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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산업용 인버터
(3상 유도 모터용)

사용 설명서

TOSVERT™  VF-nC3

단상 120V급   0.1 ~ 0.75kW
단상 240V급   0.1 ~ 2.2kW
3상 240V급    0.1 ~ 4kW

공지사항

1.  본 사용 설명서는 인버터 장치의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인버터 장치를 설치하거나 작동시키기 전에 본 설명서를 
읽은 다음, 차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2009 V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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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안전 주의사항
인버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용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부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선 본 설명서와 인버터 자체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시된 모든 경고사항들에 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용도 범위
본 인버터는 일반 산업용 3상 유도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전 주의사항
▼ 인체에 해를 주거나 작동 중 오작동이나 에러가 인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치(원자력 제어 

장치, 항공 및 우주 비행 제어 장치, 교통 장치, 생명 유지 또는 운영 시스템, 안전 장치 등)에는 인버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버터를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제조사에 연락하십시오.

▼ 본 제품은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서 제조되었지만, 신호 출력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에러로 
중 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와 같은 중요한 장비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장치를 장비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 산업 용도의 경우 올바로 적용되는 3상 유도 모터용이 아닌 부하에 인버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3상 유도 모터를 올바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용

  경고

분해 금지

• 절  분해, 변경 또는 수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감전, 화재 및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금지

• 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면 커버를 제거하지 마시고, 캐비닛 안에 있는 경우에 문을 열지 
마십시오. 
장치에는 수많은 고압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어 그것들에 접촉할 경우에는 감전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선 구멍과 같은 홈이나 냉각팬 커버에 손가락을 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감전이나 다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종류의 물체라도 인버터에 두거나 삽입하지 마십시오(전선 조각, 막 , 전선 등). 
그렇게 하면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이나 기타 액체가 인버터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 전면 커버를 부착하거나 캐비닛 안에 있는 경우에는 문을 닫은 후에만 전원을 켜십시오.
전면 커버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캐비닛 안에 있는 경우에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켤 
경우에는, 감전이나 다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인버터에서 연기, 이상한 냄새 또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전원을 끄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장비가 계속 작동될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현지 판매점에 
연락하십시오.

• 인버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전, 먼지 및 기타 물질로 인한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전원을 끄십시오. 인버터의 전원이 켜진 상태로 두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접촉 금지

• 방열 핀이나 방전 저항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이러한 장치들은 뜨겁기 때문에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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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읽어두어야 할 사항 
도시바 “TOSVERT VF-nC3” 산업용 인버터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요약본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설명서(E6581595)의 상세본을 참조하십시오.

본 제품은 Ver. 100 CPU 버전 인버터입니다.
CPU 버전은 자주 업그레이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1 제품 구입 확인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TRANSISTOR INVERTER

VFNC3S-2022PL
2.2kW-4.1kVA-3HP (1)

U(V)
F(Hz)
I(A)

INPUT OUTPUT
1PH 200/240 3PH 200/240

50/60 0.1/400
21.9/18.4 10.0

S.Ckt 1000A FUSE CC/J 30Amax

Serial No.   1328  02021208  0001

Motor Overload Protection Class 10
Made in ……

TSIJ

3PH-200V 0.75kW
VF-nC3

정격 라벨

판지 상자

명판

인버터 본 장치 

CD-ROM

위험 표시 라벨

모델명

전원

모터 용량

위험 표시 라벨

사용 설명서

인버터 타입

인버터 정격 출력 용량

전원

정격 입력 전류

정격 출력 전류

명판

타입 표시 라벨

사용 설명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설정 시트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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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품 사양

명판 라벨에 관한 설명. 항상 전원을 먼저 끈 다음, 캐비닛 안에 있는 인버터의 정격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타입 형식

V F N C 3 S - 2 0 0 7 P L B - A 2 2

모델명

TOSVERT 
VF-nc3 시리즈

입력(AC) 전압

1: 100V ~ 120V
2: 200V ~ 240V

전력 위상 수

S: 단상
없음: 3상

해당 모터의 용량

001:   0.1kW
002:   0.2kW
004:   0.4kW
007: 0.75kW
015:   1.5kW
022:   2.2kW
037:      4kW

부가 기능 I

없음:  내부 필터 없음
L:  내장형 고-감쇠 

EMI 필터

조작 패널

P: 제공

특정 사양 코드

A : 은 숫자임

부가 기능 II

없음:  표준 제품
B:  바닥판형
Y: 특정 사양

1.3 설치

(1) 표준 설치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인버터를 설치한 다음, 그것을 평평한 금속판 위에 세로 방향으로 놓으십시오.
한 대 이상의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버터 간의 간격은 5 c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들을 수평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인버터가 50°C에서 작동될 경우에는, 전류의 정격을 낮춰야 합니다.

