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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반반적적으으로로 AAllttiissttaarrtt 4488은은 전전기기적적,, 기기계계적적으으로로 설설치치되되기기 전전에에 제제어어 ((CCLL11--CCLL22)) 및및 전전원원공공급급장장치치 ((11//LL11 ‐‐

33//LL22 ‐‐ 55//LL33))는는 분분리리되되어어 있있어어야야 합합니니다다..

운운전전중중인인 모모터터는는 실실행행 명명령령어어를를 취취소소하하면면 정정지지되되며며 AAllttiissttaarrtt 4488은은 여여전전히히 전전원원이이 켜켜진진 상상태태입입니니다다.. 

작작업업자자 안안전전을을 위위해해 갑갑작작스스러러운운 재재시시동동을을 방방지지해해야야 하하는는 경경우우,, 이이런런 전전기기쇄쇄정정 시시스스템템만만으으로로 충충분분치치 않않으으며며

주주회회로로에에 차차단단기기를를 달달아아야야 합합니니다다..

AAllttiissttaarrtt 4488에에는는 안안전전장장비비가가 장장착착되되어어,, 만만약약 고고장장이이 나나면면 이이것것이이 AAllttiissttaarrtt 4488을을 정정지지시시키키고고 결결과과적적으으로로

모모터터를를 정정지지시시킵킵니니다다.. 모모터터 자자체체는는 기기계계적적 차차단단으으로로 정정지지됩됩니니다다.. 결결국국 전전압압변변화화 또또는는 라라인인공공급급 실실패패 또또한한

차차단단을을 유유발발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차차단단의의 원원인인이이 사사라라지지면면,, 안안전전규규정정을을 준준수수해해야야 하하는는 특특정정 기기계계나나 설설치치된된 시시설설을을

위위험험하하게게 할할 수수 있있는는 재재시시동동의의 위위험험이이 발발생생합합니니다다..

이이 경경우우,, 사사용용자자는는 재재시시동동의의 가가능능성성에에 비비해해 예예방방조조치치를를 취취해해야야 합합니니다다.. 특특히히 모모터터가가 프프로로그그램램되되지지 않않은은

차차단단을을 수수행행하하는는 경경우우,, AAllttiissttaarrtt 4488에에 공공급급되되는는 전전력력을을 차차단단하하기기 위위해해 저저속속도도검검출출기기를를 사사용용합합니니다다..

본본 문문서서에에 설설명명한한 제제품품과과 장장비비는는 작작동동 방방식식 또또는는 기기술술적적 관관점점에에 따따라라 언언제제라라도도 변변경경 또또는는 수수정정될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이이에에 관관련련한한 설설명명은은 결결코코 계계약약의의 보보증증사사항항으으로로 간간주주될될 수수 없없습습니니다다..

본본 AAllttiissttaarrtt 4488은은 국국내내 및및 국국제제 기기준준에에 의의거거해해 설설치치되되고고 셋셋업업되되어어야야 합합니니다다.. 본본 장장치치의의 준준수수여여부부는는 무무엇엇보보다다도도

유유럽럽연연합합 내내의의 EEMMCC 지지침침을을 준준수수해해야야 하하는는 시시스스템템 통통합합자자의의 책책임임입입니니다다..

본본 문문서서에에 포포함함된된 사사양양은은 EEMMCC 지지침침의의 필필수수요요건건을을 준준수수하하기기 위위해해 적적용용되되어어야야 합합니니다다..

AAiittiissttaarrtt 4488은은 일일종종의의 구구성성요요소소로로 간간주주해해야야 합합니니다다.. 유유럽럽의의 지지침침들들 ((기기계계류류 지지침침 및및 전전자자파파 적적합합성성 지지침침))에에

의의거거해해 사사용용할할 준준비비가가 된된 기기계계 또또는는 장장비비가가 아아닙닙니니다다.. 관관련련 기기준준에에 한한 준준수수여여부부 보보장장은은 최최종종 통통합합자자의의 책책임임

입입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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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설치 단계

1 ‐ Altistart 48의 점검

�라벨에 인쇄된 Altistart 48 레퍼런스가 구매주문서에 해당하는 납품인수증과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Altistart 48 포장을 제거하여 운송 중에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 22 ~ 23페이지의 권고사항에 따라 Altistart 48을 설치합니다.

3 - Altistart 48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십시오.

� 제어라인 공급장치 (CL1 ‐ CL2)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력라인 공급장치 (1/L1 - 3/L2 - 5/L3)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모터 (2/T1 - 4/T2 - 6/T3)와 모터의 커플링이 공급전압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NNoottee : 바이패스 접촉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라인 공급측의 L1, L2, L3 및 Altistart 48에 이런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단말기 A2, B2, C2에 연결합니다. 31페이지의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ATS48●●●Q가 모터 델타 결선에 사용되면 12 ~ 13페이지의 권장사항, 32페이지의 회로도를 따릅니다.

ATS48 전력부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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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스타터 바이패스

라인 공급장치



스타터 설치 단계

외부 입출력이 필요할 경우 RUN 및 STOP 명령을 연결하십시오.

STOP 상태가 1 (on)이고 RUN 상태가 1 (on)이면 운전

STOP 상태가 0 (off)이고 RUN 상태가 1 또는 0이면 정지

4 - Altistart 48 기동하기 전의 필수 정보

모터 명판 위의 정보를 참고합니다. 그 값은 Set 메뉴의 파라미터 설정에 사용됩니다.

5 - 전력부 및 실행명령어 없이 제어부 (CL1-CL2) 전원 켜기

Altistart 48 표시 : nLP (전원 스위치 꺼짐을 나타냅니다.)

ATS 48 시동기는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용을 위해 공장설정치로 되어있습니다. 

모터보호 Class 10의 제품입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46페이지에 설명한 파라미터를 참조합니다.

어어떤떤 경경우우든든,,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모모터터명명판판에에 표표시시된된 값값에에 따따라라 설설정정되되어어야야 합합니니다다..

6 - (1/L1 - 3/L2 - 5/L3) 전원부의 전원 켜기

Altistart 48 표시 : rdY (Altistart 48에 전원이 켜지고 준비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시스템 기동을 위한“운전 명령”을 전송합니다.

제어단말장치의 공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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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장장이이 발발생생한한 경경우우 전전기기회회로로를를 차차단단하하기기 위위해해 접접촉촉기기 전전원원공공급급장장치치 라라인인에에 고고장장릴릴레레이이를를 연연결결

하하십십시시오오.. 자자세세한한 내내용용은은 회회로로도도를를 참참조조합합니니다다..



공장 구성

공장 설정사항 (출하시 설정치)

Altistart 48은 가장 공통적인 작동조건에 맞게 초기값이 설정되어 출하됩니다.

� ATS 48은 모터 라인공급에서 사용됩니다. (모터 결선부의 델타 연결로 삽입되지 않습니다.)

� 공칭모터 전류 :

- ATS 48●●●Q : 표준 400 V 4-극 모터에 맞게 미리 설정됨.

- ATS 48●●●Y : NEC 전류, 460 V 모터에 맞게 미리 설정됨.

� 제한전류 (ILt) : 모터전류 400%

� 가속시간 (ACC) : 15초

� 기동 초기 토오크 (tq0) : 공칭 토오크 20%

� 정지 (StY) : 자유회전 정지 (-F-)

� 모터 열 보호 (tHP) : Class 10 보호곡선

� 디스플레이 : 전원 및 제어전원 인가시 rdY (Altistart 48 준비상태) 및 운전중 모터전류 표시

� 로직 입력 :

- LI1 : STOP

- LI2 : RUN

- LI3 : 자유회전 강제 정지 (LIA)

- LI4 : 강제 로컬모드 (LIL)

� 로직 출력 :

- LO1 : 모터 과부하 알람 (tA1)

- LO2 : 모터에 전원 인가됨 (mI)

� 릴레이 출력 :

- R1 : 고장 릴레이 (r1I)

- R2 : 기동후 바이패스 릴레이

- R3 : 모터에 전원 인가됨 (mI)

� 아날로그 출력 :

- AO : 모터 전류 (OCr, 0 - 20 mA)

� 통신 파라미터 :

- 시리얼 링크로 연결되는 Altistart 48의 Logic Address는 (Add) = “0”

- 전송속도 (tbr) : 초당 19200 비트

- 통신 형식 (FOr) : 8비트, no parity, 1 stop 비트 (8nl)

위의 값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맞다면 , Altistart 48은 설정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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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권장사항

취급과 보관

설치하기 전 스타터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포장처리합니다.

설치 시의 취급

Altistart 48 레인지는 중량 및 치수가 6가지로 구성됩니다.

소용량 스타터는 포장을 제거하고 핸들링 장치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핸들링 장치는 용량 스타터와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용량 스타터에는“lugs”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에 설명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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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파파워워레레일일로로 시시동동장장치치를를 건건드드리리지지 마마십십시시오오..



보호 등급 �ATS 48D17● ~ C11●용 IP20

�ATS 48C14● ~ M12●(1)용 IP00

허용 진동 IEC 68-2-6 준수 :

�1.5 mm Peak로 2에서 13 Hz까지

�1 gn으로 13에서 200 Hz까지

충격 저항 IEC 68-2-27 준수 :

�15 gn, 11 ms

최 환경 오염 IEC 947-4-2 준수하는 Class 3

최 상 습도 IEC 68-2-3 준수하는, 낙수 또는 응결 없이 93%

장치 주변의 환경 온도 보관 : -25�C ~ +70�C

운전 :

�디레이팅 없이 -10�C ~ +40�C

�최 +60�C, 40�C 이상의 매 �C에 해 2% 전류 감소

최 작동 고도 디레이팅 없이 1000 m 

(이 위에서, 100m 추가될 때마다 전류 0.5% 감소)

운전 위치 수직 ± 10�

기술 사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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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보호호등등급급 IIPP0000의의 AATTSS 4488은은 전전격격으으로로 부부터터 보보호호하하기기 위위해해 보보호호바바를를 설설치치해해야야 합합니니다다..



운전 권장 사항

가용 토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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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Ts와 Is는 비동기 모터의 직입기동을 나타냅니다.

곡선 Ts1은 전류제한 설정 ILt에 따라 달라지는 ATS 48에 사용할 수

있는 토오크의 총 범위를 나타냅니다. 스타터의 운전은 이 범위 내의

모터 토오크에 의해 조절됩니다.

Tr : Ts1 토오크 보다 항상 낮아야하는 저항토오크.

소프트 스타터 ‐ 소프트 스탑 유닛의 설정

S1 모터 DUTY 효율은 열 평형을 도달하게 되는 일정 부하에 응됩니다.

S4 모터 효율은 일정 부하 및 동작주기에 응됩니다. 이 주기는 부하계수에 의해 그 특징이 설명됩니다.

Altistart 48은 모터의 정격전력 및 어플리케이션 타입 (표준형 및 극심한 경우)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표준형”과“극심형”의 기준은 모터의 한계전류치와 모터 duty S1, S4의 싸이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적용

예 : 원심펌프

일반 적용시, Altistart 48은 다음을 제공하도록 설계됩니다.

�S1 효율 : 23초 동안 4배의 전류로 시동, 냉각 상태에서 46초 동안 3배의 전류로 시동.

�S4 효율 : 동일열적 조건하에 시간 당 50%의 부하율 및 10번의 시동 조건하에 23초 동안 3배의 전류 또는

12초 동안 4배의 전류.

이 경우, 모터 열 보호는 보호등급 Class 10에 적용됩니다.

특수환경 적용

예 : 분쇄기

특수환경 적용시, Altistart 48은 동일 열적조건 하에서 23초 동안 4배의 전류로 시간당 50%의 부하율과

5번의 시동으로 Duty S4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모터 열 보호는 보호 Class 20에 따라야 합니다. 전전류류 IInn을을

공공장장출출하하 설설정정 로로 두두어어서서는는 안안 되되며며, 모터 명판에 표시된 값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NNoottee :: 스타터는 한 단계 상위의 정격으로 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uty S4의 11 kW -400V 모터에

ATS 48D17Q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동이 종료된 후 Altistart의 입력부와 출력부를 바이패스 시키면 최 23초 동안 3배의 전류로

시간당 10번의 기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모터의 열보호는 보호등급 Class 10에 따라야 합니다.

경경고고 :: 변변압압기기 및및 저저항항기기와와 같같은은 모모터터보보다다 과과부부하하에에 AAllttiissttaarrtt 4488을을 사사용용하하지지 마마십십시시오오.. AAllttiissttaarrtt

4488에에 연연결결되되어어 있있는는 모모터터의의 단단자자 에에 역역률률개개선선요요 콘콘덴덴서서를를 연연결결하하지지 마마십십시시오오..



운전 권장 사항

모터와 Y 또는 △ 결선방식으로 연결된 Altistart 48 Q 레인지 (230-415 V)

모모터터 공공급급라라인인에에 연연결결된된 AAllttiissttaarrtt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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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연결은 공급전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이 예예에에서서는는 YY 결결선선입입니니다다..

모터 연결은 공급전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이 예예에에서서는는 △△ 결결선선입입니니다다..



운전 권장 사항

Altistart 48과 직렬로 각 결선을 델타 결선한 경우 (ATS48●●●Q Type)

ATS48●●●Q는 델타 결선으로 모터 결선에 직렬로 연결됩니다.

√3계수에 의한 선간 전류보다 낮은 전류로 전원이 공급되어, 더 낮은 정격의 시동기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옵션은 고급설정메뉴 (dLt = On)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가동중 표시된 전류뿐 아니라 제한전류 및 정격전류는 온라인 값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AAllttiissttaarrtt 4488의의 AATTSS4488●●●●●●QQ에에 해해서서만만 모모터터 델델타타 결결선선 방방식식으으로로 연연결결될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자자유유회회전전 정정지지만만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캐캐스스케케이이딩딩은은 가가능능하하지지 않않습습니니다다..

-- 예예열열은은 가가능능하하지지 않않습습니니다다..

