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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범용 AC 저압 드라이브

ACS580 드라이브
설치 및 시운전 간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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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의 설치
개요
본 메뉴얼는 ACS580의 설치, 운전에 대한 간단 매뉴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CS580 하드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아래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체의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드라이브/모터 또는 설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작업 및 조작전 반드시 하기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침 준수
이 안전지침은 ACS580의 모든 작업에 적용됩니다.
하드웨어 매뉴얼에는 아래 설명한 내용보다 더 상세한 안전 지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

이 지침을 무시하면 인체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ACS580의 모든 전기적인 설치와 정비작업은 숙련된 전기 기술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ACS580과 관련되는 장비는 적절하게 접지되어야 합니다. ACS580에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작업도 하지 마십시오. 주 전원을 차단한 후, DC회로의 커패시터를 방전하기 위해 항상 5분간 기다린
이후 방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ACS580, 모터, 모터 전선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ACS580의 주 전원을 내려도 외부 조작회로에 의해서 ACS580에 위험한 전압이 인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접, 천공 작업, 연마 및 연삭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잔해물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니, 작업 완료 후 ACS580을 설치하십시오.



ACS580의 설치면에 용접 및 불꽃이나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CS580 설치 벽면/하부의 재질은 불연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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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패시터 리포밍 확인(필요시)
드라이브에 1년을 경과하여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커패시터를 리포밍을 해야합니다.
드라이브의 제조년도는 시리얼번호의 형식에 따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번호 형식 : MYYWWRXXXX
YY: 13, 14, 15, … 제조년도를 나타냅니다. 2013, 2014, 2015년
WW: 01, 02, 03, … 제작한 주(week)를 나타냅니다. week1, week2, week3
커패시터의 리포밍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리포밍가이드 매뉴얼 (Converter module capacitor reforming instructions (3BFE64059629
[English]) 또는 ABB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케이블의 선정
전원 케이블은 해당 지역 국가의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의 정격 전류에 준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의 정격에 따른 전원케이블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냉각
드라이브의 운전 가능한 온도 조건은 -15 ~ +50 ℃ 이며 습기 및 결로가 없어야 합니다. 주위 온도에 따라 드라이브의
정격 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매뉴얼(ACS580-01 hardware manual (3AXD50000044794
[English]))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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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의 보호 및 전원케이블
드라이브 및 계통의 보호를 위하여 입력단에 0.5초 이내에 동작이 가능한 gG 퓨즈 이상 등급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퓨즈
용량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매뉴얼 및 해당 지역 국가의 규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의 설치
드라이브는 벽면 설치를 권장합니다. 하기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02A7~073A (R1~R4 Frame)

088A~430A (R6~R9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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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케이블 및 모터의 절연 확인
드라이브에 케이블의 결선에 앞서 규정에 따라 입출력 케이블/모터의 절연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터의 절연은 하기의 그림을 참조하시어 절연 저항기로 확인해주십시오.
**드라이브는 생산 공정 중에 절연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회로가 있으므로 절연 저항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전원 차단 및 커버 분리
작업시행에 앞서서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류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커버에 딸린 전면커버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의 그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R1~R4 Frame

R5 Frame / R6~R9 Frame

비접지 및 비대칭 네트워크 시스템
EMC필터

경고! 비접지 (IT, 플로팅 또는 고저항접지) 또는 비대칭 네트워크(TN) 시스템인 경우 내장된 EMC 필터의 사
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에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EMC필터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접지 바리스터

경고! 비접지 (IT, 플로팅 또는 고저항접지 (30옴이상))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상접지 바리스터의 사용은 적합
하지 않습니다. 전원 공급에 앞서 해당 바리스터를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EMC필터(EMC)와 상접지바리스터(VAR)의 분리가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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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필터 및 VAR 제거
EMC필터 및 VAR의 제거가 필요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드라이브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2. 드라이브의 전면 커버를 분리합니다.
3. EMC필터 / VAR 제거는 하기의 해당 프레임별 그림 및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각 프레임별 볼트 위치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MC (3a) 위치의 볼트를 제거합니다.
VAR (4a) 위치의 볼트를 제거합니다.
추후 사용을 위하여 (3b,4b) 위치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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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레임별 볼트위치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MC (3) 위치의 볼트를 제거합니다.
VAR (4) 위치의 볼트를 제거합니다.