VFnC3

10 cm 이상

5 cm 이상5 cm 이상

10 cm 이상

(2) 병렬 설치
인버터들을 간격 없이 수평으로 정렬한 다음(병렬 설치), 인버터 상단에 있는 환기장치의 봉인을 벗기십시오. 
인버터가 40°C에서 작동될 경우에는, 전류의 정격을 낮춰야 합니다.

VF nC3 VF nC3 VF nC3

10 cm 이상
상단의 봉인을 제거하십시오.

10 cm 이상

그림에 나타나 있는 공간 최소 허용 공간입니다. 공기 냉각 장비는 표면 상단이나 하단에 냉각팬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도록 상단과 하단에 가능한 공간을 크게 두십시오.
주의사항: 고온 또는 다습인 장소와 먼지, 금속 조각 및 유분이 많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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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2.1 표준 연결 

2.1.1  표준 연결 회로도 1
본 회로도는 주회로의 표준 배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표준 연결 회로도 - 싱크 (음) (공통: CC)

MCCB

*1

R/L1
S/L2
T/L3

U/T1
V/T2
W/T3

FLC

FLB

FLA

F

R

S1

S2

CC

P24

OUT

NO

CCFM CC VI P5

+ +

-

-

P0 PA/+ PC/-

Ry

VF-nC3
MCCB(2P)

R/L1

S/L2

*3

I M

주회로 전원
단상-120V 급: 단상 100-120V 
 -50/60Hz
단상-240V 급: 단상 200-240V 
 -50/60Hz
3ph-240V급: 3상 200-240V 
 -50/60Hz

DC 리액터 (DCL)*2, 
*5 (선택사양)

전원단상

보호 기능 활성화 
출력

*1:  T/L3 단자는 단상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R/L1 및 S/L2 단자는 입력 단자로 
사용하십시오.

*2:  인버터는 PO 및 PA/+ 단자가 단락편에 
의해서 단락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DC 리액터(DCL)를 설치하기 전에, 
단락편을 제거하십시오.

*3:  싱크 논리 모드에서 OUT 출력 단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NO와 CC 단자를 
단락시키십시오.

*4:  1ph-240V 모델에는 내부에 노이즈 
필터가 있습니다.

*5:  1ph-120V 모델은 DC 리액터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터

정회전

역회전

사전 설정 속도 1

사전 설정 속도 2

공통

저속 신호 
출력

전압 신호: 0-5V/0-10V 
(전류 신호:  4-20mA)

외부 전위차계 (1~10kΩ)
7.5V-1mA 

(또는 0-10V/4-20mA)

계량기

주파수계 
(전류계)

조작 패널

공통 직렬 통신용 
커넥터

노이즈 
필터 전원 회로

제어 회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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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표준 연결 회로도 2
표준 연결 회로도 - 소스 (양) (공통: P24)

MCCB

*1

R/L1
S/L2
T/L3

U/T1
V/T2
W/T3

FLC

FLB

FLA

P24

F

R

S1

S2

P24

OUT

NO

CC

+ +

-

-

P0

VF-nC3
MCCB(2P)

R/L1

S/L2

FM CC VI P5

PA/+ PC/-

*3

Ry

I M

주회로 전원
단상-120V 급: 단상 100-120V 
 -50/60Hz
단상-240V 급: 단상 200-240V 
 -50/60Hz
3ph-240V급: 3상 200-240V 
 -50/60Hz

DC 리액터 (DCL)*2, 
*5 (선택사양)

전원 단상

보호 기능 활성화 
출력

*1:  T/L3 단자는 단상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R/L1 및 S/L2 단자는 입력 단자로 
사용하십시오.

*2:  인버터는 PO 및 PA/+ 단자가 단락편에 
의해서 단락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DC 리액터(DCL)를 설치하기 전에, 
단락편을 제거하십시오.

*3:  소스 논리 모드에서 NO 출력 단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P24와 OUT 단자를 
단락시키십시오.

*4:  1ph-240V 모델에는 내부에 노이즈 
필터가 있습니다.

*5:  1ph-120V 모델은 DC 리액터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터

정회전

역회전

사전 설정 속도 1

사전 설정 속도 2

저속 신호 
출력

전압 신호: 0-5V/0-10V 
(전류 신호: 4-20mA)

외부 전위차계 (1~10kΩ)
7.5V-1mA 

(또는 0-10V/4-20mA)

계량기
주파수계 
(전류계)

노이즈 
필터

전원 회로

제어 회로

조작 패널

공통 직렬 통신용 
커넥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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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자에 관한 설명

2.2.1 전원 회로 단자

러그 커넥터의 경우에는, 절연 튜브를 이용하여 러그 커넥터를 덮거나 절연 러그 커넥터를 사용하십시오.
나사 크기 조임 토크
M3.5 나사 1.0Nm 8.9lb • in
M4 나사 1.4Nm 12.4lb • in
M5 나사 3.0Nm 26.6lb • in

■ 전원 회로
단자 기호 단자 기능

인버터 연결용 접지 단자. 총 3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R/L1,S/L2,T/L3

120V 급: 단상 100 ~ 120V-50/60Hz
240V 급: 단상 200 ~ 240V-50/60Hz
 3상 200 ~ 240V-50/60Hz
* 단상 입력: R/L1 및 S/L2/N 단자

U/T1,V/T2,W/T3 (3상 유도) 모터에 연결하십시오.