스타터-모터 조합에 한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의 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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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델타 결선방식의 연결

예예 ::

195 A (델타 결선에 맞는 공칭 전류)의 선간 전류를 가진 400 V - 110 kW 모터.

각 결선의 전류는 195/1.7, 114 A에 해당합니다.

정격은 최 구 공칭전류가 이 전류 바로 위의 140 A (일반 적용에 해당하는 ATS48C14Q)인 상태의 시동기를

선택해 결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격을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적용 종류에 한 모터 전력에 해당하는 스타터 정격을 표시한

16페이지 및 17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모터 시동기 230/415 V (+ 10% - 15%) - 50/60 Hz

모터 용량 Class 10에서의 ICL 품번

최 지속 전류 정격

230 V 400 V

kkWW kkWW AA AA

4 7.5 17 17 ATS 48D17Q

5.5 11 22 22 ATS 48D22Q

7.5 15 32 32 ATS 48D32Q

9 18.5 38 38 ATS 48D38Q

11 22 47 47 ATS 48D47Q

15 30 62 62 ATS 48D62Q

18.5 37 75 75 ATS 48D75Q

22 45 88 88 ATS 48D88Q

30 55 110 110 ATS 48C11Q

37 75 140 140 ATS 48C14Q

45 90 170 170 ATS 48C17Q

55 110 210 210 ATS 48C21Q

75 132 250 250 ATS 48C25Q

90 160 320 320 ATS 48C32Q

110 220 410 410 ATS 48C41Q

132 250 480 480 ATS 48C48Q

160 315 590 590 ATS 48C59Q

(1) 355 660 660 ATS 48C66Q

220 400 790 790 ATS 48C79Q

250 500 1000 1000 ATS 48M10Q

355 630 1200 1200 ATS 48M12Q

스타터‐모터 조합

일반 적용, 230/415 V 공급, Y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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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정격전류가 Class 10에서의 최 지속전류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 일치하는 표준화된 모터가 없을 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도에 의한 전류 특성

위의 표에 표기된 값은 주위온도 최 40�C일 때의 작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ATS 48은 Class 10의 최 지속전류가 40�C 이상에서 각 온도마다 2% 감소한다는 조건하에 주위온도 최

60�C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 ATS 48D32Q를 50�C에서 사용할 경우 10×2% = 20% 감소되므로 32×0.8 = 25.6 A (최 정격 전류)가

됩니다.



모터 시동기 230/415 V (+ 10% - 15%) - 50/60 Hz

모터 용량 Class 20에서의 ICL 품번

최 지속 전류 정격

230 V 400 V

kkWW kkWW AA AA

3 5.5 12 17 ATS 48D17Q

4 7.5 17 22 ATS 48D22Q

5.5 11 22 32 ATS 48D32Q

7.5 15 32 38 ATS 48D38Q

9 18.5 38 47 ATS 48D47Q

11 22 47 62 ATS 48D62Q

15 30 62 75 ATS 48D75Q

18.5 37 75 88 ATS 48D88Q

22 45 88 110 ATS 48C11Q

30 55 110 40 ATS 48C14Q

37 75 140 170 ATS 48C17Q

45 90 170 210 ATS 48C21Q

55 110 210 250 ATS 48C25Q

75 132 250 320 ATS 48C32Q

90 160 320 410 ATS 48C41Q

110 220 410 480 ATS 48C48Q

132 250 480 590 ATS 48C59Q

160 315 590 660 ATS 48C66Q

(1) 355 660 790 ATS 48C79Q

220 400 790 1000 ATS 48M10Q

250 500 1000 1200 ATS 48M12Q

스타터‐모터 조합

특수환경 적용, 230/415 V 공급, Y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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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정격전류는 Class 10의 최 지속전류 이하여야 합니다.

(1) 일치하는 표준화된 모터가 없을 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도에 의한 전류특성

위의 표에 표기된 값은 주위온도 최 40�C일 때의 작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ATS 48은 Class 10의 최 지속전류가 40�C 이상에서 각 온도마다 2% 감소한다는 조건하에 주위온도 최

60�C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 ATS 48D32Q를 50�C에서 사용할 경우 10×2% = 20% 감소되므로 22 A는 22×0.8 = 17.6 A (최

정격전류)가 됩니다.



모터 시동기 230/415 V (+ 10% - 15%) - 50/60 Hz

모터 용량 Class 10에서의 ICL 품번

최 지속 전류 정격

230 V 400 V

kkWW kkWW AA AA

7.5 15 29 29 ATS 48D17Q

9 18.5 38 38 ATS 48D22Q

15 22 55 55 ATS 48D32Q

18.5 30 66 66 ATS 48D38Q

22 45 81 81 ATS 48D47Q

30 55 107 107 ATS 48D62Q

37 55 130 130 ATS 48D75Q

45 75 152 152 ATS 48D88Q

55 90 191 191 ATS 48C11Q

75 110 242 242 ATS 48C14Q

90 132 294 294 ATS 48C17Q

110 160 364 364 ATS 48C21Q

132 220 433 433 ATS 48C25Q

160 250 554 554 ATS 48C32Q

220 315 710 710 ATS 48C41Q

250 355 831 831 ATS 48C48Q

(1) 400 1022 1022 ATS 48C59Q

315 500 1143 1143 ATS 48C66Q

355 630 1368 1368 ATS 48C79Q

(1) 710 1732 1732 ATS 48M10Q

500 (1) 2078 2078 ATS 48M12Q

스타터‐모터 조합

일반 적용, 230/415 V 공급, △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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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정격전류는 Class 10의 최 지속전류 이하이어야 합니다.

(1) 일치하는 표준화된 모터가 없을 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도에 의한 전류특성

위의 표에 표기된 값은 주위온도 최 40�C일 때의 작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ATS 48은 Class 10의 최 지속전류가 40�C 이상에서 각 온도마다 2% 감소한다는 조건하에 주위온도 최

60�C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 ATS 48D32Q를 50�C에서 사용할 경우 10×2% = 20% 감소되므로 38 A는 38×0.8 = 30.4 A (최

정격전류)가 됩니다.



모터 시동기 230/415 V (+ 10% - 15%) - 50/60 Hz

모터 용량 Class 20에서의 ICL 품번

최 지속 전류 정격

230 V 400 V

kkWW kkWW AA AA

5.5 11 22 29 ATS 48D17Q

7.5 15 29 38 ATS 48D22Q

9 18.5 38 55 ATS 48D32Q

15 22 55 66 ATS 48D38Q

18.5 30 66 81 ATS 48D47Q

22 45 81 107 ATS 48D62Q

30 55 107 130 ATS 48D75Q

37 55 130 152 ATS 48D88Q

45 75 152 191 ATS 48C11Q

55 90 191 242 ATS 48C14Q

75 110 242 294 ATS 48C17Q

90 132 294 364 ATS 48C21Q

110 160 364 433 ATS 48C25Q

132 220 433 554 ATS 48C32Q

160 250 554 710 ATS 48C41Q

220 315 710 831 ATS 48C48Q

250 355 831 1022 ATS 48C59Q

(1) 400 1022 1143 ATS 48C66Q

315 500 1143 1368 ATS 48C79Q

355 630 1368 1732 ATS 48M10Q

(1) 710 1732 2078 ATS 48M12Q

스타터‐모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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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환경 적용, 230/415 V 공급, △ 결선

모터의 정격전류는 Class 20에서 최 지속전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일치하는 표준화된 모터가 없을 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도에 의한 전류특성

위의 표에 표기된 값은 주위온도 최 40�C일 때의 작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ATS 48은 Class 20에서의 최 지속전류가 40�C 이상의 매 온도에 해 2% 감소되는 한, 최 60%의 환경

온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 ATS 48D32Q를 50�C에서 사용할 경우 10×2% = 20% 감소되므로 38 A는 38×0.8 = 30.4 A (최

정격전류)가 됩니다.



모터 시동기 208/690 V (+ 10% - 15%) - 50/60 Hz

모터 용량 Class 10에서의 ICL           품번

최 지속 전류 정격

208 V 230 V 440 V 460 V 500 V 575 V 690 V

HHPP HHPP kkWW HHPP kkWW HHPP kkWW AA AA

3 5 7.5 10 9 15 15 17 17 ATS 48D17Y

5 7.5 11 15 11 20 18.5 22 22 ATS 48D22Y

7,5 10 15 20 18.5 25 22 32 32 ATS 48D32Y

10 (1) 18.5 25 22 30 30 38 38 ATS 48D38Y

(1) 15 22 30 30 40 37 47 47 ATS 48D47Y

15 20 30 40 37 50 45 62 62 ATS 48D62Y

20 25 37 50 45 60 55 75 75 ATS 48D75Y

25 30 45 60 55 75 75 88 88 ATS 48D88Y

30 40 55 75 75 100 90 110 110 ATS 48C11Y

40 50 75 100 90 125 110 140 140 ATS 48C14Y

50 60 90 125 110 150 160 170 170 ATS 48C17Y

60 75 110 150 132 200 200 210 210 ATS 48C21Y

75 100 132 200 160 250 250 250 250 ATS 48C25Y

100 125 160 250 220 300 315 320 320 ATS 48C32Y

125 150 220 300 250 350 400 410 410 ATS 48C41Y

150 (1) 250 350 315 400 500 480 480 ATS 48C48Y

(1) 200 355 400 400 500 560 590 590 ATS 48C59Y

200 250 400 500 (1) 600 630 660 660 ATS 48C66Y

250 300 500 600 500 800 710 790 790 ATS 48C79Y

350 350 630 800 630 1000 900 1000 1000 ATS 48M10Y

400 450 710 1000 800 1200 (1) 1200 1200 ATS 48M12Y

스타터‐모터 조합

일반 적용, 208/690 V 공급, Y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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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정격전류는 Class 10에서 최 지속전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일치하는 표준화된 모터가 없을 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도에 의한 전류특성

위의 표에 표기된 값은 주위온도 최 40�C일 때의 작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ATS 48은 Class 10의 최 지속전류가 40�C 이상에서 각 온도마다 2% 감소한다는 조건하에 주위온도 최

60�C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 ATS 48D32Y를 50�C에서 사용할 경우 10×2% = 20% 감소되므로 32 A는 32×0.8 = 25.6 A (최

정격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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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모터 조합

특수환경 적용, 208/690 V 공급, Y 결선

모터 시동기 208/690 V (+ 10% - 15%) - 50/60 Hz

모터 용량 Class 20에서의 ICL          품번

최 지속 전류 정격

208 V 230 V 440 V 460 V 500 V 575 V 690 V

HHPP HHPP kkWW HHPP kkWW HHPP kkWW AA AA

2 3 5.5 7.5 7.5 10 11 12 17 ATS 48D17Y

3 5 7.5 10 9 15 15 17 22 ATS 48D22Y

5 7.5 11 15 11 20 18.5 22 32 ATS 48D32Y

7,5 10 15 20 18.5 25 22 32 38 ATS 48D38Y

10 (1) 18.5 25 22 30 30 38 47 ATS 48D47Y

(1) 15 22 30 30 40 37 47 62 ATS 48D62Y

15 20 30 40 37 50 45 62 75 ATS 48D75Y

20 25 37 50 45 60 55 75 88 ATS 48D88Y

25 30 45 60 55 75 75 88 110 ATS 48C11Y

30 40 55 75 75 100 90 110 140 ATS 48C14Y

40 50 75 100 90 125 110 140 170 ATS 48C17Y

50 60 90 125 110 150 160 170 210 ATS 48C21Y

60 75 110 150 132 200 200 210 250 ATS 48C25Y

75 100 132 200 160 250 250 250 320 ATS 48C32Y

100 125 160 250 220 300 315 320 410 ATS 48C41Y

125 150 220 300 250 350 400 410 480 ATS 48C48Y

150 (1) 250 350 315 400 500 480 590 ATS 48C59Y

(1) 200 355 400 400 500 560 590 660 ATS 48C66Y

200 250 400 500 (1) 600 630 660 790 ATS 48C79Y

250 300 500 600 500 800 710 790 1000 ATS 48M10Y

350 350 630 800 630 1000 900 1000 1200 ATS 48M12Y

모터의 정격전류는 Class 20에서 최 지속전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일치하는 표준화된 모터가 없을 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도에 의한 전류특성

위의 표에 표기된 값은 주위온도 최 40�C일 때의 작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ATS 48은 Class 20에서의 최 지속전류가 40�C 이상의 매 온도에 해 2% 감소되는 한, 최 60%의 환경

온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 ATS 48D32Y를 50�C에서 사용할 경우 10 × 2% = 20% 감소되므로 22 A는 22 × 0.8 = 17.6 A

(최 정격전류)가 됩니다.



치수

ATS 48D17●...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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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TSS 4488 a b c e G H ∅ 중량

mm mm mm mm mm mm mm mm kg

DD1177QQ,, DD1177YY 160 275 190 6.6 100 260 7 4.9

DD2222QQ,, DD2222YY

DD3322QQ,, DD3322YY

DD3388QQ,, DD3388YY

DD4477QQ,, DD4477YY

DD6622QQ,, DD6622YY 190 290 235 10 150 270 7 8.3

DD7755QQ,, DD7755YY

DD8888QQ,, DD8888YY

CC1111QQ,, CC1111YY

CC1144QQ,, CC1144YY 200 340 265 10 160 320 7 12.4

CC1177QQ,, CC1177YY

CC2211QQ,, CC2211YY 320 380 265 15 250 350 9 18.2

CC2255QQ,, CC2255YY

CC3322QQ,, CC3322YY

CC4411QQ,, CC4411YY 400 670 300 20 300 610 9 51.4

CC4488QQ,, CC4488YY

CC5599QQ,, CC5599YY

CC6666QQ,, CC6666YY



치수

ATS 48C79●...M12●

21

AATTSS 4488 a b c e G H ∅ 중량

mm mm mm mm mm mm mm mm kg

CC7799QQ,, CC7799YY 770 890 315 20 350 850 9 115

MM1100QQ,, MM1100YY

MM1122QQ,, MM1122YY



설치시 권장 사항

±10�내에서 제품을 수직으로 설치합니다.