각 프레임별 볼트위치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MC (3) 위치의 볼트를 제거합니다.
VAR (4) 위치의 볼트를 제거합니다.

전원 및 제어케이블의 결선
각 단자의 기능에 맞추어 입력 및 출력, 제어 및 통신, 접지 케이블을 결선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의 결선 및 조임 상태에 의하여, 드라이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는 적정토크로 케이블 결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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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I/O 결선
ABB Standard 매크로 사용시의 표준 I/O결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옵션 모듈 설치

옵션 모듈 사용시 하드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의 빠른 시운전은 다음 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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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시운전

본 매뉴얼 제어패널의 “First start assistant” 기능을 사용하여 드라이브를 초기에 빠르게 시운전 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에 앞서 반드시 드라이브의 설치에 관련된 매뉴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안전
ㅁ 설치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의 케이블박스와 전면 커버가 닫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모터의 기동에 따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터의 잘못된 회전 방향으로
인하여 장치에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 커플링을 해체하여 주십시오.
제어패널의 사용법
디스플레이

하단에

두개의

명령어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Options”와 “Menu”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 명령어는 디스플레이 아래
부분에 위치한 두개의 소프트키

과

에 의하여 기능이

부여됩니다. 명령어는 다양한 내용이 제공되면 두개의 소프트키에 의하여
실행됩니다.
는 활성 화면상에서 커서를 이동하거나 값을

화살표키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키는 화면 내용에 대하여 도움말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전장소는 로컬(LOC)과 리모트(REM)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키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운전 장소는
디스플레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제어패널상에서 로컬(LOC)모드로 운전시에는 “Start”(
“Stop”(

)키와

)키를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REM”으로 설정되면 외부에서 I/O 결선이나 필드버스통신을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제어합니다.
1 – First start assistant를 통한 언어, 날짜 및 시간, 모터 데이터 설정
모터 명판에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드라이브에 전원을 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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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First start assistant”는 드라이브의 초기 시운전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최초 전원을 인가 후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내용이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OK)키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주: 언어 설정 후 제어패널이 다시 활성화 되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ㅁ

Start set-up을 선택한 후,

ㅁ

Localization(단위계)를 선택한 후,

ㅁ

만약 화면에 표시되는 단위를 변경하고자 하면;
. 선택된 내용에
. 화살표

(Next)키를 누릅니다.

(Next)키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Next)키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ㅁ

선택된 메뉴의 편집 모드에서;
.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Save)키를 눌러서 새로운 값을 저장하거나,

수정없이 이전의 모드로 되돌아 갑니다.

(Cancel)키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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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시간 포맷에 따라 표시내용을 설정합니다.
. 선택된 내용에
.

키를 눌러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Next)키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ㅁ

선택된 메뉴의 편집 모드에서;
.
.

키를 이용하여 커서를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를 이용하여 값을 수정합니다.
(Save)키를 눌러서 새로운 값을 저장하거나,

(Cancel)키를 내용

수정 없이 이전의 모드로 되돌아 갑니다.

ㅁ

키를 눌러서 화면 상단에 드라이브에 이름을 표시할 있습니다.
드라이브 이름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Next)키를 눌러서 다음

단계인 모터 데이터 입력모드로 이동합니다.

