 해제 속도 레벨
（Pn170）

메커니컬 브레이크 해제 기 시간
（Pn172）

메커니컬 브레이크 작동 기 시간
（Pn173）

브레이크 제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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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 조정에 관한 파라미터

Pn200 강성 테이블

모터에 접속되어 있는 부하의 기계 강성에 의해 제어 게인(속도 제어 비례 게인(Pn201), 속도 제어 적분 시간(P

토크 필터 시정수(Pn203))를 선택합니다. 기계의 강성에 맞추어 설정해 주십시오.

설정값과 각 테이블값의 일람을 아래에 나타냅니다.

Pn201 속도 제어 비례 게인

속도 제어의 응답성을 설정합니다.

주의사항

1. 게인을 낮게 설정하면 응답성이 낮아지고 오버 슈트가 발생합니다. 

또한, 게인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기계 계통에 진동이 발생합니다.

2. 본 파라미터는 운전 중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운전 중에 설정값을 

크게 변경하면 모터의 동작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변경을 할 경우는 조금씩 변경해 주십시오.

Pn202 속도 제어 적분 시간

속도 제어의 적분 시정수를 설정합니다.

주의사항

1. 적분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응답성이 나빠져 오버 슈트가 발생합니다.

또한, 적분시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기계 계통에 진동이 발생합니다. 

2. 본 파라미터는 운전 중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운전 중에 설정값을 

크게 변경하면 모터의 동작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변경을 할 경우는 조금씩 변경해 주십시오.

Pn203 토크 필터 시정수

드라이버 제어 내부의 토크 지령값의 필터 시정수를 설정합니다. 

설정값이 작을수록 응답성이 좋은 제어를 할 수 있지만, 기계 조건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Pn204~Pn205 관성 모멘트비 1~2

모터에 접속되어 있는 관성 모멘트비를 설정합니다.

설정값은 로터 관성에 대한 모터 입력축 환산의 부하 관성 모멘트비를 입력해 주십시오.

【부하 관성 모멘트비의 계산】

관성 모멘트비[%] = 
모터 입력축 환산의 부하 관성 모멘트

170 90 2.5

3 180

100 3.0

80

2

60 1.0

4 190 70 1.5

2.0

설정 속도 제어 비례 게인 속도 제어 적분 시간 토크 필터 시정수

1 160

× 100[%]
로터 관성 모멘트

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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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능에 관한 파라미터

Pn250 과부하 선택

과부하 알람 검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본 타입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전원 오프에 의한 알람 리셋을 몇 번이고 진행하면 모터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티 펑션 입력: 알람 리셋/비상 정지를 사용하여 알람을 리셋해 주십시오.

■초기화 기능에 관한 파라미터

Pn300 사용자 파라미터 초기화

사용자 파라미터를 초기화합니다.

설정값에 5를 입력하면 사용자 파라미터가 모두 초기값으로 리셋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자 파라미터가 초기값 리셋되면 본 파라미터도 초기값: 0으로 리셋됩니다.

설정값

2

기능

전자 서멀

内容

아래 그림처럼 실제 모터 전류에 따라 모터 온도를 추정하고, 추정값이 규
정온도에 도달한 때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추정 온도 과부하 알람 발생

정격 전류 100% 시 추정 온도

정격 전류 60% 시 추정 온도

과부하 알람 발생 온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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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드라이버는 이상을 검출한 경우 이상 검출의 출력과 LED에 의한 상태 표시를 합니다.
(LED1(빨강) 점등, LED3(녹색) 점등 또는 점멸)
또한, 이상 시에는 운전 상태에 관계없이 모터는 비상 정지 상태(프리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 브레이크 제어 신호는 OFF가 되고 프레이크 제어 신호 강제 ON 지령은 무효가 됩니다.

이상 검출 상태를 제거하려면 알람 발생 조건을 모두 제거한 후에 알람을 리셋해 주십시오.

PC용 소프트웨어 「ACD-PSTool」에 의해 과거에 발생한 이상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ACD-PSTool」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에 이상을 검출했을 때의 LED 3(녹색)의 점멸 사양과 알람 발생 조건을 나타냅니다.

1회 과전압 드라이버의 입력 전압이 최대 입력 전압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회 전압 저하
모터 운전 중(특수 잠금 포함)에 드라이버의 입력 전압이 최소 입력 전압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6회 센서 이상 홀 신호의 패턴이 HHH 또는 LLL일 때 발생합니다.