제품은 발열부분이 있는 부분에 가까이 설치하지 마십시오.

냉각 목적의 공기는 장비의 아래에서 위까지 순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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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액체체,, 먼먼지지,, 전전도도성성 물물체체가가 AAllttiissttaarrtt 4488에에

떨떨어어질질 ((위위에에서서 부부터터 보보호호등등급급 IIPP0000)) 가가능능성성이이

있있는는지지를를 점점검검합합니니다다..

스타터 환풍

냉각팬이 설치된 스타터에서, 방열판 온도가 50�C에 달하면 팬이 자동적으로 켜지며, 온도가 다시 40�C로

떨어지면 꺼집니다.

팬 사양

ATS 48 D32●및 D38●: 14 ㎥ /hour

ATS 48 D47●: 28 ㎥ /hour

ATS 48 D62●C11●: 86 ㎥ /hour

ATS 48 C14●및 C17●: 138 ㎥ /hour

ATS 48 C21●C32●: 280 ㎥ /hour

ATS 48 C41●C66●: 600 ㎥ /hour

ATS 48 C79●M12●: 1,200 ㎥ /hour 



시동기 기준
W 전력

시동기 기준
W 전력

ATS 48 ATS 48

D17Q, D17Y 59 C21Q, C21Y 580

D22Q, D22Y 74 C25Q, C25Y 695

D32Q, D32Y 104 C32Q, C32Y 902

D38Q, D38Y 116 C41Q, C41Y 1339

D47Q, D47Y 142 C48Q, C48Y 1386

D62Q, D62Y 201 C59Q, C59Y 1731

D75Q, D75Y 245 C66Q, C66Y 1958

D88Q, D88Y 290 C79Q, C79Y 2537

C11Q, C11Y 322 M10Q, M10Y 2865

C14Q, C14Y 391 M12Q, M12Y 3497

C17Q, C17Y 479

금속 벽 고정형 또는 IP23 보호등급의 바닥 설치형

앞 페이지의 설치 권장사항을 준수합니다.

드라이브에 적절하게 공기를 순환시키려면 :

- 격자형 환풍기를 고정시킵니다.

- 환기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만일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필터가 장착된 외부 환풍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정격 전류에서 바이패스 되지 않았을 때 스타터에 의해 손실된 전력

벽 고정형 또는 바닥 설치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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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ottee :: 스스타타터터가가 바바이이패패스스 될될 때때,, 손손실실되되는는 전전력력 양양은은 매매우우 적적습습니니다다.. ((1155 및및 3300 WW 사사이이))

제어 소비(모든 정격) : 25 W 통풍 안됨

ATS48D32, C17 Q/Y : 30 W 통풍

ATS48C21, D32 Q/Y : 50 W 통풍

ATS48C41, M12 Q/Y : 80 W 통풍



단자 기능

지에

연결된

지선 공사

1/L1 전원 공급

3/L2

5/L3

2/T1 모터

4/T2 출력

6/T3

A2 시동기

B2 바이패스

C2

전원 단자

단자 조임 토오크

ATS 48 ATS 48 ATS 48 ATS 48 ATS 48 ATS 48

D17�D22� D62�D75� C14�C17� C21�C25� C41�C48� C79�M10�

D32�D38� D88�C11� C32� C59�C66�M12�

D47�

10 ㎟ 16 ㎟ 120 ㎟ 120 ㎟ 240 ㎟ 2×240 ㎟

1.7 N.m 3 N.m 27 N.m 27 N.m 27 N.m 27 N.m

8 AWG 4 AWG Busbar Busbar Busbar Busbar

15 lb.in 26 lb.in 238 lb.in 238 lb.in 238 lb.in 238 lb.in

16 ㎟ 50 ㎟ 95 ㎟ 240 ㎟ 2×240 ㎟ 4×240 ㎟

3 N.m 10 N.m 34 N.m 34 N.m 57 N.m 57 N.m

8 AWG 2/0 AWG 2/0 AWG Busbar Busbar Busbar

26 lb.in 88 lb.in 300 lb.in 300 lb.in 500 lb.in 500 lb.in

16 ㎟ 50 ㎟ 95 ㎟ 240 ㎟ 2×240 ㎟ 4×240 ㎟

3 N.m 10 N.m 34 N.m 34 N.m 57 N.m 57 N.m

8 AWG 2/0 AWG 2/0 AWG Busbar Busbar Busbar

26 lb.in 88 lb.in 300 lb.in 300 lb.in 500 lb.in 500 lb.in

16 ㎟ 50 ㎟ 95 ㎟ 240 ㎟ 2×240 ㎟ 4×240 ㎟

3 N.m 10 N.m 34 N.m 34 N.m 57 N.m 57 N.m

8 AWG 2/0 AWG 2/0 AWG Busbar Busbar Busbar

26 lb.in 88 lb.in 300 lb.in 300 lb.in 500 lb.in 500 lb.in

24

전원 단자 레이아웃, ATS 48D17�C11�

모모터터는는 22//TT11,, 44//TT22,, 66//TT33에에 연연결결되되어어야야 한한다다..



전원 단자

전원 단자 레이아웃, ATS 48C14●와 C17●

25

모터



전원 단자

전원 단자 레이아웃, ATS 48C21● ~ C32●

26

모터



전원 단자

전원 단자 레이아웃, ATS 48C41● ~ C66●

27

모터



전원 단자

전원 단자 레이아웃, ATS 48C79● ~ M12●

28

모터



단자 기능 특성

CL1 Altistart 제어 전원 공급 ATS 48●●●Q : 220 to 415 V + 10% - 15%, 50/60 Hz

CL2 ATS 48●●●Y : 110 to 230 V + 10% - 15%, 50/60 Hz

소비전력 23페이지 참조

R1A 프로그램 가능한 릴레이 r1의 최소 스위칭 용량

R1C 평시 개방 (N/0) 접촉 �직류 6 V에 해 10 mA

R2A 프로그램 가능한 릴레이 r2의 유도부하에 한 최 스위칭 용량

R2C 평시 개방 (N/0) 접촉 (cosφ= 0.5 및 L/R = 20 ms)

R3A 프로그램 가능한 릴레이 r3의 �230 V ~ 및 직류 30 V에 해 1.8 A

R3C 평시 개방 (N/0) 접촉 최 전압 400 V

STOP 소프트 스타트 정지 (상태 0 = 정지) 4.3 kΪ 임피던스의 4 × 24 V 로직 입력

RUN 소프트 스타트 운전 (상태 1 = Umax = 30 V, Imax = 8 mA

STOP이 상태 1인 조건에서 운전) 상태 1 : U � 11 V - I � 5 mA

LI3 프로그램 가능한 입력 상태 0 : U � 5 V - I � 2 mA

LI4 프로그램 가능한 입력

24V 로직 입력 전원 공급 단락 및 과부하에 비한 24 V ±25%로 절연 및 보호됨, 

최 전류: 200 mA

LO+ 로직 출력 전원 공급 24 V에 연결되거나 외부전원에 연결됨

LO1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출력장치 2개의 커넥터 출력, 레벨 1 PLC, IEC 65A-68 표준과 호환됨.

LO2 �전원공급 +24 V (최소 12 V, 최 30 V)

�외부전원으로 매 출력당 최 전류 200 mA

AO1 프로그램 가능한 아날로그 출력 출력은 0 - 20 mA 또는4 - 20 mA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최 값의 ± 5%의 최 값, 최 부하 임피던스 500 Ϊ

COM I/O 공통 0 V

PTC1 PTC 프로브용 입력 25�C일 때 프로브 회로 750 Ϊ 의 총 저항

PTC2 (3 x 250 Ϊ , 예 : 연속형 프로브)

(RJ 45) 다음에 사용하기 위한 커넥터 RS 485 Modbus

�원격 단자

�PowerSuiteTM

�통신버스

제어 단자

제어단자에는 한쪽 방향의 플러그인 커넥터를 끼웁니다.

최 연결 용량 : 2.5 mm2 (12 AWG)

최 조임 토오크 : 0.4 N.m (3.5 lb.in)

ATS 48C17● ~ M12●, Altistart 48의 제어단자에 접속하기 위해 보호마개를 벗기십시오.

전기적 특성

29

제어단자 레이아웃



배선/운전 - 정지 명령어

배선 권장사항

전전원원

케이블 굵기는 표준규격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스타터는 누설전류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접지되어야 합니다. 보호를 위해 1차측의“잔류 전류 장치”

사용이 설치 표준에 의해 요구될 때, A-Si 타입장치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전원을 켜는 동안 우연한 트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보호 장비와의 호환성을 점검하십시오. 동일한 라인에 여러 스타터가 설치된 상황이라면,

각 스타터는 개별적으로 접지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라인 쵸크를 장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설치시, 전원케이블은 통신선이나 제어회로 라인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탐지기, PLC, 측정장비, 비디오, 전화)

제제어어

제어회로와 전원 케이블을 멀리 떨어뜨려 설치하십시오.

운전 및 정지 로직 입력장치의 기능

(회로도에 해서는 32페이지를 참조합니다)

22선선식식 제제어어

운전 및 정지는 상태 1 (운전) 또는 0 (정지)에 의해 제어됩니다.

전원이 켜져있는 동안 혹은 수동 고장 리셋을 한경우 RUN 명령이 주어지면 모터는 다시 운전 됩니다.

33선선식식 제제어어

운전 및 정지는 2개의 개별 로직 입력장치에 의해 제어됩니다.

정지는 STOP 입력이 개방되면서 (상태 0) 가능하게 됩니다.

RUN 입력 펄스는 정지입력이 개방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전원이 켜져있고 수동으로 고장리셋을 한 경우 혹은 정지 명령후에, 모터는 다음 RUN 입력 펄스 (상태 1)에 의해

모터 전원이 인가되어집니다.

30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컨택터, 자유회전 정지, 유형 1 코디네이션

31

(1) 유형 2 참조 (IEC 60 947-4-2 준수)용의 신속용단 퓨즈 설치

(2) 릴레이 R1의 지정 : 아이솔레이팅 (r1I).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높은 정격 접촉기에 연결할 때 접점의 작동 한계에 유의하십시오.

(3) 공급전압이 ATS 48 컨트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압기를 사용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접촉기, 바이패스, 자유회전 정지 또는 제어 정지, 유형 1 조정

32

3선식 제어

2선식 제어 PC 또는 PLC 제어

(1) 유형 2 참조 (IEC 60 947-4-2 준수) 용의 퓨즈 설치

(2) 릴레이 R1 지정: 아이솔레이팅 릴레이 (r1I). 높은 정격 접촉기에 연결할 때 접점의 작동 한계에 유의

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3) 높은 정격 접촉기에 연결할 때 접점의 작동 한계에 유의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4) 공급전압이 ATS 48 컨트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압기를 사용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5) 30페이지의“2선식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6) 30페이지의“3선식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접촉기, 바이패스, 자유회전 정지, 모터의 델타에 연결, 유형 1 조정,

ATS 48●●●Q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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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식 제어

2선식 제어 PC 또는 PLC 제어

(1) 유형 2 참조 (IEC 60 947-4-2 준수)용의 퓨즈 설치

(2) 외부 차동 열적보호가 추가되어야 하며, KM1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3) 릴레이 R1 지정: 아이솔레이팅 릴레이 (r1I). 높은 정격 접촉기에 연결할 때 접점의 작동 한계에 유의

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4) 높은 정격 접촉기에 연결할 때 접점의 작동 한계에 유의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5) 공급전압이 ATS 48컨트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변압기를 사용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6) 30페이지의“2선식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7) 30페이지의“3선식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바이패스 접촉기가 사용되는 경우, “PHF”고장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자유회전 정지 또는 제어정지, 라인 접촉기, 모터, 바이패스, 두 세트의 파라미

터 LSP/H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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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 들어, 높은 정격 접촉기에 연결될 때, 접점의 작동 한계에 유의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5) IO 메뉴에서 릴레이 R1 설정 : 아이솔레이팅 릴레이 (r1I). 높은 정격 접촉기에 연결할 때 접점의 작동 한계에

유의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LI3 = LIS (모터 파라미터의 두 번째 세트)

S3 : 1 = LSP, 2 = HSP

(1) 유형 2 참조 (IEC 60 947-4-2준수)의 경우

신속용단 퓨즈 설치.

(2) 공급전압이 ATS 48 컨트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변압기를 사용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3) 모터 회전 방향이 양쪽 속도에 해 일치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접촉기, 단일 Altistart의 여러개의 캐스케이딩 모터 시동 및 감속

35

모터�1 모터�2 모터�i 모터�n

(1) 유형 2 참조 (IEC 60 947-4-2 준수)에 한 퓨즈 설치.

(2) 공급전압이 ATS 48 컨트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변압기를 사용하십시오.

29페이지의“전기적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중중요요::

�“캐스케이딩”로직 입력이 ATS48 (LI3 = LIC)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60페이지의“캐스케이드 기능의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 때 운전하게 되는 모터를 감속하거나, 모터에 제동을 걸 수 없습니다.

�각 회로 차단기 Qn1의 써멀을 모터 정격 전류로 조정하십시오.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접촉기, 단일 Altistart의 여러개의 캐스케이딩 모터 시동 및 감속

모모터터 11 제제어어

36

모모터터 22 제제어어

BPM1 : “운전”버튼, 모터 1 BPA1 : “정지”버튼, 모터 1

BPM2 : “운전”버튼, 모터 2 BPA2 : “정지”버튼, 모터 2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접촉기, 단일 Altistart의 여러개의 캐스케이딩 모터 시동 및 감속

모모터터 nn 제제어어

37

캐캐스스케케이이드드 제제어어

BPMn : “Run”버튼, 모터 n R1은 아이솔레이팅 릴레이 (r1 = r1I)로써 설정되어야 합니다.