PC/- 이것은 내부 DC 주회로에 있는 음 전위 단자입니다. DC 공통 전원은 PA 단자(양 
전위)를 통해 입력될 수 있습니다.

PO, PA/+
DC 리액터 (DCL: 선택사양 외부 장치) 연결용 단자. 공장 출하 시에 단락편에 의해 
단락됩니다. DCL을 설치하기 전에, 단락편을 제거하십시오. 단상 120V 모델은 DC 
리액터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2 배선 재료 선택

전압 
등급

해당 
모터의 
용량 (kW)

인버터 모델

전선 크기 (주의사항 4 참조)

전원 회로 (mm2)  주의사항 1) DC 리액터 (선택사양) (mm2) 접지선 (mm2)

IEC 용
JAPAN 

JEAC8001-
2005용

IEC 용
JAPAN 

JEAC8001-
2005용

IEC 용
JAPAN 

JEAC8001-
2005용

단상 
120V 급

0.1 VFNC3S-1001P 1.5 2.0 - - 2.5 2.0

0.2 VFNC3S-1002P 1.5 2.0 - - 2.5 2.0

0.4 VFNC3S-1004P 2.5 2.0 - - 2.5 2.0

0.75 VFNC3S-1007P 4.0 2.0 - - 4.0 3.5

단상 
240V 급

0.1 VFNC3S-2001PL 1.5 (1.5) 2.0 (2.0) 1.5 2.0 2.5 2.0

0.2 VFNC3S-2002PL 1.5 (1.5) 2.0 (2.0) 1.5 2.0 2.5 2.0

0.4 VFNC3S-2004PL 1.5 (1.5) 2.0 (2.0) 1.5 2.0 2.5 2.0

0.75 VFNC3S-2007PL 1.5 (1.5) 2.0 (2.0) 1.5 2.0 2.5 2.0

1.5 VFNC3S-2015PL 2.5 (2.5) 2.0 (2.0) 1.5 2.0 2.5 2.0

2.2 VFNC3S-2022PL 4.0 (4.0) 2.0 (2.0) 1.5 2.0 4.0 3.5

3상 
240V 급

0.1 VFNC3-2001P 1.5 (1.5) 2.0 (2.0) 1.5 2.0 2.5 2.0

0.2 VFNC3-2002P 1.5 (1.5) 2.0 (2.0) 1.5 2.0 2.5 2.0

0.4 VFNC3-2004P 1.5 (1.5) 2.0 (2.0) 1.5 2.0 2.5 2.0

0.75 VFNC3-2007P 1.5 (1.5) 2.0 (2.0) 1.5 2.0 2.5 2.0

1.5 VFNC3-2015P 1.5 (1.5) 2.0 (2.0) 1.5 2.0 2.5 2.0

2.2 VFNC3-2022P 2.5 (1.5) 2.0 (2.0) 1.5 2.0 2.5 2.0

4.0 VFNC3-2037P 4.0 (2.5) 2.0 (2.0) 4.0 2.0 4.0 3.5

주의사항 1: 각 전선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입력 단자 R/L1, S/L2, T/L3과 출력 단자 U/T1, V/T2 및 W/T3에 
연결되는 전선의 크기. 

주의사항 2: 제어 회로의 경우에는, 직경이 0.75 mm2 이상인 차폐 전선을 사용하십시오.
주의사항 3: 접지의 경우에는, 상기의 크기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주의사항 4: 상기의 표에 명시된 전선 크기는 주위 온도가 40°C 이하일 경우에 사용되는 HIV 전선(최대 허용 온도가 75°C인 

절연체로 차폐된 구리선)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5: 인버터에 UL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 6장에 명시된 전선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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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 장치 선택

전압 
등급

모터

입력 전류 (A) 배선용 차단기 (MCCB)
누전 차단기 (ELCB)

전자 접촉기
(MC)

과부하 계전기
(THR)

리액터 
없음

DCL 
장착

리액터 없음 DCL 장착 리액터 없음 DCL 장착
전류 타입 형식전류 

(A) 타입 형식 전류 
(A) 타입 형식 전류 

(A) 타입 형식 전류 
(A) 타입 형식

단상- 
120V

0.1 3.5 - 5

NJ30E
(NJV30E)