10회 시스템 이상 드라이버 내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LED 3(녹색) 점멸 횟수 알람명 발생 조건

0회(연속 점등) 과부하
과부하 운전 시의 운전 시간에 의해 발생합니다. 검출 방법은 일정 시간
경과에 의한 검출과 전자 서멀에 의한 검출의 2 종류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파라미터 Pn250의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5회 과전류 드라이버에 모터 정격 전류값의 500~600%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합니다.

3회 드라이버 과열 드라이버의 히트 싱크의 온도가 85℃를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4회 과속도
모터의 회전 속도(돌고 있는 경우도 포함)가 최대 회전 속도의 1.2배를 초
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9. 이상 보호

 9-1  드라이버 이상 일람과 표시 방법

0.25s 0.25s 1.25s

LED 3(녹색) 점등

LED 3(녹색)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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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능이 작동한 경우에는 아래 요령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책을 세워 주십시오.

※ 상기 책을 실시해도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하(마찰 부하ㆍ관성 부하)가 크다. 운전 조건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브레이크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

알람명 요인 예시 대책

과부하

드라이버 과열 주위 온도가 높다.

 9-2  보호 기능이 작동한 경우의 요인과 책

브레이크 전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는 브레이크의 배선을 확인해 주십시오.

전압 저하

과전압

주위 온도를 50℃ 이하가 되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십
시오.

전원 전압이 높다. 전원 전압을 확인하고 기종에 맞는 전원을 사용해 주십시오.

전원 전압이 낮다. 전원 전압을 확인하고 기종에 맞는 전원을 사용해 주십시오.

전원 용량이 작다. 전원 용량을 충분한 것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배선 길이가 길다. 배선의 선형이 가늘다.
배선 부분에서 전압 강하가 발생하고 있다.
배선 길이를 짧고 굵게 하고, 가능한 한 저항이 적도
록 해 주십시오.

회생 상태에서의 운전.
본 드라이버는 회생의 처리 기능은 없습니다.
전원에 직접 회생 에너지를 반환하거나 회생이 발생하
지 않도록 운전 조건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모터가 오버 슈트하고 있다.

드라이버의 배선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드라이버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교환해 주십시
오.

드라이버 내부에서 합선 또는 지락되어 있
다.

과전류

신호 케이블의 배선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모터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터를 교환해 주십시오.

신호 케이블의 단락 또는 단선.센서 이상

전원을 투입해도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스템 이상

모터 동력선이 합선되고 있다.
모터 동력선 배선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모터 파손
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터를 교환해 주십시오.

과속도

다이내믹 브레이크 동작중에 모터가 외부로
부터 회전되었다.

외부의 힘에 의해 모터가 돌지 않도록 운전 조건을 재
검토해 주십시오.

감속시간의 설정값을 길게하십시오.
또는 다이내믹 브레이크 이행속도의 설정치를 작게 하
십시오.

고속 운전 중에 다이나믹 브레이크가 동작했

다.

비상정지등에 의해 급정지되었다.

순간적으로 큰 부하가 걸렸다. 충격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운전 조건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외부의 힘에 의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다.
외부의 힘에 의해 모터가 돌지 않도록 운전 조건을 재
검토해 주십시오.

게인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운전 조건(회전 속도ㆍ가속 시간ㆍ토크 제한
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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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가 돌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을 참조한 후 원인 조사 및 책을 강구하십시오.
조사를 할 때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실시해 주십시오. 부상 등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모터선의 배선 체크신호 케이블 의 배선
신호 케이블이 단선
되어있다.

선택한 지령에 따른 설정의 실시
배선 체크

알람 리셋/비상정지
가 입력되어 있다

사용자 파라미터 확인
ㆍ멀티 펑션 기능 선택
ㆍ극성 선택

알람 리셋/비상정지 해제
배선 체크

현상 원인 조사 부위 대책

모터가 돌지 않는
다

LED(녹색) 소등

제어 전원 전압의 부족 제어용 전원 전압 또는 배선 확인
배터리 충전
배선 체크

노이즈 주변 기기, 노이즌원 클램프 필터 설치

모터가 돌다가 멈
추다가를 반복한다

모터 상 오류
모터 동력선(U, V, W)이 잘못 접속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접속한다