BPAn : “Stop”버튼, 모터 n

22번번의의 연연속속 정정지지 요요청청 사사이이에에서서 타타이이머머 KKAALLIITT가가 종종료료되되는는 동동안안 기기합합니니다다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접촉기, 단일 Altistart의 여러개의 캐스케이딩 모터 시동 및 감속

캐캐스스케케이이드드 제제어어

38

MST : 일반“Run”버튼

MHT : 일반“Stop”버튼



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접촉기, 단일 Altistart의 여러개의 캐스케이딩 모터 시동 및 감속

전전체체 시시퀀퀀스스 설설명명 ::

MMSSTT로로 기기동동하하면면서서 KKMM11이이 여여자자됨됨..

11 -- 22 -- 33

모터1 기동을 위해 BPM1을 누릅니다. 모터2 기동을 위해 BPM2을 누른 후, 모터n 기동을 위해 BPMn을 누릅니다.

BPM1를 누르면 ACDEC가 활성화 되면서 KM11이 여자된 것처럼 KAM1도 여자됩니다.

(ATS48은 MST와 KM1에 의해 전원이 인가됩니다.)

KAM1이 닫히기 때문에 KA가 동작됩니다. 일정시간 경과후 KAT가 여자됩니다.

44 -- 55

KA 및 KAT의 RUN명령에 따라 ATS48가 모터를 기동하게 됩니다. KAT 때문에 KAM1이 떨어집니다.

KM11은 여전히 닫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66 -- 77

기동이 종료될 때 ATS48의 R2가 여자되면서 SHUNT가 닫히고 또 SHUNT에 의해 KM12가 닫히고 KM11은

닫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88 -- 99

릴레이 R1에 이어 릴레이 R2가 개방됩니다. (스타터 바이패스 기능)

ACDEC가 열리면서 KM11이 개방됩니다.

모터는 KM12에 의해 계속 전원이 공급됩니다.

ATS48은 고장 코드를 표시합니다.

다다음음 모모터터를를 시시작작하하기기 위위해해 동동일일한한 절절차차를를 수수행행합합니니다다.. 모모터터 nn을을 시시작작하하기기 위위해해 BBPPMMnn을을 사사용용하하고고 모모터터 nn을을

정정지지하하기기 위위해해 BBPPAAnn을을 사사용용합합니니다다.. 모모터터는는 순순서서에에 상상관관없없이이 시시작작과과 정정지지가가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모모터터11을을 정정지지시시키키기기 위위해해 BBPPAA11을을 누누릅릅니니다다.. AARR11닫닫힘힘..

aa -- bb -- cc -- dd

K 및 KALI가 닫힙니다.

ATS48 상의 LI는 KALI 및 KALIT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LI는 LIC값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ATS48 상의 R1 및 R2가 여자됩니다. (R2 및 R1의 펄스는 모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닫힌 상태가 됩니다.)

ee

KM11이 닫힘. 설정한 지연시간에 따라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 KT 및 KALIT가 동작됩니다.

ff

ATS48는 KALIT로부터의 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gg

KM12가 떨어집니다. ATS48이 모터를 감속시킵니다.

hh

모터가 완전히 정지하면 ATS48의 R1이 개방됩니다.

ii

KM11가 열립니다.

ATS48은 다음 모터를 시작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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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회로도

ATS 48 : 정방향 운전, 라인 접촉기, 단일 Altistart로 여러 개의 캐스케이딩 모터에 한 시동 및 감속

트트렌렌드드 다다이이어어그그램램

40

ATS48을 통해 전원인가된 모터

(아이솔레이팅 릴레이)

(스타터 바이패스 컨택터의 제어)

모터 스타트 모터 스탑



열 보호

시동기 열 보호

힛씽크에 설치된 PTC 프로브 및 사이리스터의 온도 상승을 계산함으로써 열보호가 이뤄집니다.

모터 열 보호

스타터는 정격 전류 및 실제 전류를 토 로 모터의 온도상승을 지속적으로 계산합니다.

온도 상승은 운전시간과 부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트립핑 곡선은 기동 전류 및 조정 가능한 모터

전류 In 간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표준 IEC60947-4-2는 써멀 고장없이 모터 (Warm 또는 Cold 상태)의 기동능력을 제공하는 보호등급을 정의

합니다. 상이한 보호등급은 Cold 상태 (안정화된 모터 열 상태에 해당함, 스위치 오프) 및 Warm 상태 (정격전력

일 때)에 해 주어집니다.

스타터는 보호등급 Class 10으로 공장출하 됩니다.

이 보호등급은 PrO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철편 시간 상수에 한 스타터에 표시된 열보호

- 과부하 경보는 모터의 정상온도 상승 임계를 초과하는 경우 (모터 열 상태 = 110%) 활성화됩니다.

- 써멀 고장은 결정적 임계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모터 열 상태 = 125%) 모터를 정지합니다.

시동이 길어지는 경우, 표시된 값이 설정치 이하일지라도 고장 또는 열 경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써멀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 릴레이 R1에 의해 써멀 고장이 표시됩니다.

모터가 정지했거나 스타터 정지 후 컨트롤 회로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도 써멀 상태가 계산됩니다.

Altistart 써멀제어는 온도 상승이 지나친 경우 모터가 다시 운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특수 모터가 (방염, 수중) 사용되는 경우 써멀 보호는 PTC 프로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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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보호

모터 열 보호

초초기기 시시동동시시 곡곡선선 ((CCoolldd ccuurrvveess))

42

일반적용에 해당하는 트립 시간 (Class 10) 특수환경 적용에 해당하는 트립 시간 (Class 20)

3 In 5 In 3.5 In 5 In

46 s 15 s 63 s 29 s



열 보호

모터 열 보호

재재시시동동시시 곡곡선선 ((WWaarrmm ccuurrvveess))

43

일반적용에 해당하는 개로시간 (Class 10) 특수환경 적용에 해당하는 개로시간 (Class 20)

3 In 5 In 3.5 In 5 In

23 s 7.5 s 32 s 15 s



열 보호

PTC 프로브를 이용한 모터 열 보호

모터 온도 측정을 위해 모터에 장착된 PTC 프로브는 제어카드 단자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값은 모터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PTC 프로브 열 오버슈트”값은 2가지 방식으로 처리 및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신호가 활성 상태 일 때 고장이 발생하면, 정지합니다

- 신호가 활성 상태이면,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이 경보는 시동기 상태를 나타내 주는 단어/비트(시리얼 링크)

또는 구성 가능한 로직 출력에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NNoottee ::

PTC 프로브 보호는 계산에 의해 제공된 모터 열 보호의 활성화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2종류의 보호는 병렬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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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택택한한 값값을을 기기억억,, 저저장장합합니니다다 ::

값이 저장될 때 디스플레이가 번쩍입니다.    

디스플레이 원리

숫자 표시 원칙은 파라미터 및 그 값의 최 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 척도 9990 :

- 값 0.1 - 99.9 (예 : 05.5 = 5.5; 55.0 = 55; 55.5 = 55.5)

- 값 100 - 999 (예 : 555 = 555)

- 값 1000 - 9990 (예 : 5.55 = 5550)

�최 척도 99900 :

- 값 1 to 999 (예 : 005 = 5; 055 = 55; 550 = 550)

- 값 1000 - 9990 (예 : 5.55 = 5550)

- 값 10000 - 99900 (예 : 55.5 = 55500)

또는 을 누르면 선택사항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및 프로그래밍

키 및 디스플레이의 기능

45

�이전 메뉴 또는 파라미터의

복귀 또는 표시된 값을 증가

시킵니다.

� 3자,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메뉴 또는 파라미터로

들어가거나, 표시된

파라미터 또는 값을

저장합니다.

�다음 메뉴 또는 파라미터를 이동하거나,

표시된 값을 감소시킵니다.

�메뉴 또는 파라미터를 빠져나가거나,

메모리에 있는 이전의 값으로 복귀합니다.

ENT



디스플레이 장치 및 프로그래밍

메뉴 접근

46

설정 메뉴

보호 메뉴

입출력 메뉴

통신메뉴

스타터�상태의�디스플레이

고급 설정 메뉴

두개의�모터�피라미터�설정�메뉴�

디스플레이�파라미터�메뉴

(1) 표시된 값“XXX”의 관리는 다음 페이지의 표에서 제시됩니다.

(2) 메뉴 St2는“두 개의 모터 파라미터”기능이 구성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접근

선선택택한한 값값을을 기기억억,, 저저장장합합니니다다 ::

값이 저장될 때 디스플레이가 번쩍입니다.

예:

메뉴

메뉴의 브라우저

다음 파라미터

파라미터 값

한번 번쩍임 (저장)

ENT



디스플레이 장치 및 프로그래밍

스타터 상태의 디스플레이

표시된 값“XXX”는 아래의 원칙을 따릅니다.

47

표시된 값 조건

고장 코드 고장을 검출한 스타터

운전 명령 없는 스타터

nLP �주 전원 공급되지 않음

rdY �주 전원 공급됨

tbS 스타터의 시간 지연이 경과되지 않음

HEA 모터 예열이 진행 중임

사용자가 선택한 모니터링 파라미터 운전중 표시값

(SUP메뉴) 공장설정 값 : 모터 전류

brL 스타터 제동

Stb 캐스케이드에서 명령(운전 또는 정지)에 기함

전류제한이 스타터에 적용될 때, 표시된 값 ”XXX”이 번쩍입니다.

스타터에 고장코드가 표시된 경우라도 파라미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스위치 제어

디스플레이 후면의 3-위치 스위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잠금 위치 : 모니터링 파라미터 접근만 할 수 있습니다. 스타터가 운전할 때, 다른 파라미터가 표시되도록

선택 할 수 없습니다.

�부분 잠금 위치 : SEt, PrO 및 SUP 메뉴 파라미터에 한 제한적 접근.

�잠금 해제 위치 : 모든 파라미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스위치에 의해 스타터에 적용된

디스플레이 제약은 스타터의 연결이 해제될 때까지,

스타터 스위치가 꺼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원격 디스플레이 옵션

VVWW33 GG4488110011 원격 디스플레이는 (IP65 보호의 씰 제공) 바닥 설치형 또는 벽 설치형 외함의 문 위에 부착

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가 있는 3m 케이블 그리고 통신은 스타터의 RJ45/Modbus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원원격격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 매매뉴뉴얼얼을을 참참조조) Altistar 48과 동일한 프로그래밍 버튼과 동일한 값을 표시하며 메뉴접근 잠금

스위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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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계기판 보기 후면 계기판 보기



메뉴의 파라미터

선택 가능

파라미터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파라미터 접근을 위해 46쪽을 참조하세요.

설정 메뉴 (Set)

49

정격 모터 전류

In의 %로써 전류 제한

가속시간

초기 기동 토오크

정지 종류의 선택

감속(펌프) 제동 자유회전정지

감속 시간

내부 제동 토오크 수준

가상-연속 제동 시간

감속이 종료될 때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변경하기 위한 임계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정정격격 모모터터 전전류류 ((NNoommiinnaall mmoottoorr ccuurrrreenntt)) 0.4 - 1.3 ICL (1)

스타터에 모터가 델타 결선(drC 메뉴에서 dLt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라도, 명판 위에 표시된 정격

모터 전류 값을 설정합니다. 이 전류가 0.4 및 1.3 ICL 사이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ICL : 스타터 정격)

전전류류 제제한한 설설정정 ((LLiimmiittiinngg ccuurrrreenntt)) In의 150 - In의 400%

700%, ICL의

500%로

제한됨.

전류제한 ILt는 In의 %로써 표시됩니다.

ICL의 500%로 제한됩니다.(스타터 정격, 13쪽의“스타터-모터 조합”을 참조합니다.)

전류제한 = ILt × In.

예 1 : In = 22 A, ILt = 300%, 전류제한 = 300% × 22 A = 66 A

예 2 : ATS 48C21Q, ICL = 210 A

In = 195 A, ILt = 700%, 한계전류 = 700% × 195 = 1365,

500% × 210 = 1050 A로 제한됨

가가속속 시시간간 ((AAcccceelleerraattiioonn rraammpp ttiimmee)) 1 - 60 s 15 s

0에서 정격 토오크 Tn 사이에서 나타난 스타터의 토오크 상승 시간입니다.

설정 메뉴 (Set)

설설정정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모모터터가가 정정지지되되어어 있있을을 때때만만 수수정정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50

Tn의 %로써 레퍼런스 토오크

시간

(1) In의 공장설정은 보호등급 Class 10 (ATS 48���Q)의 4-극 400 V 표준 모터의 평상시 값에 해당합니다.

In의 공장설정은 보호등급 Class 10 (ATS 48��� Y) 및 NEC에 의거한 460 V 표준 모터의 평상시 값에

해당합니다.



설정 메뉴 (Set)

51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초초기기 기기동동 토토오오크크 ((IInniittiiaall ssttaarrttiinngg ttoorrqquuee)) Tn의 0-100% 20%

기동하는 동안의 초기 토오크 설정은 정격 토오크의 0-100%로 달라집니다.

정정지지 종종류류의의 선선택택 ((SSeelleeccttiioonn ooff tthhee ttyyppee ooff ssttoopp)) d-b-F -F-

3종류의 정지가 가능합니다.

-- dd -- : 토오크 제어에 의한 소프트 정지. 스타터는 램프구간에서 단계적으로 감속하기 위해 모터에

토오크를 적용해, 급속한 정지를 피합니다. 이 정지 방식은 펌프 설비에 워터 해머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bb -- : 다이나믹 제동 정지: 스타터는 관성이 큰 경우 모터를 감소시키게 될 제동 토오크를 생성

합니다.

-- FF --: 자유회전 정지: 스타터에 의해 어떤 토오크도 모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타터가“모터에 델타결선 된 경우”, 정지 종류는 F만 설정 가능합니다.