-

-

13

CA13

-

-

0.7

TH13U
0.2 6.0 - 10 - 13 - 1.3

0.4 11.4 - 15 - 13 - 2.3

0.75 18.9 - 30 - 19 CA20 - 3.6

단상- 
240V

0.1 2.0 1.2 5

NJ30E
(NJV30E)

5

NJ30E
(NJV30E)

13

CA13

13

CA13

0.7

TH13U

0.2 3.4 2.1 5 5 13 13 1.3

0.4 5.9 4.1 10 5 13 13 2.3

0.75 10.2 7.7 15 10 13 13 3.6

1.5 17.8 14.8 20 15 19 CA20 13 6.8

2.2 24 20.3 30 30 26 CA25 19 CA20 9.3

3상- 
240V

0.1 1.2 0.6 5

NJ30E
(NJV30E)

5

NJ30E
(NJV30E)

13

CA13

13

CA13

0.7

TH13U

0.2 2 0.9 5 5 13 13 1.3

0.4 3.6 1.8 5 5 13 13 2.3

0.75 6.3 3.5 10 5 13 13 3.6

1.5 11.1 6.6 15 10 13 13 6.8

2.2 14.9 9.3 20 15 13 13 9.3

4.0 23.8 16.1 30 30 26 CA25 19 CA20 15 TH20U

주의사항 1: 전원 전압이 200V/400V-50Hz인 도시바 4극 표준형 모터를 사용할 경우의 선택사항들.
주의사항 2: 전원 용량에 따라 MCCB를 선택하십시오.

UL 및 CSA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UL과 CSA에서 인증한 퓨즈를 사용하십시오.
주의사항 3: 상업용 전원 작동 중에 모터 쪽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모터 정격 전류에 맞게 AC-3급 정격 전류를 가진 MC를 

선택하십시오.
주의사항 4: 서지 킬러를 전자 접촉기와 전자 계전기의 여자 코일에 부착하십시오.
주의사항 5: 2a-타입 보조 접점이 있는 전자 접촉기(MC)가 제어 회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병렬 연결된 2a-타입 접점들을 

이용하면 접점의 신뢰도가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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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어 회로 단자

제어 회로 단자

OUT NO CC F R S1 S2 P24

FLA FLB FLC CC VI P5 FM

선택사양 커넥터 
(RJ45)

전선 크기
단선: 0.3 ~ 1.5  (mm2)
연선: 0.3 ~ 1.5  (mm2)
 (AWG   22 ~ 16)
전선 박피 길이: 6 (mm)
드라이버:  소형 일자 드라이버 

(일자 두께: 0.4 mm, 일자 폭: 2.5 mm)

나사 크기 조임 토크
M2.5 나사 0.5Nm 4.4lb • in

■ 제어 회로 단자
단자 
기호

입력 / 
출력

기능 전기 사양 인버터 내부 회로

F 입력

다
기
능

 프
로
그
래
밍
이

 가
능
한

 접
점

 입
력

F-CC를 통해 단락시키면 정회전이 
발생하며, 열면 서행 후 
정지합니다(ST가 항상 ON인 경우).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4Vdc-5mA 
이하의 전압 접점 
입력 없음

*매개변수 f127 2.2k

+24V

2.2k

470F
R

S1
S2

CC

싱크

소스R 입력

R-CC를 통해 단락시키면 역회전이 
발생하며, 열면 서행 후 
정지합니다(ST가 항상 ON인 경우).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1 입력

S1-CC를 통해 단락시키면 사전 
설정된 속도로 작동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2 입력

S2-CC를 통해 단락시키면 사전 
설정된 속도로 작동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C

입력/
출력에 
대해 
공통

제어 회로의 등전위 단자 (2개 단자)
CC

P5 출력 아날로그 전원 출력
5Vdc 

(허용 부하 전류: 
10mA)

100 +5V

P5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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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기호

입력 / 
출력

기능 전기 사양 인버터 내부 회로

V I 입력

다기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아날로그 
초기 공장값 설정: 0~10Vdc(1/1000 
분해능) 및 0~60Hz(0~50Hz) 주파수 입력.
이 기능은 매개변수 f109 = 1 설정에 
의해 4~20mAdc (0~20mA)의 입력 전류로, 
매개변수 f109 = 3 설정에 의해 
0~5Vdc (1/1000 분해능)의 입력 전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f109 = 2 설정을 변경하면, 
이 단자를 다기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접점 입력 단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크 논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P24-VI (4.7 kΩ1/2 W) 사이에 저항기를 
삽입해야 합니다.