게인이 작다
속도 게인에 관한 사용자 파라미터의 확
인
ㆍPn200~Pn205

게인 조정

토크 제어가 걸려 있다
사용자 파라미터의 확인
ㆍ토크 제한값 1 선택(Pn030) 확인

선택한 지령에 따른 설정의 실시
배선 체크

 9-3  트러블 슈팅

모터의 회전 속도
가 느리다

모터가 돌지 않는
다

LED(녹색) 점등

주전원 전압 부족 주전원 전압 확인
배터리 충전
배선 체크

기동 지령 불량

정회전 구동, 역회전 구동의 입력 상태
확인
※동시에 입력된 경우는 기동되지 않습니
다

어느 한 쪽을 입력
배선 체크

속도 지령이 0
사용자 파라미터의 확인
ㆍ속도 지령원 선택(Pn000) 확인

모터 동력선이 접속
되어 있지 않다

모터 동력선(U, V, W)의 배선 모터 동력선 배선 체크

브레이크가 개방되
어 있지 않다

브레이크 전압 확인
브레이크 제어 신호 확인

브레이크 제어 신호 배선 체크
브레이크 전원의 전압 확인
브레이크선의 배선 확인

선택한 지령에 따른 설정의 실시
배선 체크

토크 제어가 걸려 있다
사용자 파라미터의 확인
ㆍ토크 제한값 1 선택(Pn0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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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양

출력 전류

(정격/최 )

환

경

입

력

출

력

사용 주위 습도
표고
진동

주회로/제어회로

입력 전압 범위

정격 회전 속도
속도 제어 범위

가감속 시간

토크 제한

해외 규격 응

보호 기능

사용 주위 온도

입력 점수

입력 기능

출력 점수

출력 기능

보관 주위 온도

RoHS 지침
모터 드라이버간 배선 길이

내용
0.75kW

19.5A / 39A

DC 40~60V

3000r/min
80~4000r/min

내장 트리머2, 가속 시간1~2, 감속 시간1~2

외부 아날로그 지령, 내장 트리머3, 토크 제한값1~4

시퀀스 입력: 8점

아날로그 입력: 1점

정회전, 역회전, 속도 지령 선택, 가감속 시간 선택, 토크 제한값 선택,

알람 리셋/비상정지, 브레이크 제어 신호 강제 ON 지령, 특수 잠금,

부하 관성 전환, PWM 속도 지령,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

시퀀스 출력: 4점

아날로그 출력: 1점

항목
적용 모터 용량

DC48V

최  연장 5m

속도 지령 방법
외부 아날로그 지령, PWM 속도 지령, 펄스 주파수 속도 지령,

내장 트리머1, 속도 지령1~8제

어

기

능

1000m 이하
2.0G 이하

CE(EMC 지령), KC
IP00

응

이상 검출, 운전 중, 회전 펄스, 정회전 펄스, 역회전 펄스, 회전 방향,

회전 중, 정격 토크 오버, 지정 토크 오버, 브레이크 제어 신호,

전압 저하 경고

과부하, 과전압, 전압 저하, 드라이버 과열, 과속도,

과전류, 센서 이상, 시스템 이상

-10°C~50°C
-25°C~70°C

95％RH 이하(결로가 없을 것)

보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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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케이블(CN1과 접속)

적합 하우징：PUDP-22V-S
적합 압착 단자：SPUD-001T-P0.5

―

색

CN1 J.S.T.MFG.CO.,LTD. S22B-PUDSS-1

기호 제조사 기판 측의 형식 I/O 케이블 측의 형식

20
21
22

AIN
AOUT
TGND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I6
I7
I8

내용
IN-COM

I1
I2
I3

11. 부속품

노랑

녹색

오렌지

E3
C4
E4
―

+5V

C1
E1
C2
E2
C3

I4
I5

3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리드선 AWG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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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킹 응에 관하여 (EMC 지침)

・ 드라이버의 입력 측에 서지 업소버를 삽입해 주십시오.
서지 업소버는 표에 나타낸 권장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 모터 동력선(U・V・W)에 표가 가리키는 클램프 필터를 삽입한다.

최종적인 기계 장치의 EMC에 한 적합성은 모터 드라이버와 함께 사용되는 다른 제어 시스템 기기, 
전기 부품의 구성, 배선, 배치 상태,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기계 장치의 
EMC 시험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KC마크 응에 관하여

Class A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 전자파 발생기기(Class A)이며,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용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사용자는 이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본 제품은 아래의 EMC 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전파법에 적합합니다. 
바른 EMC 책을 실시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1. 드라이버의 입력 측에 서지 업소버를 삽입해 주십시오.
서지 업소버는 표에 나타낸 권장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서지 내성 적합성 평가는 이 조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 동력 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은 절연합니다. 
그때 배선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합니다. 
또한, 동력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은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병행 배선이나 묶음 배선을 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한 경우는 교차시켜 주십시오.