시간



감감속속이이 종종료료될될 때때 자자유유회회전전 정정지지 모모드드로로 변변경경하하기기 위위한한 임임계계 0 - 100% 20%

((TThhrreesshhoolldd ffoorr cchhaannggiinngg ttoo ffrreeeewwhheeeell ssttoopp mmooddee 

aatt tthhee eenndd ooff ddeecceelleerraattiioonn))

StY = -d- 및 드라이브 메뉴 (drC)의 CLP 파라미터가 여전히 공장설정 (On)으로 설정된 경우,

이 파라미터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감속이 시작될 때 예상 토오크의 0 - 100% 사이에서 최종 토오크 수준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펌프 적용 시, 감속제어는 반드시 Edc에 의해 설정된 부하수준 이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감속이 시작될 때의 예상 토오크가 정격 토오크의 20% 이하인 경우, 제어된 감속이 활성화되

지 않으며, 모터는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변경됩니다.

정격 토오크의 %로써의 예상 토오크

설정 메뉴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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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감감속속 시시간간 ((DDeecceelleerraattiioonn rraammpp ttiimmee)) 1 - 60 s 15 s

StY = -d-인 경우, 이 파라미터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상 토오크에서 0 토오크로 전환하기 위해 1 - 60 s 사이의 시간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tY= d 로 적용될 때, 감속에 한 토오크 램프의 기울기).

이것은 감속진행을 변경시키고 토오크 기준의 기울기를 변경시킴으로써 펌프 적용 시 발생하는

수압쇼크를 피합니다.

정격토오크의 %로써의 예상 토오크

시간

시간

제어된 감속의 끝 



설정 메뉴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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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내내부부 제제동동 토토오오크크 수수준준 ((IInntteerrnnaall bbrraakkiinngg ttoorrqquuee lleevveell)) 0 - 100% 50%

StY = -b-인 경우, 이 파라미터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정지종류 -b-인 경우, 제동 강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동은 정격 속도의 최 20%까지 가능합니다. 모터의 최종 정지는 모터 (2개의 상)에서의

가상 연속 전류의 주입 시간을 조정해 구성됩니다. 다음의 파라미터 EbA를 참조합니다.

가가상상--연연속속 제제동동시시간간 ((PPsseeuuddoo--ccoonnttiinnuuoouuss bbrraakkiinngg ttiimmee)) 20 - 100% 20%

StY = -b-인 경우 이 파라미터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종류 -b-인 경우, 제동 종료 시의 전류 주입 시간 조정. 전류 주입 시간을 조정하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제동 시간(T1)의 20%-100%을 설정 가능합니다.

예 :

다이나믹 제동 = 10 s (T1)

정지 시간은 2 s부터 10 s (T2) 사이로 가변됩니다.

EbA = 20은 주입시간 2 s에 해당합니다.

EbA = 100은 주입시간 10 s에 해당합니다

공장설정 : 20

모터 속도

다이나믹 제동 시간 EbA에 의한 모터 정지 조절



보호 메뉴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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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열적 보호 

보호 Class 10, 20 등급

모터 저부하 경고 활성

경고 고장 비활성화

경고 고장 비활성화

정격 토오크의 %로써 모터 저부하 임계

정격 토오크의 %로써 과전류 임계

모터 저부하 운전 시간

과도한 기동 시간

과전류의 활성화

과전류 시간

라인 상 반전에 한 보호 (123, 321)

기동 전 시간

결상 임계

PTC 프로브에 의한 모터 모니터링 활성화

자동 재시동

써멀 상태 리셋

메뉴의 파라미터

선택 가능

파라미터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파라미터 접근을 위해, 46쪽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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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메뉴 (PrO)

보보호호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모모터터가가 정정지지되되어어 있있을을 때때만만 수수정정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모모니니터터링링 알알람람 구구성성 ((AALLAA)) 은은 고고장장을을 표표시시하하지지만만,, 설설치치를를 직직접접 보보호호하하지지는는 않않습습니니다다..

코드 설명 설정범위 공장설정

모모터터 열열적적 보보호호 ((MMoottoorr tthheerrmmaall pprrootteeccttiioonn)) 10

41쪽의“열적 보호”를 참조합니다.

30 : 등급 30 (Class 30)

25 : 등급 25 (Class 25)

20 : 등급 20 (Class 20) (특수환경 적용)

15 : 등급 15 (Class 15)

10 : 등급 10 (Class 10) (일반 적용)

10A : 등급 10A (Class 10A)

2 : 하위등급 2 (Sub - Class 2)

OFF : 보호 없음

모모터터 저저부부하하 운운전전에에 한한 보보호호 활활성성화화 ((AAccttiivvaattiioonn ooff mmoottoorr uunnddeerrllooaadd)) OFF

모터 토오크가 조정 가능한 값 tUL보다 긴 시간 동안 조정할 수 있는 LUL 설정 값 보다 낮은 경우

- ALA : 알람이 활성화됩니다. (내부 비트와 구성할 수 있는 로직출력)

- dEF : 스타터는 잠기고 ULF 고장이 표시됩니다.

- OFF : 보호 없음

모모터터 저저부부하하 임임계계 ((MMoottoorr uunnddeerrllooaadd tthhrreesshhoolldd)) Tn의 60%

20% -100%

이 파라미터는 ULL = OFF인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LUL은 정격 모터 토오크의 20% -100% 사이를 설정 가능합니다.

모모터터 저저부부하하 운운전전 시시간간 ((MMoottoorr uunnddeerrllooaadd ttiimmee)) 1 - 60 s 60 s

이 파라미터는 ULL = OFF인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 지연 tUL은 모터 토오크가 LUL 설정 값 이하로 떨어지는 즉시 활성화됩니다.

토오크가 LUL 설정 값 위로 + 10% 상승하는 경우 0으로 재설정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과과도도한한 기기동동 시시간간 ((EExxcceessssiivvee ssttaarrttiinngg ttiimmee)) 10 - 999 s OFF

또는 OFF

기동시간이 tLS값을 초과하는 경우, 스타터는 잠기고 고장 StF를 표시합니다. 

기동종료에 있어서의 조건 : 모터에 선간 전압 (최소 점호각) 및 1.3 In 이하의 모터전류

- OFF : 보호 없음

검출

자기이력현상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과과전전류류의의 활활성성화화 ((AAccttiivvaattiioonn ooff ccuurrrreenntt oovveerrllooaadd)) OFF

정상 상태 (Steady state) 일 때만 기능 활성

모터 전류가 조정 가능한 값 tOL보다 긴 시간 동안 조정 가능한 LOC 설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 ALA : 알람이 활성화됩니다 (내부 비트 및 구성 가능한 로직출력)

- dEF : 스타터가 잠기고 OLC 고장이 표시됩니다

- OFF : 보호 없음

과과전전류류 임임계계 ((CCuurrrreenntt oovveerrllooaadd tthhrreesshhoolldd)) In의 80%

50%-300%

OIL = OFF인 경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LOC는 정격 모터 전류의 50% - 300% 로 설정 가능합니다.

과과전전류류 시시간간 ((CCuurrrreenntt oovveerrllooaadd ttiimmee)) 0.1 to 60 s 10 s

OIL = OFF인 경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지연 tOL은 LOC 임계 값 위로 모터 전류가 상승하는 즉시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전류가 이 임계 값 LOC 아래로 적어도 10% (히스테리시스) 다시 떨어지는 경우 0으로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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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모모니니터터링링 알알람람 ((AALLAA))의의 공공장장구구성성은은 고고장장을을 표표시시하하지지만만,, 설설치치를를 직직접접 보보호호하하지지는는 않않습습니니다다..

자기이력현상

검출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라라인인 상상 반반전전에에 한한 보보호호 321 또는 123 no

((PPrrootteeccttiioonn aaggaaiinnsstt lliinnee pphhaassee iinnvveerrssiioonn)) 또는 no

라인 상이 구성된 순서가 아닌 경우, 스타터는 잠기고 고장 PIF를 표시합니다.

- 321 : 역 방향 (L3 - L2 - L1)

- 123 : 정 방향 (L1 - L2 - L3)

- no : 모니터링 없음

기기동동 전전 시시간간 ((TTiimmee bbeeffoorree ssttaarrttiinngg)) 0 - 999 s 2 s

모터를 과열시킬 수 있는 빠른 연속의 기동을 피합니다. 시간 지연은 모터가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변경될 때

시작합니다.

2선식 제어에서, 모터는 운전 명령 입력이 여전히 활성화되는 경우, 시간지연 후 다시 기동합니다. 

3선식 제어에서, 모터는 새로운 운전 명령이 주어지는 경우 (최고점), 시간 지연 후 다시 기동됩니다. 

스타터는 시간 지연 동안“tbS”를 표시합니다.

결결상상 임임계계 ((PPhhaassee lloossss tthhrreesshhoolldd)) 5 - 10% 10%

모터 전류가 0.5초 동안 1개의 상 또는 0.2초 동안 3개의 모든 상에서 이 임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스타터는

잠기고 고장 PHF를 표시합니다. ICL 스타터 정격의 5 및 10% 사이를 설정 가능합니다.

PPTTCC 프프로로브브에에 의의한한 모모터터 모모니니터터링링 활활성성화화 OFF

((AAccttiivvaattiioonn ooff mmoottoorr mmoonniittoorriinngg bbyy PPTTCC pprroobbeess))

모터의 PTC 프로브는 정확히 아날로그 입력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보호는 계산된 열적 보호 (tHP

파라미터)와 관계가 없습니다. 2종류의 보호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ALA : 알람이 활성화됩니다. (내부 비트 및 지정 가능한 로직 출력)

- dEF : 스타터가 잠기고 OtF 고장이 표시됩니다.

- OFF : 보호 없음

자자동동 재재시시동동 ((AAuuttoommaattiicc rreessttaarrtt)) On - OFF OFF

고장으로 잠긴 후 고장은 사라지고 다른 운전조건이 재시작을 허용합니다.

연속된 자동 시도가 이뤄지고 60초의 간격으로 스타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6번의 시도 후 다시 기동되지

않았다면, 이 절차를 포기하고, 스타터의 스위치를 끈 후, 다시 스위치를 켜 두거나 수동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스타터는 계속 잠김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장-원인-조치”를 참조합니다) 다음의 고장 PHF, FrF,

CLF, USF는 이 기능을 허용합니다. 스타터 고장 릴레이는 이 기능이 활성 상태인 경우 계속 활성화됩니다. 

운전 명령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2 선식 제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OFF : 기능 비활성

- On : 기능 활성

갑갑작작스스런런 시시동동이이 어어떤떤 식식으으로로든든 장장비비 또또는는 작작업업자자를를 위위험험하하게게 할할 수수 있있는는지지를를 점점검검합합니니다다..

스스타타터터에에 의의해해 계계산산된된 모모터터의의 열열 상상태태를를 리리셋셋합합니니다다.. no - YES no

((RReesseett mmoottoorr tthheerrmmaall ssttaattee ccaallccuullaatteedd bbyy tthhee ssttaarrtteerr))

- no : 기능 비활성

- YES : 기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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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메뉴 (PrO)

모모니니터터링링 알알람람의의 공공장장구구성성 ((AALLAA))은은 고고장장을을 표표시시하하지지만만,, 설설치치를를 직직접접 보보호호하하지지는는 않않습습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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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설정 메뉴 (drC)

58

메뉴의 파라미터

정격 토오크의 %로써 토오크 제한

전압 상승 레벨

스타터의 델타 결선 연결

소형 모터 테스트

토오크 제어

스타터 손실 보상

감속 이득률

캐스케이드 기능의 활성화

공급 전원 전압 (kW에서 P를 계산하기 위해)

공급 전원 주파수

kWh 또는 운전 시간 리셋

공장 설정 값으로 리셋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토토오오크크 제제한한 ((TToorrqquuee lliimmiitt)) 10 - 200% OFF

또는 OFF

높은 관성이 있는 적용에서 회생 운전을 피하기 위해 토오크 기준을 제한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tqO = tLI인 경우 일정한 토오크 기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OFF : 제한 없음

- 10 to 200 : 정격 토오크의 %로써의 제한 설정

전전압압 상상승승 레레벨벨 ((VVoollttaaggee bboooosstt lleevveell)) 50 - 100% OFF

또는 OFF

조정형 전압은 운전 명령이 주어질 때 100 ms 동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시간이 경과하면, 스타터는

설정된 초기 토오크 값 (tq0)에서 기동한 표준 가속 시간을 따릅니다.

이기능은모든“기동”토오크 (정지또는기계적운전에의한마찰이야기한현상)를피하는데사용될수있습니다.

- OFF : 기능 비활성

- 50 - 100 : 정격 모터 전압의 % 로써 설정됨

스스타타터터를를 정정격격 오오버버레레이이팅팅하하는는 경경우우 ((IImm mmoottoorr >> IImm AATTSS 4488)),, 너너무무 높높은은 bbSStt 의의 값값은은 OOCCFF

고고장장을을 유유발발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스스타타터터의의 델델타타 결결선선 연연결결 ((SSttaarrtteerr wwiitthh ddeellttaa wwiinnddiinngg ccoonnnneeccttiioonn)) On OFF OFF

이 구성은 스타터의 정격 1.7배 높이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제동 또는 감속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 OFF : 정격 라인 토오크

- On : 델타 결선 연결의 모터

정격 모터 전류는 모터 명판에 명시된 바와 동일하며, 표시된 전류는 라인 전압의 라인 전류에 해당합니다. 

정격전류 값 In (Set 메뉴)은 델타 연결에 해 모터 명판에 명시된것과 동일합니다.

스타터는 결선의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변환을 수행합니다. 

ATS 48���Q 스타터에 해서만 이 파라미터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 이이 기기능능은은 자자유유회회전전 정정지지 ((FFrreeeewwhheeeell ssttoopp))에에서서만만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캐캐스스케케이이딩딩 ((CCaassccaaddiinngg))은은 가가능능하하지지 않않습습니니다다..

�� 예예열열 ((PPrreehheeaattiinngg))은은 가가능능하하지지 않않습습니니다다..