5V/10Vdc
(내부 임피던스: 

40kΩ)

4-20mA
(내부 임피던스: 

250kΩ)
(주의사항 1)

1.6k

+5V

250
39.2k

47k

47k

10Vin/
5Vin

VI

CC
전류

FM 출력

다기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아날로그 
출력 표준 기본값 설정: 출력 주파수
이 기능은 매개변수 f681 설정으로 
0~10Vdc 전압이나 0-20mAdc (4-20mA) 
출력 전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mAdc 풀-
스케일 전류계 

•  0~10V DC 
전압계
허용 부하 저항: 
1kΩ 이상

•  0-20mA (4-
20mA) DC 
전류계
허용 부하 저항: 
750Ω 이하

2.7k

+24V

68

121 +
–

+
–

FM

CC

계량기

전압

전류

P24 출력 24Vdc 출력 24Vdc-100mA

+24V

P24

CC

과전류 보호 회로

OUT
NO 출력

다기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개방형 
콜렉터 출력. 표준 기본값 설정을 하면 
속도 도달 신호 출력 주파수를 감지하여 
출력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을 지정할 수 있는 
다기능 출력 단자. 
NO 단자는 등전 출력 단자입니다. 이것은 
CC 단자로부터 절연됩니다.

매개변수 설정을 변경하면, 이들 단자를 
다기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펄스 열 출력 
단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콜렉터 
출력
24Vdc-100mA

펄스 열을 
출력하려면, 10mA 
이상의 전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펄스 주파수 범위: 
38~1600Hz

OUT

NO

10

FLA
FLB
FLC

출력

다기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계전기 접점 
입력. 
인버터의 보호 기능 작동을 감지합니다. 
보호 기능 작동 중에 FLA-FLC를 통과하는 
접점이 닫히고 FLB-FLC가 열립니다.

•  250Vac-2A
(cosφ=1)
: 저항 부하 시 

•  30Vdc-1A
: 저항 부하 시

•  250Vac-1A
(cosφ=0.4)

FLA

FLC

FLB

RY

+24V

주의사항 1:  4-20mA 입력의 경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의 내부 임피던스는 250Ω입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의 내부 
임피던스는 40k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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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 (음) 논리/소스 (양) 논리 (인버터의 내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전류의 흐름이 제어 입력 단자를 작동시킵니다. 이것을 싱크 논리 단자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입력 단자로 흐르는 전류가 그것을 작동시키는 소스 논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싱크 논리를 음 논리, 소스 논리를 양의 논리라고도 합니다. 
각 논리는 인버터의 내부 전원이나 외부 전원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되며, 그것의 연결은 사용하는 전원에 
따라 다릅니다.

<인버터의 내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의 연결 예 >

CC

NO

P24

F

24VDC

F

CC

24VDC

OUT

P24

24VDC

CC

NO

OUT

P24

24VD

f127=0 f127=100

싱크 (음) 논리 소스 (양) 논리

출력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어기

입력

출력

공통

공통

입력

인버터

출력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어기

입력

출력

공통

공통

입력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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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 (음) 논리/ 소스 (양) 논리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원은 출력 논리 단자(OUT-N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의 연결 예>

OUT

NO

24VDC 24VDC

OUT

NO

싱크 (음) 논리 소스 (양) 논리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어기

입력

출력

공통

인버터

출력

입력

공통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어기

인버터

■ 아날로그 입력과 논리 접점 입력 중에서 VI 단자 기능 선택하기
매개변수 설정(f109)을 변경하면 VI 단자의 기능을 아날로그 입력과 논리 접점 입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초기 공장값 설정: 아날로그 입력 0-10V).
이 단자를 싱크 논리 회로의 논리 접점 입력 단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P24와 VI 단자 사이에 저항기를 
삽입해야 합니다(권장 저항: 4.7KΩ-1/2W).
저항기를 삽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리 접점 입력이 항상 ON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단자를 제어 회로 단자에 연결하기 전에 아날로그 입력과 논리 접점 입력을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연결된 인버터나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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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사용 
3.1 설정 메뉴 설정 방법

  경고

필수사항

설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손상되거나 예기치 않은 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정 매개변수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인버터의 전원을 처음 켜거나 매개변수를 set=0으로 설정하면, 인버터는 설정 메뉴 모드 상태가 
됩니다. 인버터가 이 모드 상태인 경우에,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 코드를 설정하면 인버터는 
작동 대기 상태가 됩니다.

사용된 제어 입력 신호용 논리와, 연결된 모터의 기본 주파수에 따라 설정 메뉴를 설정하십시오. (어떤 설정 
매개변수를 지역 코드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값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각 설정 매개변수는 사용된 제어 입력 신호용 논리와, 연결된 모터의 기본 주파수와 관련된 모든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설정 매개변수를 변경하십시오 [예: 지역 코드를 유럽으로 선택하기].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조작 설명

set 전원을 켜십시오(set이 깜박거립니다).

  jp

 usa

  eu

asia

지역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eu ⇔ in it
변경사항을 확정하려면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십시오. in it이 표시될 경우에는, 설정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0.0 작동 주파수가 표시됩니다(대기상태).