3. 드라이버를 밀폐된 금속 제어반 안에 설치하면 방사 노이즈를 더욱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판 및 제어반 본체는 가능한 한 짧은 전선으로 
동력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확실하게 접지해 주십시오.

■권장 서지 업소버

■클램프 필터（옵션）

제조사

본 드라이버는 한국 전파법에 적합합니다.

한국에서 본 제품을 사용할 경우는 아래 내용에 주의해 주십시오.

본 드라이버는 EN61800-3:2004+A1:20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EMC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드라이버를 조합한 장치가 EMC 지침에 적합하도록 아래 방법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12. 해외 규격 응 (CE, KC)

형식

제조사
OP-ZCAT

형식

LT-C12G801WOTOWA ELECTRIC Co., LTD

TDK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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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구입 후 일시 보관 또는 장기 보관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 고온 다습한 장소, 먼지ㆍ금속 가루가 많은 장소는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보증

1.보증기간
납품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사용 개시 후 12개월간의 둘 중에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2.보증범위
(1) 보증범위는 당사 제작 범위로 한정합니다.
(2) 보증기간 중에 본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정상적인 설치·연결 및 취급(점검·보수)을 

바탕으로 한 운전 조건 하에서 납품된 제품에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단, 아래와 같은 보증 면책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에서 제외됩니다.

3.보증의 면책
(1) 고객께서 직접 분해나 개조를 하여 발생한 손모에 한 수리, 부품 교환 또는 체품의 납입일 경우.
(2) 당사 카탈로그/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정격 데이터 또는 상호 합의한 사양에서 벗어난 조건 하에서

운전한 경우.
(3) 고객 소유 장치와의 동력전달부에 문제(커플링의 중심 조정 등)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예: 지진, 낙뢰, 화재, 수해 등) 또는 인위적인 오동작 등, 불가항력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5) 고객이 소유한 장치의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차적인 결함.
(6) 고객으로부터 지급된 혹은 지정하신 부품, 구동 유닛(예: 전동기, 서보 모터, 유압 유닛 등)이 원인이 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7) 납입된 제품의 보관, 보수・보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바르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8) 상기 이외 당사 제품에 귀책 사유가 없는 사항에 의한 손해.
(9) 납입품 사용중에 운전 장애 등으로 인해 고객께서 입은 기회 손실 및 당사 제품 이외의 손상 

등에 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준거법
제품 및 본 취급설명서에 관한 모든 사항의 준거법은 일본의 법령으로 한다.

13. 보관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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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구입·수리·조사 의뢰에 관한 문의

팩스 번호 　+82-51-796-2131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 서울 본사

주소 　(06097)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3 (삼성동, 백영빌딩 5층)

전화 번호 　+82-2-570-9440

팩스 번호 　+82-2-570-9498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 부산 사무소

주소 　(46721)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41 부산티플렉스 123동 105호

전화 번호 　+82-51-796-2130

E-mail 　master@nissei-gtr.co.kr ( 표)

문의

해외 영업부

주소 　(444-1297) 아이치현 안죠시 이즈미초 이노우에 1-1

전화 번호 　+81-566-92-5312 ( 표)

팩스 번호 　+81-566-92-7002

E-mail 　oversea@nissei-gtr.co.jp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BROTHER-GTR기어모터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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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취급설명서 및 소프트웨어

명칭 　배터리 전원 타입 드라이버용 파라미터 설정 소프트웨어 ACD-PSTool 취급설명서

개요 　드라이버용 파라미터 설정 소프트웨어의 접속방법 등이 기재된 취급설명서

URL https://www.nissei-gtr.co.jp/pdf/data/gtr/manual/gtr2-cd/acd-pc-k.pdf

명칭 　배터리 전원 타입 드라이버용 파라미터 설정 소프트웨어 ACD-PSTool

개요 　드라이버의 파라미터 설정용 소프트웨어

URL https://www.nissei-gtr.co.jp/gtr/download/agreement-k/

명칭 　배터리 전원 드라이버 SD타입 상세취급설명서(본서)

개요 　본 기어모터 전용 드라이버의 상세 파라미터 등이 기재된 상세취급설명서

URL https://www.nissei-gtr.co.jp/pdf/data/gtr/manual/sd/battery-dsd-k.pdf

명칭 　배터리 전원 기어모터 SD타입 상세취급설명서

개요 　기어모터의 배선방법,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상세취급설명서

URL https://www.nissei-gtr.co.jp/pdf/data/gtr/manual/sd/battery-msd-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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