59

고급 설정 메뉴 (drC)

59

토오크 램프

고고급급설설정정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모모터터가가 정정지지되되어어 있있을을 때때만만 수수정정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소소형형 모모터터 테테스스트트 ((TTeessttss oonn ssmmaallll mmoottoorr)) On - OFF OFF 

간이 테스트 또는 유지보수 조건에서의 스타터를 점검하기 위해, 스타터 정격 (특히 고용량 스타터)보다

훨씬 낮은 정격의 모터를 상으로 합니다.

토오크 제어 파라미터 CLP는 자동으로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 OFF : 기능 비활성

- On : 기능 활성

SSSStt는는 제제어어전전압압의의 연연결결이이 차차단단되되는는 즉즉시시 OOFFFF 상상태태로로 복복귀귀합합니니다다.. 다다음음에에 전전원원이이 켜켜지지는는 즉즉시시,, PPHHFF 고고장장

및및 CCLLPP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초초기기 설설정정 값값으으로로 복복귀귀합합니니다다..

토토오오크크 제제어어 ((제제어어의의 종종류류)) ((TToorrqquuee ccoonnttrrooll ((ttyyppee ooff ccoonnttrrooll)))) On - OFF On 

- OFF : 기능 비활성

- On : 기능 활성

On 설정에서, 기동 및 감속은 토오크 램프를 따릅니다.

OFF 설정에서, 기동 및 감속은 전압변화에 의해 제어됩니다.

전압제어는 하나의 스타터에 모터를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스타터 정격에 비교해 용량이 매우 낮은

모터의 경우에 권장됩니다. (스타터 테스트를 위해 낮은 용량의 모터 사용) (CLP = OFF)

스스타타터터 손손실실 보보상상 ((SSttaattoorr lloossss ccoommppeennssaattiioonn)) 0 - 90% 50% 

가속단계 (및 StY = -d-인 경우, 감속단계)에서 파라미터 활성화 됩니다.

토오크 흔들림이 발생한 경우, 장치가 정확하게 기능을 할 때까지 이 파라미터를 감소시킵니다.

부분의 경우 진동은 스타터가 모터에 델타 결선으로 연결되거나, 과도한 슬립이 모터에 발생된 경우입니다.

감감속속 이이득득율율 ((토토오오크크 제제어어)) ((DDeecceelleerraattiioonn ggaaiinn ((ffoorr ttoorrqquuee ccoonnttrrooll)))) 10 - 50% 40% 

이 파라미터는 CLP = On이고 StY 파라미터 (SEt 설정메뉴) = -d- 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감속하는 동안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동에 따라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캐캐스스케케이이드드 기기능능의의 활활성성화화 ((AAccttiivvaattiioonn ooff tthhee ccaassccaaddee ffuunnccttiioonn)) On - OFF OFF 

- On : 기능 활성

- OFF : 기능 비활성

릴레이 R1이 종전에“아이솔레이팅 릴레이”기능에 지정되었던 경우 그리고“강제 자유회전 정지”, “스타터에

모터 델타 결선”및“예열”기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이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입력 LIx = LIC 로 설정합니다.

최 255개의 모터

공공급급 전전원원 전전압압 ((LLiinnee vvoollttaaggee)) 170 - 460 V 400 V

(ATS48��Q) (ATS48��Q)

180 - 790 V 690 V

(ATS48��Y) (ATS48��Y)

이 파라미터는 표시된 전원을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SUP 메뉴로부터 LPr 및 LAP 파라미터) 디스플레이

값은 이 파라미터가 제 로 설정 된 경우에만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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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공공급급 전전원원 주주파파수수 ((LLiinnee ffrreeqquueennccyy)) 50-60- AUt

AUt

- 50 : 50 Hz (주파수 고장 FrF = ± 20%의 허용오차 모니터링)

- 60 : 60 Hz (주파수 고장 FrF = ± 20%의 허용오차 모니터링)

- AUt : 공급 전원 주파수의 자동 인식은 FrF = ± 5% 의 주파수 고장 허용오차를 가집니다.

50과 60의 선택은 전원 공급이 높은 허용오차를 가지는 발전기 설비에서 제공되는 경우 권장됩니다.

kkWWhh 또또는는 운운전전시시간간을을 리리셋셋 ((RReesseett kkWWhh oorr tthhee ooppeerraattiinngg ttiimmee)) no-APH- no

trE

- no : 기능 비활성

- APH : 0으로 kWh 리셋

- trE : 0으로 운전시간 리셋

리셋 명령은 ENT 버튼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APH 및 trE는 즉시 실시 됩니다. 이 때의 파라미터는

자동으로 no로 복귀합니다.

공공장장 설설정정 값값으으로로 리리셋셋 ((RReettuurrnn ttoo ffaaccttoorryy sseettttiinnggss)) no-YES no

모든 파라미터를 공장설정으로 리셋하는데 사용합니다.

- no : 기능 비활성

- YES : 기능 활성, ENT 버튼을 눌러 약 2초간 지속시켜야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확인을 위해 번쩍입니다.

FCS 파라미터는 이 때 ESC를 눌러 자동으로 no로 복귀합니다.

이이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원원격격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를를 통통해해서서는는 변변경경 할할 수수 없없습습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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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 입력 LI3의 설정 장치

로직 입력 LI4의 설정 장치

예열수준
(예열설정시)

예열(0~999초)전 시간 지연

로직 출력 LO1 설정

로직 출력 LO2 설정

릴레이 R1 설정

릴레이 R3 설정

아날로그 출력 AO 설정

아날로그 출력

최  아날로그 출력 신호의 척도 설정

메뉴의 파라미터    

선택 가능

파라미터 선택에 따라 나타납니다.

파라미터 접근을 위해 46쪽을 참조하세요.

지정되지 않음

강제 자유회전 정지

외부 고장

모터 예열

강제 로컬 제어 모드

모든 보호 기능 설정의 비활성화

모터 열적 고장 리셋

캐스케이드 기능 활성화

고장 리셋

모터 파라미터의 두번째 설정 활성화

LIH 설정시 파라미터 표시

선택 가능

고장 릴레이 아이솔레이팅 릴레이

선택 가능 

선택 가능 

지정되지 않음

모터 과열 알람

모터 출력 인가

모터 전류 알람

모터 무부하 알람

모터 PTC 프로브 알람

활성화된 두번째 모터 파라미터 

지정되지 않음

모터 전류

모터 토오크

모터 열적 상태

역율

유효 전력

주의

로직 입력 RUN : 설정 불가
로직 입력 STOP : 설정 불가
스타터 바이패스 접촉기 제어 : 설정 불가 (R2)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로로직직 입입력력 ((LLooggiicc iinnppuuttss)) LIA 

LIL

선택된 기능은 입력에 전원이 인가된 경우 활성 상태가 됩니다.

- no : 설정되지 않음.

- LIA : STOP 명령을 받는 즉시 강제 자유회전 정지. 이 선택은 drC 메뉴의 CSC 파라미터가“On”으로

설정되는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유회전 정지 구성을 강제하지만, 정지 (Set=StY)를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 LIE : 외부고장. 스타터가 외부 (레벨, 압력 등) 사용자 고장을 검출 모터는 자유회전 정지를 하며, 스타터는

EtF를 표시합니다.

- LIH : (1) 모터 예열. 이 선택은 drC 메뉴의 CSC 파라미터가“On”으로 설정되는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터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응결을 야기할 수 있는 온도편향을 방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단 모터가 정지되고 입력이 활성화되면, 설정 가능한 전류 IPr 은 조정 가능한 시간지연 tPr 후에

모터로 흐릅니다. 이 전류는 모터를 회전 하지 않고도 모터를 가열합니다. 

IPr과 tbr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래 참조)

예열은시간지연 tPr 및 tbS (PrO 메뉴)가경과한후, 입력이활성화되고모터가정지했을때시작됩니다. 

예열은입력이비활성상태가된경우, 운전명령이주어지거나, STOP 입력이활성화된경우정지합니다.

- LIL : 강제 로컬 제어모드. 시리얼 링크가 사용되는 경우, 주 모드 (시리얼 링크를 통한 제어)에서 로컬

모드 (터미널을 통한 제어)로 변경됩니다.

- LII : (1) 모든 보호기능 설정의 비활성화 경고: 이 설정은 스타터의 보증을 무효화합니다. 비상시 스타터를

무효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예-연기 배연 시스템)

- LIt : 모터 열적 고장 리셋

- LIC : 캐스케이드 기능의 활성화. 이 경우, 모터 열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릴레이 R1은 아이솔레이팅

릴레이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스타터로 번갈아 여러 개의 동일한 모터를 기동하고 감속

하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다이어그램 참조)

- LIr : 리셋 될 수 있는 고장 리셋

- LIS : 모터 파라미터의 두 번째 설정 활성화. 하나의 스타터를 사용해 두 개의 다른 모터를 번갈아 기동하고

감속하거나 하나의 모터를 두 개의 다른 구성으로 기동하고 감속 하는데 사용됩니다.

입출력 메뉴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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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출출력력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모모터터가가 정정지지되되어어 있있을을 때때만만 수수정정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속도

IPr 전류

Speed

IPr current

(1) 이 지정을 실시하려면, 10초 동안 ENT를 눌러야 합니다. (설정 값의 번쩍임으로 확인됨)

이이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원원격격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를를 통통해해 변변경경될될 수수 없없습습니니다다..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예예열열 수수준준 ((PPrreehheeaattiinngg lleevveell)) 0 - 100% 0%

이 파라미터는 LI3 또는 LI4가 LIH (모터 예열)로 지정된 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열전류 설정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전류수준 설정을 위해 정확한 전류 값을 판독하는 전류계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In은

전류 Ipr에 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예열열 전전 시시간간 지지연연 ((TTiimmee ddeellaayy bbeeffoorree pprreehheeaattiinngg)) 0 - 99 mn 5 mn

이 파라미터는 LI3 또는 LI4가 LIH (모터 예열)로 지정된 후에 나타납니다. 시간지연 tPr과 tbS (PrO 메뉴)가

경과한 후 입력이 활성화될 때 예열이 시작됩니다.

로로직직 출출력력 ((LLooggiicc oouuttppuuttss)) taI

rnI

- no : 지정되지 않음.

- tAI : 모터 과열 알람 41쪽을 참조합니다.

- rnI : 모터에 출력이 인가됨 (모터에 전류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AIL : 모터 전류 알람 (Pro 메뉴의 임계 OIL 및 tOL 시간의 초과) 56쪽의“정상 상태에서만 활성 상태인

기능”을 참조합니다.

- AUL : 모터 무 부하 알람 (Pro 메뉴의 임계 LUL 및 tUL 시간의 초과). 55쪽을 참조합니다.

- APC : 모터 PTC 프로브 알람. 57쪽의“PTC 프로브에 의한 모터 모니터링 활성화”를 참조합니다.

- AS2 : 활성화된 두 번째 모터 파라미터. 63쪽의“로직 입력”을 참조합니다.

릴릴레레이이 RR11 ((RReellaayy RR11)) rIF

- r1F : 고장 릴레이. 릴레이 R1은 스타터의 전원이 켜질 때 (CL1/CL2 제어전원 입력 시) 활성화됩니다. 

고장이 발생하고 모터가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전환될 때 릴레이 R1은 활성이 해제됩니다. 자동

재시동이 활성화된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릴레이가 활성화 됩니다. (고장-원인-조치를 참조

합니다.)

- r1I : 아이솔레이팅 릴레이. 릴레이 R1은 운전 (Run) 및 정지 (Stop) 명령을 토 로 라인 접촉기를 제어하고

고장을 표시하도록 설계됩니다. 릴레이 R1은 운전 (Run) 명령 (또는 예열 명령)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정지 (Stop) 명령 후 모터가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전환될 때 또는 제동이나 감속이 종료될 때

활성이 해제됩니다. 고장이 발생할 때도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모터는 이 지점에서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릴릴레레이이 RR33 ((RReellaayy RR33)) rnI

- no : 지정되지 않음.

- tAI : 모터 과열 알람. 41쪽을 참조합니다.

- rnI : 모터에 출력이 인가됨(모터에 전류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AIL : 모터 전류 알람 (Pro 메뉴의 임계 OIL 및 tOL 시간의 초과). 56쪽의“정상 상태에서만 활성 상태인

기능”을 참조합니다.

- AUL : 모터 무 부하 알람 (Pro 메뉴의 임계 LUL 및 tUL 시간의 초과). 55쪽을 참조합니다.

- APC : 모터 PTC 프로브 알람. 57쪽의“PTC 프로브에 의한 모터 모니터링 활성화”를 참조합니다.

- AS2 : 활성화된 두 번째 모터 파라미터. 63쪽의“로직 입력”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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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아아날날로로그그 출출력력 ((AAnnaalloogg oouuttppuutt)) OCr

- no : 지정되지 않음

- OCr : 모터 전류

- Otr : 모터 토오크

- OtH : 모터 열적 상태

- OCO : cosine φ
- OPr : 유효 전력

출출력력AAOO에에 의의해해 공공급급된된 신신호호 종종류류의의 구구성성 020 - 420 020

((CCoonnffiigguurraattiioonn ooff tthhee ttyyppee ooff ssiiggnnaall ssuupppplliieedd bbyy oouuttppuutt AAOO))

- 020 : 0 - 20 mA 신호

- 420 : 4 - 20 mA 신호

최최 아아날날로로그그 출출력력 신신호호의의 척척도도 설설정정 50 - 500% 200

((SSccaallee sseettttiinngg ooff mmaaxx.. ssiiggnnaall ooff tthhee aannaalloogg oouuttppuutt))

cosine φ에 한 1의 정격 값 또는 구성된 파라미터의 정격 값의 비율

65

입출력 메뉴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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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R2 (지정 불가) 기동의 종료 (바이패스 출력 릴레이)

릴레이 R2의 기동 종료는 스타터의 전원이 켜지고 고장이 없을 때, 모터가 기동 단계를 마쳤을 때 활성화 됩니다. 