★ 사용자가 본 매개변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개변수를 set=0이나 
typ=13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 설정 매개변수를 설정한 이후에도 아래의 표에 기재된 매개변수들을 각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각 설정 메뉴에 의해 설정된 값

명칭 기능

eu
(유럽에서 주로 

적용)

usa
(북미에서 주로 

적용)

asia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주로 적용)

jp
(일본에서 주로 

적용)

fh 최대 주파수 50.0(Hz) 60.0(Hz) 50.0(Hz) 80.0(Hz)
ul/vl/
f170

주파수 50.0(Hz) 60.0(Hz) 50.0(Hz) 60.0(Hz)

f204
VI 입력 지점 2 
주파수

50.0(Hz) 60.0(Hz) 50.0(Hz) 60.0(Hz)

vlv/
f171

기본 주파수 전압 
1/2 220(V) 230(V) 230(V) 230(V)

f127 싱크/소스 전환

100 [소스 논리]
(양극 공통)
(공통: P24)

P24

F, R, S1, S2

0 [싱크 논리]
(음극 공통)
(공통: CC)

CC

F, R, S1, S2

f307 공급 전압 보정 2 2 2 3
f417 모터 정격 속도 1410(min-1) 1710(min-1) 1410(min-1) 1710(m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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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F-nC3의 간편 조작

다음 중에서 작동 주파수를 설정하는 절차 및 조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동/정지 : (1) 조작 패널 버튼을 이용한 작동 및 정지
(2) 외부 신호로부터 제어 단자를 이용한 작동 및 정지

주파수 설정
: (1) 설정 다이얼을 이용한 설정

(2) 단자반에 적용되는 외부 신호를 이용하는 설정
(0-5Vdc/0-10Vdc, 4-20mAdc)

기본 매개변수인 cmod (작동 명령 모드 선택)와 fmod (속도 설정 모드 
선택)의 사용. 

명칭 기능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cmod 명령 모드 선택
0: 단자반
1: 조작 패널
2: RS485 통신 

1

fmod 주파수 설정 모드

0: 단자반 VI
1: 메모리 기능이 없는 설정 다이얼
2: 메모리 기능이 있는 설정 다이얼
3: RS485 통신
4: -
5: 외부 접점으로부터 UP/DOWN

2

✩ fmod= 2: 다이얼을 설정하여 기준 주파수를 설정하면 전원을 끄더라도 주파수가 자동으로 fc에 
저장됩니다.

✩ fmod= 3 및 5에 관해선 설명서 E6581595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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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시동 및 정지 방법

[cmod 설정 절차의 예]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조작 설명

0.0
작동 주파수를 표시합니다(작동 정지).
(표준 모니터 표시 선택이 f710=0 [작동 주파수]인 경우)

MODE auh 첫 번째 기본 매개변수 [내역 (auh)]을 표시합니다.

cmod 설정 다이얼을 돌려 “cmod”를 선택하십시오.

1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눌러 매개변수 설정을 표시하십시오(기본값 설정1).

0 설정 다이얼을 돌려 매개변수를 0(단자반)으로 변경하십시오.

0⇔cmod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눌러 변경된 매개변수를 저장하십시오. cmod와 
매개변수 설정 값이 교대로 표시됩니다.

(1) 조작 패널 버튼을 이용한 시동 및 정지 (cmod=1)

조작 패널의 RUN과 STOP  버튼을 이용하면 모터를 시동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RUN  : 모터가 시동됩니다. STOP  : 모터가 정지됩니다.

✩ 리모컨 키패드의 선택을 통해 정회전이나 역회전으로 변경하려면, 매개변수 fr (정회전/역회전 
선택)을 2 나 3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단자반(cmod=0)에 적용되는 외부 신호에 의한 작동/정지: 싱크 (음) 논리
인버터 단자반에 적용되는 외부 신호를 이용하면 모터를 시동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F  및 CC  단자를 단락시킨 경우: 정회전 작동

F  및 CC  단자를 여는 경우: 서행 후 정지
F-CC

주파수
서행 후 정지

ON
OFF

(3) 관성 정지
표준 기본값 설정은 서행 정지입니다. 관성 정지를 
수행하려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단자 기능을 이용하여 
“6(ST)” 단자 기능을 빈 단자에 지정하십시오. 
f110=0으로 변경됩니다.
관성 정지의 경우, 좌측에 기술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터를 정지시키려면 ST-CC를 여십시오. 그렇게 하면 
인버터의 모니터에 off가 표시됩니다. 

F-CC

ST-CC

ON
OFF

ON
OFF

관성 정지모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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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주파수 설정 방법

[fmod 설정 절차의 예]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조작 설명

0.0
작동 주파수를 표시합니다(작동 정지).
(표준 모니터 표시 선택이 f710=0 [작동 주파수]인 경우)

MODE auh 첫 번째 기본 매개변수 [내역 (auh)]을 표시합니다.

fmod 설정 다이얼을 돌려 “fmod”를 선택하십시오.