모터 명판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히 드라이브에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유도전동기의 명판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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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모터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초기에는 드라이브의 용량에 준
하여 기본적인 값을 보여주지만 사용하는 모터에 맞게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가장 먼저 모터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모터의 역률(cos)과 정격 토크를 입력합니다.
(Next)키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ㅁ

모터의 회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본 모드를 선택적으로 진행합니다.
모터의 회전시 기계적인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본 모드는 수행하지
않고 “Not now”를 선택합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Spin the motor”를 선택한
후

(Next)키를 누릅니다.

ㅁ

제어패널에서 Start키

를 눌러 드라이브를 운전합니다.

ㅁ

모터의 회전 방향을 확인합니다.
정방향으로 운전중이면 “Yes, motor is spinning forward”를 선택한
후

(Next)키를 눌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만약, 회전방향이 맞지 않으면 “No, fix direction”을 선택한 후
(Next)키를 눌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ㅁ

만약 설정된 값에 대하여 백업(backup)을 원하는 경우 “Backup”을
선택 후

(Next)키를 누릅니다.

당장 백업이 필요치 않은 경우 “Not now”를 선택 후
누릅니다.

(Next)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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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art complete” 화면이 나타나면 드라이브는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Done)키를 눌러서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ㅁ

홈 화면에서는 선택된 신호 값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2 – 기본 설정 메뉴에서 추가 설정
ㅁ

“Main”메뉴에서 매크로, 가감속시간, 제한값 및 기동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Menu)키를 눌러서 “Main

menu”로 이동합니다.
“Primary settings”을 선택한 후

(Select)키 또는

키를

누릅니다.
ABB는 최소 아래와 같은 메뉴들에 대하여 추가 설정을 권장합니다 :
. 매크로 선택, 기동/정지 및 속도(주파수) 지령신호 설정
. 가감속 램프 설정
. 제한값 설정
“Primary settings” 메뉴에서 모터 및 PID, 필드버스, 시계, 지역 및
디스플레이 설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뷰 화면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rimary settings” 메뉴 각 아이템에서

키를 눌러서

도움말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2 – 추가 설정: 기동, 정지 및 속도지령 신호
ㅁ

매크로 사용을 하지 않고 기동, 정지 및 속도지령 신호를 직접 설정하
는 경우:
“Start, stop, reference”를 선택 후
누릅니다.

(Select)키 또는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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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매개변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파라미터
선택 후

(Edit),

(Select) 또는

키를 누릅니다.

설정이 변경되는 동안 드라이브의 I/O 신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어케이블 단자대에 연결된 실제 신호에 맞추어 “Main menu” 안에서
해당 I/O 신호를 확인합니다.
모든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Back)키를 눌러서 “Primary

settings” 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2 – 추가 설정: 램프타임설정 (모터의 가속 및 감속 시간 조정)
ㅁ

“Ramps” 선택 후

ㅁ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매개변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파라미터
선택 후

(Select) 또는

키를 누릅니다.

(Edit) 키를 누릅니다.

모든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Back)키를 눌러서 “Primary

settings” 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2 – 추가 설정: 제한값
ㅁ

“Limits” 선택 후

ㅁ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매개변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파라미터
선택 후

(Select) 또는

키를 누릅니다.

(Edit) 키를 누릅니다.

모든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Back)키를 눌러서 “Primary

settings” 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3 – I/O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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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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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설정은

구성하고자

하는

시퀀스를

고려하시어

I/O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메뉴를 선택한 후, I/O 메뉴로 이동 후

(Select) 또는

키를

누릅니다.

ㅁ

선택하고자 하는 I/O확인하시고,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파라미터
통하여 입력 후

(Edit)선택 후, 원하는 값을

를

(Save)합니다.

4 – 데이터 백업
ㅁ

파라미터 설정 완료 후, 파라미터 설정의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Menu) 선택 후, Backups메뉴로 이동후

(Select) 또는

키를 누릅니다.

ㅁ

Create Backup을

(Select) 또는

같이 백업된 파일이 저장됩니다.

키로 선택하시면 왼쪽 그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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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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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더 자세한 정보는 ABB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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