고장 또는 정지 (Stop) 요청이 있을 때 활성이 해제됩니다.

기동 단계가 끝날 때 ATS 48을 바이패스 운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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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또는 두 번째 모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는 로직 입력 (LIS)에 의해 선택됩니다. 선택된 모터 파라미터가 운전됩니다.

메뉴의 파라미터

SEt 메뉴에서 StY의 지정 및 선택에 따라 파라미터가 나타납니다.

정격 모터 전류

전류 제한 설정

가속 시간

초기 기동 토오크

감속 시간

감속이 종료될 때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변경하기 위한 임계

최  토오크 제한

감속 이득률

다음 감속

즉시

즉시

다음 감속

다음 감속

다음 감속

다음 감속

다음 감속

두 개의 모터 파라미터 설정 메뉴 (St2)

66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정정격격 모모터터 전전류류 ((NNoommiinnaall mmoottoorr ccuurrrreenntt)) 0.4 - 1.3 (1)

ICL

스타터에 모터가 델타 결선 (drC 메뉴에서 dLt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라도, 명판 위에 표시된 정격 모터

전류 값을 설정합니다. 이 전류가 0.4 및 1.3 ICL 사이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ICL : 스타터 정격)

전전류류 제제한한 설설정정 ((LLiimmiittiinngg ccuurrrreenntt)) In의 150 - In의 400%

700%, ICL의

500%로

한정됨.

전류제한 IL2는 In2의 %로써 표시됩니다.

ICL의 500%로 제한됩니다. (스타터 정격, 14쪽의“스타터-모터 조합”을 참조합니다.)

전류제한 = IL2×In2

예 1 : In2 = 22 A, IL2 = 300%, 전류제한 = 300%×22 A = 66 A

예 2 : ATS 48C21Q, ICL = 210 A

In2 = 195 A, IL2 = 700%, 한계전류 = 700%×195 = 1365,

500%×210 = 1050 A로 제한됨

가가속속 시시간간 ((AAcccceelleerraattiioonn rraammpp ttiimmee)) 1 - 60 s 15 s

예컨 가속에 한 토오크 경사의 기울기처럼, 0에서 정격토오크 Tn 사이에서 나타난 스타터의 토오크

상승 시간입니다.

두 개의 모터 파라미터 메뉴 (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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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뉴는 로직 입력이 입출력 메뉴에 있는 모터 파라미터 (LIS)의 두 번째 세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에 지정되는

경우에만 보입니다.

(1) In2의 공장설정은 보호등급 Class 10 (ATS 48●●●Q)의 4-극 400 V 표준 모터의 평상시 값에 해당합니다.

In2의 공장설정은 보호등급 Class 10 (ATS 48●●●Y) 및 NEC에 의거한 460 V 표준 모터의 평상시 값에 해당

합니다.

 

레퍼런스 토오크

시간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초초기기 기기동동 토토오오크크 ((IInniittiiaall ssttaarrttiinngg ttoorrqquuee)) Tn의 0 - 20%

100%

기동하는 동안의 초기 토오크 설정은 정격 토오크의 0-100%로 달라집니다.

68

시간

두 번째 모터 파라미터 메뉴 (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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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속속 시시간간 ((DDeecceelleerraattiioonn rraammpp ttiimmee)) 1 - 60 s 15 s

StY = -d-인 경우, 이 파라미터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상 토오크에서 0 토오크로 전환하기 위해 1 - 60 s 사이의 시간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tY= d 로 적용될 때, 감속에 한 토오크 램프의 기울기)

이것은 감속진행을 변경시키고 토오크 기준의 기울기를 변경시킴으로써 펌프 적용시 발생하는 수압 쇼크를

피합니다.

정격 토오크의 %로써의 예상 토오크

시간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감감속속이이 종종료료될될 때때 자자유유회회전전 정정지지 모모드드로로 변변경경하하기기 위위한한 임임계계 0 - 100% 20%

StY = -d- 및 드라이브 메뉴 (drC)의 CLP 파라미터가 여전히 공장설정 (On)으로 설정된 경우 이 파라미터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감속이 시작될 때 예상 토오크의 0 - 100% 사이에서 최종 토오크 수준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펌프 적용시, 감속제어는 반드시 Edc에 의해 설정된 부하수준 이하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속이 시작될 때의

예상 토오크가 예를 들어 정격 토오크의 20% 이하인 경우, 제어된 감속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모터는 자유

회전 정지 모드로 변경됩니다.

최최 토토오오크크 제제한한 10 - 200% OFF

또는 OFF

높은 관성이 있는 적용에서 회생 운전을 피하기 위해 토오크 기준을 제한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tqO = tLI인 경우 일정한 토오크 기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OFF : 제한 없음

- 10 to 200 : 정격 토오크의 %로써의 제한 설정

감감속속 이이득득률률 ((GGaaiinn)) ((토토오오크크 제제어어)) 10 - 50% 40%

이 파라미터는 CLP = On이고 StY 파라미터 (SEt 설정메뉴) = -d- 인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감속하는 동안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동에 따라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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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터 파라미터 메뉴 (St2)

정격 토오크의 %로써의 예상 토오크

제한된 감속의 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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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메뉴 (COP)

스타터 주소

통신 속도

통신 포맷

시리얼 링크 타임아웃 설정

원격 디스플레이 통신을 위한 링크 구성

메뉴의 파라미터



코드 설명 설정 범위 공장 설정

RRSS448855 시시리리얼얼 링링크크에에 의의한한 스스타타터터 주주소소 0 ~ 31 0

((SSttaarrtteerr aaddddrreessss bbyy tthhee RRSS448855 sseerriiaall lliinnkk))

kkbbppss로로 표표시시되되는는 통통신신 속속도도.. 4.8 - 9.6 - 19.2

((CCoommmmuunniiccaattiioonn ssppeeeedd iinn kkbbppss..)) 19.2

통통신신 포포맷맷 ((CCoommmmuunniiccaattiioonn ffoorrmmaatt)) 8n1

8o1 : 8 데이터 비트, 홀수 패리티, 1 정지 비트

8E1 : 8 데이터 비트, 짝수 패리티, 1 정지 비트

8n1 :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1 정지 비트

8n2 :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2 정지 비트

시시리리얼얼 링링크크 타타임임아아웃웃 설설정정 ((11)) ((SSeerriiaall lliinnkk ttiimmeeoouutt sseettttiinngg)) 0.1 ~ 60초 5초

원원격격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 통통신신을을 위위한한 시시리리얼얼 링링크크 구구성성 ((CCoonnffiigguurraattiioonn ooff tthhee OFF

sseerriiaall lliinnkk ffoorr ccoommmmuunniiccaattiioonn wwiitthh tthhee rreemmoottee tteerrmmiinnaall))

On : 기능 활성. 원격 디스플레이의 통신을 위해 스타터 (tbr 및 FOr)를

임시로 구성합니다.

OFF : 기능 비활성

PPCCTT는는 제제어어전전압압의의 연연결결이이 해해제제되되는는 즉즉시시 OOFFFF 상상태태로로 복복귀귀합합니니다다..

다다음음 전전원원이이 켜켜지지는는 즉즉시시,, ttbbrr 및및 FFOOrr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초초기기의의 구구성성으으로로 복복귀귀

합합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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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메뉴 (COP)

입입출출력력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모모터터가가 정정지지되되어어 있있을을 때때만만 수수정정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사용된 내부 프로토콜은 Modbus입니다.

((11)) 시시간간 설설정정이이 기기기기의의 안안전전한한 운운전전을을 방방해해하하지지는는 않않을을지지 점점검검합합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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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파라미터 메뉴 (SUP)

역율

모터 열적 상태 (%)

모터 전류

마지막 리셋이후의 운전 시간

유효 전력 (%)

모터 토오크 (%)

유효 전력 (kW)

전류 상태 표시 (ACC, rUn, dEC등

마지막 고장 검출

상 회전 방향 (1-2-3 또는 3-2-1)

키패드 잠금 코드

drC 메뉴에서 ULn 셋팅

메뉴의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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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파라미터 메뉴 (SUP)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 파파라라미미터터는는 모모터터가가 정정지지 또또는는 운운전전 중중일일 때때 확확인인 및및 수수정정이이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공장설정은 모터 전류 (파라미터 LCr)를 표시합니다.

선택된 디스플레이는 다음에 의해 저장됩니다:

- ENT 키 한 번 누름 : 선택 값이 임시적이며, 다음 전원을 켤 때 이전 값으로 복귀됨.

- ENT 키 2초 이상 누름 : 선택 값 번쩍임, 선택 값은 구적이며 이전 값으로 복귀 안됨.

코드 파라미터 단위

CCoossiinnee φφ 0.01

모모터터 열열적적 상상태태 ((MMoottoorr tthheerrmmaall ssttaattee)) %

0 - 125% 로 달라짐.

100%는 설정된 전류 In에 한 정격 열 상태에 해당합니다.

모모터터 전전류류 ((MMoottoorr ccuurrrreenntt)) A 또는

최 999 A 암페어 (예 : 01.5 = 1.5 A; 15.0 = 15 A; 150 = 150 A) kA

1000 A에서 기동하는 킬로 암페어 (예 : 1.50 = 1500 A; 1.15 = 1150 A)

마마지지막막 리리셋셋 이이후후의의 운운전전시시간간 ((OOppeerraattiinngg ttiimmee iinn hhoouurrss ssiinnccee tthhee llaasstt rreesseett..)) h 또는

최 999시간까지의 시간 (예 : 001 = 1 hr; 111 = 111 hrs) kh

1000에서 65535까지의 킬로 시간 (예 : 1.11 = 1110 hrs; 11.1 = 11100 hrs)

65535시간 이상의 (65.5) 디스플레이는 0으로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리스터가 운전되어 (예열, 가속, 정상상태, 감속, 제동) 연속 바이패스 운전

일 때처럼, 모터가 정지되지 않을 때 운전시간이 세어 집니다.

세어진 시간은 통신 및 키패드를 통해 모터가 정지된 상태에서 리셋 될 수 있습니다.

제어부의 스위치가 꺼질 때, 카운터는 EEPROM으로 저장됩니다.

유유효효 전전력력`̀̀̀((AAccttiivvee ppoowweerr)) %

0에서 255%로 달라짐.

100%는 정격 전류일 때, 전전압일 때의 전력에 해당합니다.

모모터터 토토오오크크 ((MMoottoorr ttoorrqquuee)) %

0에서 255%로 달라짐

100%는 정격 토오크에 해당합니다

kkWW로로 표표시시되되는는 유유효효 전전력력 ((AAccttiivvee ppoowweerr iinn kkWW)) kW

이 파라미터는 drC 메뉴에 있는 공급전압 ULn의 정확한 값 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전전류류 상상태태의의 표표시시 ((DDiissppllaayy ooff tthhee ccuurrrreenntt ssttaattee))

- nLP : 운전 (Run) 명령 없는 스타터 및 전원이 공급되지 않음

- rdY : 운전 (Run) 명령 없는 스타터 및 주 전원 공급됨.

- tbS : 기동 시간지연이 경과되지 않음.

- ACC : 가속 진행 중

- dEC : 감속 진행 중

- rUn : 정상 상태 운전

- brL : 제동 진행 중

- CLI : 전류제한 모드일 때의 스타터

- nSt : 강제모드에서 시리얼 링크에 의한 자유회전 정지

마마지지막막에에 검검출출된된 고고장장 코코드드 (77쪽 참조) ((LLaasstt ffaauulltt ddeetteecctteedd))

어떤 고장도 저장되지 않았다면, 디스플레이는 을 표시합니다.

스스타타터터에에서서 보보여여지지는는 상상 회회전전 방방향향 ((PPhhaassee rroottaattiioonn ddiirreeccttiioonn vviieewweedd ffrroomm tthhee ssttaarrtteerr))

- 123 : 정 방향 (L1 - L2 - L3)

- 321 : 역 방향 (L3 - L2 - L1)



코드 파라미터

키키패패드드 잠잠금금 코코드드 ((TTeerrmmiinnaall lloocckkiinngg ccooddee))

스타터 구성이 접속코드를 사용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경고고:: 코코드드 입입력력 전전,, 코코드드를를 세세심심하하게게 적적어어둡둡니니다다..

� OOFFFF :: 접속 잠금 코드 없음

- 접속을 잠그기 위해, 코드 (2 - 999)를 입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 키를 사용해 점차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ENT를 누릅니다. 파라미터가 잠겼음을 나타내기 위해 화면에“On”이 나타납니다.

� OOnn :: 코드가 접속을 잠급니다 (2 - 999)

- 접접속속 잠잠금금을을 해해제제하하기기 위위해해,, 코드를 입력하고 (▲ 키를 이용해 디스플레이를 점증시킴) ENT를 누릅니다.

코드는 디스플레이 상에 남아 있고, 다음에 전원이 꺼질 때까지 접속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접속은 다음에 전원이 켜지면, 다시 잠깁니다.

- 부부정정확확한한 코코드드가가 입입력력되되는는 경경우우, 디스플레이는“On”으로 변경되고, 파라미터는 잠긴 상태입니다.

� XXXXXX :: 파라미터 접속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코드는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 파라미터가 잠겨있지 않았을 때 동동일일한한 코코드드로로 잠잠금금을을 다다시시 활활성성화화하하려려면면,, ▼ 버튼을 사용해“On”으로

복귀한 후 ENT를 누릅니다. 파라미터가 잠겨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화면에“On”이 표시됩니다.

- 파라미터가 잠겨있지 않을 때 새새로로운운 코코드드로로 접접속속을을 잠잠그그려려면면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고 (▲ 또는 ▼ 키를

이용해 디스플레이를 점증시킨다) ENT를 누릅니다. 파라미터가 잠겨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화면에

“On”이 표시됩니다.