2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눌러 매개변수 설정을 표시하십시오(기본값 설정2).

0 설정 다이얼을 돌려 매개변수를 0 (단자반 VI)으로 변경하십시오.

0⇔fmod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눌러 변경된 매개변수를 저장하십시오. fmod와 
매개변수 설정 값이 교대로 표시됩니다.

* 모드 버튼을 두 번 누르면 표시화면이 표준 모니터 모드 표시(작동 주파수 표시)로 되돌아갑니다.

(1) 설정 다이얼을 이용한 주파수 설정 (fmod=1 또는 2)

 : 주파수가 증가합니다.   : 주파수가 감소합니다.

■ 설정 다이얼 1을 이용한 작동 조작의 예 (fmod=1)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조작 설명

0.0
작동 주파수를 표시합니다.
(표준 모니터 표시 선택이 f710=0 [작동 주파수]인 경우)

50.0 기준 주파수를 설정하십시오.

50.0⇔fc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눌러 작동 주파수를 저장하십시오. fc와 
주파수가 교대로 표시됩니다.

60.0 설정 다이얼을 돌리면 작동 중이더라도 작동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 설정 다이얼 2을 이용한 작동 조작의 예 (fmod=2)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조작 설명

0.0
작동 주파수를 표시합니다.
(표준 모니터 표시 선택이 f710=0 [작동 주파수]인 경우)

60.0 기준 주파수를 설정하십시오.

- 60.0 전원을 끄면, 기준 주파수가 자동으로 FC에 저장됩니다.

50.0 설정 다이얼을 돌리면 작동 중이더라도 작동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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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자반을 이용한 주파수 설정 (fmod=0)

■ 주파수 설정
1) 외부 전위차계를 이용한 주파수 설정

P5

CC

V I :  전위차계를 이용한 주파수 설정

★ 전위차계
 전위차계(1-10kΩ, 1/4W)를 이용한 주파수 설정

50  60Hz

0

주파수

MAXMIN

주의사항: 매개변수를 f109=3 (0-5V)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입력 전압(0~10V)을 이용한 주파수 설정

CC

V I+

-

:  전압 신호 0-10mAdc

★ 전압 신호
 전압 신호(0~10V)를 이용한 주파수 설정.

50  60Hz

0

주파수

10Vdc0Vdc주의사항: 매개변수를 f109=0 (0-10V)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입력 전류(4~20mA)를 이용한 주파수 설정

CC

V I+

-

:  전류 신호 4-20mAdc

★ 전류 신호
 전류 신호(4~20mA)를 이용한 주파수 설정.

50 60Hz

0 4mAdc 20mAdc

주파수

* 매개변수를 0-20mAdc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매개변수를 f109=1 (전류)로 설정해야 합니다.

4) 입력 전압(0~5V)을 이용한 주파수 설정

CC

V I+

-

:  전압 신호 0-5Vdc

★ 전압 신호
 전압 신호(0~5V)를 이용한 주파수 설정.

0
0Vdc 5Vdc

50  60Hz

주파수

주의사항: 매개변수를 f109=3 (0-5V)로 설정해야 합니다.

05_VF-nC3_Ko_Chap03.indd   1605_VF-nC3_Ko_Chap03.indd   16 2009/3/16   18:44:562009/3/16   18:44:56



 E6581607

17

4

4.  VF-nC3 기본 조작

4.1 설정/모니터 모드

VF-nC3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모니터 모드가 있습니다.

 표준 모니터 모드 표준 인버터 모드. 인버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 이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출력 주파수를 감시하고 주파수 기준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동 및 트립 중에 
상태 경고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 출력 주파수 등의 표시.
f710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내장 패널 모니터 표시
f720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확장 패널 모니터 표시
f702 자유 단위 선택

• 주파수 기준값 설정
• 상태 경고
인버터에 에러가 있을 경우에, LED 표시화면의 경고 신호와 주파수가 교대로 깜박거립니다.
c: 과전류 스톨 방지 레벨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 
p: 과전압 스톨 방지 레벨 이상으로 전압이 발생하는 경우. 
l: 과부하의 누계가 과부하 트립 값의 50% 이상인 경우.
h: 인버터 내부 온도가 과열 방지 경고 레벨 에 도달하는 경우

 설정 모니터 모드 인버터 매개변수 설정용 모드.
⇒ 매개변수 설정 방법은 4.2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모드는 선택한 매개변수 판독 모드에 따라 2가지 모드로 구분됩니다.
간편 설정 모드 :  자주 이용되는 7가지 기본 매개변수만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한 매개변수가 최대 24개까지 
표시됩니다.   

표준 설정 모드 : 기본 매개변수와 확장 매개변수가 모두 표시됩니다.