- 파라미터가 잠기지 않았을 때 잠잠금금을을 해해제제하하기기 위위해해 ▼ 버튼을 사용해“OFF”로 복귀하고 ENT를

누릅니다. “OFF”는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잠겨 있지 않고 다음에 다시기동할 때까지

잠겨있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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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파라미터 메뉴 (SUP)

코드를 사용해 접속이 잠길 때 모니터링 파라미터는 표시된 파라미터를 임시로 선택해 접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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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표

적용기능 선택은 특정 기능 간의 호환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기능은 다른 기능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기능

소프트 스톱
소

프
트

 스
톱

다이나믹 브레이킹 정지
다

이
나

믹
 브

레
이

킹
 정

지

강제 자유회전 정지

모터 결상

소형 모터 테스트

써멀 보호

캐스케이드

예열

소프트 스타터 델타 결선법

강
제

 자
유

회
전

 정
지

모
터

 결
상

소
형

 모
터

 테
스

트

써
멀

 보
호

캐
스

케
이

드

예
열

소
프

트
 스

타
터

 델
타

 결
선

법

호환 가능한 기능

호환 불가능한 기능

중요치 않음

(1) 모터 결상 검출되지 않음

(2) 모터가 예열하는 동안, 열 보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열전류 Ipr를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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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기본적인 점검

Altistart 48은 예방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선 부분 (I/O, 전원 부)의 상태 및 조임을 점검합니다.

- 스타터 주변의 적정 온도 및 환기가 효과적임을 점검합니다. (팬의 평균 서비스 수명: 운전조건에 따라 3‐5년)

- 필요하다면 방열 판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유지보수 지원

설치 또는 운전 중에 문제가 생기면 설치 환경, 설치 및 연결에 관련한 권장사항이 준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초의 고장 검출이 생기면 이것은 저장되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스타터는 잠기고 릴레이 R1, R2는 릴레이 지정에 따라

상태를 변경합니다.

고장(Fault) 제거

리셋이 불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스타터 전원공급의 스위치를 끕니다.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고장의 조치를 위해 고장의 원인을 찾습니다.

전원공급을 복구합니다. 고장 조치가 완료된 경우 고장이 제거 됩니다.

자동 재기동이 프로그램 되어 고장이 사라졌을 때 자동 재기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메뉴

이것은 스타터의 상태 및 그것의 현재 값을 표시함으로써 고장의 원인을 방지하고 찾는데 사용됩니다.

부품 및 수리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고객센터에 문의바랍니다. (Tel.1588-2630, help@kr.schneider-electric.com)



표표시시된된 고고장장 가가능능한한 원원인인 조조치치 및및 점점검검사사항항

내내부부 고고장장 제어 전원을 끊고 다시 연결합니다.

고장이 계속되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제품을 문의합니다.

과과전전류류:: 스타터의 전원을 끕니다.

�스타터 출력 단락 지연 �연결 케이블과 모터 절연을 점검합니다.

�내부 단락 �사이리스터를 점검합니다.

�바이패스 접촉기 운전불량 �바이패스 접촉기를 점검합니다

�스타터의 용량초과 (접촉기의 운전상태)

�59쪽의 drC 메뉴에서 파라미터 값 bSt를

점검합니다.

상상 반반전전 2개의 라인 상을 반전시키거나 PHr = no를

라인 상 반전은 보호 메뉴에 있는 PHr 설정합니다.

선택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내내부부 메메모모리리 고고장장 제어 전원을 끊고 다시 연결합니다.

고장이 계속되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제품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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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 원인 ‐ 조치

일일반반적적으으로로 스스타타터터가가 시시작작될될 때때 고고장장이이 발발생생하하면면,, 공공장장설설정정으으로로 돌돌아아가가 단단계계 별별로로 사사용용자자의의 설설정정을을 재재입입력력하하는는 것것이이

좋좋습습니니다다..

스타터가 시작되지 않고 고장이 표시되지 않음

�디스플레이가 안됨: 라인 전원이 제어전원 CL1/CL2 (29쪽 참조)에 공급되는지 점검합니다.

�표시된 코드가 스타터의 정상 상태 (47쪽 참조)에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RUN/STOP 명령의 제공 여부 (30쪽 참조)를 점검합니다.

리셋이 불가한 고장

이런 종류의 고장이 표시될 때, 스타터는 잠기고 모터는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호 :

�기동 종료 릴레이 R2의 열림

�릴레이 R1의 열림 (스타터 잠금)

�고장 코드가 디스플레이에 번쩍임.

�마지막 5개의 고장 저장, PowerSuiteTM 소프트웨어 워크샵으로 보여짐

재 시작 조건 :

�고장 원인의 제거

�제어 전원의 연결 해제 및 재연결



표표시시된된 고고장장 가가능능한한 고고장장 원원인인 조조치치 및및 점점검검사사항항

잘못된 파라미터 설정으로 인해 �drC 메뉴에서 공장설정으로 복귀합니다.

전원입력(켜는 즉시)시 발생되는 고장 �스타터를 재설정합니다.

타타당당치치 않않은은 설설정정 �이전에 적용된 설정을 점검합니다.

시리얼 링크를 통해 스타터에 적용된 �호환성 있는 설정을 적용합니다.

설정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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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원인이 제거되는 즉시 리셋이 될 수 있는 고장

이런 종류의 고장이 표시될 때, 스타터는 잠기고 모터는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호

�릴레이 R2 시동 종료의 열림.

�릴레이가 아이솔레이팅 릴레이로써 구성되는 경우에만 릴레이 R1 열림

�고장이 존재하는 한 디스플레이에 고장 코드가 번쩍입니다.

�마지막 5개의 고장 저장, PowerSuiteTM 소프트웨어 워크샵으로 보여짐

재 시작 조건

�고장 원인의 제거.

�2-선식 제어에서 운전 명령은 RUN 입력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선식 제어에서 새로운 운전 명령 (상승 에지)은 RUN 입력에 요구됩니다.

고장 ‐ 원인 ‐ 조치



표표시시된된 고고장장 가가능능한한 원원인인 조조치치 및및 점점검검사사항항

운전 명령에 전원공급 고장 �전원공급 회로 및 전압을 점검합니다.

제어라인 고장 �200 ms이상 CL1/CL2손실

표표시시된된 고고장장 가가능능한한 고고장장 원원인인 조조치치 및및 점점검검사사항항

라라인인 상상의의 결결상상 �라인 및 스타터 사이에 위치한 절연

장치 및 스타터로의 연결,

라인을점검합니다. (접촉기, 퓨즈, 차단기등)

모모터터 상상의의 결결상상 �모터 연결 및 스타터와 모터 사이에 위치한

모터 전류가 0.5초 동안 한상에서 또는 절연 장치를 점검 합니다.

0.2초 동안 삼상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임계 (접촉기, 퓨즈, 차단기 등)

PHL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모터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고장은 보호메뉴 PrO의 파라미터 PHL �PHL 파라미터 구성이 사용된 모터와 호환

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되는지 점검합니다.

라라인인 주주파파수수,, 오오차차범범위위 이이탈탈 �라인을 점검합니다.

이 고장은 고급설정 메뉴 drC, �FrC 파라미터의 구성이 사용된 라인과

파라미터 FrC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지를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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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가능하고 자동 재기동 생성이 가능한 고장 (1)

이런 종류의 고장이 표시될 때, 스타터는 잠기고 모터는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동 재 기동을 위한 신호:

�릴레이 R2 시동 종료의 열림.

�릴레이가 아이솔레이팅 릴레이로써 구성되는 경우에만 릴레이 R1 열림. R1은 고장 릴레이로 구성되는 경우 닫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64쪽을 참조합니다.

�고장이 존재하는 한 디스플레이에 고장 코드가 번쩍입니다.

�마지막 5개의 고장 저장, PowerSuiteTM 소프트웨어 워크샵으로 보여짐

자동 재 기동을 이용해 다음의 고장 조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2-선식 제어 전용):

�고장 원인의 제거

�RUN 입력으로 유지되는 운전 명령

�6번의 재기동 시도는 60초를 간격으로 실시됩니다. 6번째 시도에서 고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수동 리셋을

하고 (다음 장 참조) R1은 고장 릴레이로 구성되는 경우 열립니다.

다음의 고장 조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고장 원인의 제거

�운전 명령의 유지 (2-선식 제어 전용)

(1) 자동 재기동 기능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신호에 해 80쪽을 참조하고 이들의 재시작 조건을 참조바랍니다.

고장 ‐ 원인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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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리셋이 가능한 고장

이런 종류의 고장이 표시될 때, 스타터는 잠기고 모터는 자유회전 정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호

�릴레이 R2 시동 종료의 열림.

�릴레이 R1 열림

�고장이 존재하는 한 디스플레이에 고장 코드가 번쩍입니다.

�마지막 5개의 고장 저장, PowerSuiteTM 소프트웨어 워크샵으로 보여짐

재 시작 조건

�고장 원인 제거

�고장 리셋을 위한 운전 명령 (1) (2 또는 3-선식 제어는 RUN 입력에 한 상승 에지를 필요로 함)

�모터 재 기동을 위한 또 다른 운전 명령 (2 또는 3-선식 제어는 RUN 입력에 한 상승 에지를 필요로 함)

(1) LI가“고장 리셋 (LIr)”기능에 지정된 경우, 운전 명령을 신해서 리셋이 될 것입니다.

표표시시된된 가가능능한한 원원인인 조조치치 및및 점점검검사사항항

고고장장

시시리리얼얼 링링크크 고고장장 �RS485 연결을 점검합니다.

외외부부 고고장장 �외부 고장을 점검합니다.

과과도도한한 기기동동 시시간간 �메커니즘을 점검합니다. (마모, 기계적 작동, 윤활유, 차단 등)

�55쪽의 PrO 메뉴에 있는 tLs 설정 값을 점검합니다.

�기계적 요건에 관련해 스타터-모터의 용량을 점검합니다.

전전류류 과과부부하하 �메커니즘을 점검합니다. (마모, 기계적 작동, 윤활유, 차단 등)

�56쪽 PrO 메뉴의 LOC값 및 tOL 파라미터를 점검합니다.

모모터터 과과열열 고고장장 �메커니즘을 점검합니다. (마모, 기계적 작동, 윤활유, 차단 등)

�기계적 요건에 관련해 스타터-모터의 용량을 점검합니다.

�55쪽의 PrO 메뉴에 있는 tHP 설정 값 및 50쪽 SEt 메뉴의 In 파라미터

값을 점검합니다.

�모터의 전기적 절연을 점검합니다.

�재기동 전 모터가 냉각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스타타터터 과과열열 고고장장 �메커니즘을 점검합니다. (마모, 기계적 작동, 윤활유, 차단 등)

�모터 및 기계적 요건에 관련해 스타터의 용량을 점검합니다.

�팬 운전을 점검, 반드시 공기통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를

받지 않으며, 방열 판이 깨끗하게 유지되게 합니다. 설치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재기동 전 ATS48이 냉각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고장 ‐ 원인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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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리셋이 가능한 고장

로직 입력을 사용한 고장 리셋

로직 입력 LI가“모터 열적 고장 리셋”또는“리셋 가능한 고장의 리셋”으로써 구성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로직 입력 LI의 펄스

�2-선식 제어에서 운전 명령이 RUN 입력에서 유지되는 경우 모터가 다시 기동됩니다.

�3-선식 제어에서 RUN 입력의 새로운 명령 (상승 에지)에 모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표표시시된된 고고장장 가가능능한한 원원인인 조조치치 및및 점점검검사사항항

PPTTCC 프프로로브브에에 의의해해 검검출출된된 모모터터 과과열열고고장장 �메커니즘을 점검합니다 (마모, 기계적 작동,

윤활유, 차단 등).

�기계적 요건에 관련해 스타터-모터의

용량을 점검합니다.

�57쪽 PrO 메뉴의 PtC 설정 값을 점검

합니다.

�재기동 전 모터가 냉각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모터터 무무 부부하하 �수압회로를 점검합니다.

�55쪽 Pro 보호메뉴의 LUL 및 tUL

파라미터 값을 점검합니다.

정상 상태의 잠잠김김 회회전전자자 �메커니즘을점검합니다. (마모, 기계적 작동, 

이 고장은 스타터 바이패스 접촉기가 정상 윤활유, 차단 등)

상태에서 활성화 됩니다.

이것은 상의 전류가 0.2초 이상 동안 5 In에

해당하거나 이보다 많은 경우 검출됩니다.

고장 ‐ 원인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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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48 스타터...................................................................................................................................................

고객 식별 번호 (적용 가능한 경우)......................................................................................................................

접속코드 (적용 가능한 경우)................................................................................................................................

설정 메뉴

음 으로 표시된 네모 안의 파라미터는 그에 해당하는 기능이 설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1) 스타터 정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설정 표

보호 메뉴

음 으로 표시된 네모 안의 파라미터는 그에 해당하는 기능이 설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1) 15 s

400% 20%

15 s 50%

20% 20%

-F-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10 10.0

OFF no

60% 2 s

60% 10%

OFF OFF

OFF OFF

8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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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으로 표시된 네모 안의 파라미터는 그에 해당하는 기능이 설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음 으로 표시된 네모 안의 파라미터는 그에 해당하는 기능이 설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11)) --AATTSS 4488●●●QQ :: 440000 VV

--AATTSS 4488●●●YY :: 446600 VV

구성/설정 표

고급설정 메뉴

입출력 메뉴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OFF 50%

OFF 40%

OFF OFF

OFF (1)

On AUt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LIA r1I

LIL rn1

0% OCr

5 mn 020

tA1 200

r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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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터 파라미터 메뉴

이이 메메뉴뉴는는 로로직직 입입력력이이 입입출출력력 메메뉴뉴에에 있있는는 모모터터 파파라라미미터터 ((LLIISS))의의 두두 번번째째 설설정정을을 활활성성화화하하기기위위한한 기기능능에에 지지정정

되되는는 경경우우에에만만 보보입입니니다다..

(1) 스타터 정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설정 표

통신 메뉴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1) 15 s

400% 20%

15 s OFF

20% 40%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코드 공장설정 고객 설정

0 5 s

19.2 kbps OFF

8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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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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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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