✩  EASY  버튼을 누르면, 간편 설정 모드와 표준 설정 모드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태 모니터 모드 전체 인버터 상태 감시용 모드.
설정된 주파수, 출력 전류/전압 및 단자 정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 제 5장을 참조하십시오.

MODE 버튼을 누르면 인버터가 각각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MODE MODE

MODE

fr-f
상태 모니터 모드

MON

f60.0

작동 상태의 확인
⇒  8.1항을 
참조하십시오.

매개변수 검색 및 설정 
방법

⇒ 4.1항을 참조하십시오. 

auh
설정 모니터 모드

PRG

auf

0.0
표준 모니터 모드 

(전원이 켜진 상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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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매개변수 설정 방법

설정 모드에는 설정 매개변수, 간편 설정 모드 및 표준 설정 모드 2가지가 있습니다.

패널 버튼과 설정 다이얼 조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다이얼의 중앙 
누르기

값과 작동 레벨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정 다이얼 돌리기 
항목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MODE
모드 버튼 
모드를 선택하거나 이전 
메뉴로 되돌아가는 데 
사용됩니다.

 간편 모드 : “easy”가 표시됩니다.
자주 이용되는 7가지 기본 매개변수만 표시됩니다.
간편 모드 

명칭 기능

cmod 명령 모드 선택
fmod 주파수 설정 모드 선택 
acc 가속 시간 1
dec 감속 시간 1
thr 모터 과부하 방지 레벨 1
fm 계량기 조정
psel 매개변수 표시 선택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한 매개변수가 최대 24개까지 
표시됩니다.

 표준 설정 모드 : “std”가 표시됩니다.
 기본 매개변수와 확장 매개변수가 모두 표시됩니다.

기본 매개변수 : 이 매개변수는 인버터 조작을 위한 기본 
매개변수입니다.
⇒ 매개변수 설정에 관해선 제 11.2장을 참조하십시오.

확장 매개변수 :  세부사항 및 특정 설정을 위한 매개변수.
⇒ 매개변수 설정에 관해선 제 11.3장을 참조하십시오.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의 매개변수들의 설정이 완료되면 인버터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없습니다.

[기본 매개변수]
auf, au1, au2, cmod, fmod, fh, pt, typ, set

[확장 매개변수]
f105, f108∼f115, f127, f130∼f139, f144, f151∼f156, f301, f302, 
f305∼f311, f316, f360, f380, f400, f458, f480∼f495, f603, f605, 
f608, f613, f627, f631, f669, f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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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선택한 간편 모드에서 매개변수 설정하기

인버터를 이 모드 상태가 되도록 하려면, EASY  버튼(PRG 램프가 깜박거림)을 누른 다음, MODE 버튼을 
누르십시오.

간편 모드
명칭 기능

cmod 명령 모드 선택
fmod 주파수 설정 모드 선택
acc 가속 시간 1
dec 감속 시간 1
thr 모터 과부하 방지 레벨 1
fm 계량기 조정
psel 매개변수 표시 선택

MODE

cmod

fmod

0.0
표준 모니터 모드 

(1)

acc

dec

2

(2)

0

(3)

0⇔fmod
(4)

등
록
된

 매
개
변
수

 
(최
대

 2
4개
의

 매
개
변
수

) 

기
본

 매
개
변
수

 설
정

*

*  매개변수 명칭과 설정 값이 교대로 
표시됩니다.

MODE

■ 기본 매개변수 설정 방법
(1) 변경할 매개변수를 선택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2) 프로그래밍된 매개변수 설정을 확인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십시오).
(3) 매개변수 값을 변경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4) 이 버튼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십시오).

■매개변수의 조정 범위 및 표시
hi: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지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또는 다른 

매개변수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선택한 매개변수의 프로그래밍된 값이 상한선을 초과합니다. 
lo: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범위 미만의 값을 지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또는 다른 매개변수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선택한 매개변수의 프로그래밍된 값이 하한선을 초과합니다. 
위와 같은 경고가 깜박거리는 경우에는, hi 이상 또는 lo 이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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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표준 설정 모드에서 매개변수 설정하기

인버터를 본 모드 상태가 되도록 하려면 MODE 버튼을 누르십시오.

■ 기본 매개변수 설정 방법
(1) 변경할 매개변수를 선택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2) 프로그래밍된 매개변수 설정을 확인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십시오).
(3) 매개변수 값을 변경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4) 이 버튼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십시오).

MODE

auh

au1

0.0
표준 모니터 모드 

(1)

au2

0

(2)

1

(3)

1⇔au1
(4)

표
준

 매
개
변
수

MODE

기
본

 매
개
변
수

 설
정

*

*  매개변수 명칭과 설정 값이 교대로 
표시됩니다.

f1--

(5)

f2--

f100

(6)

f101

(7)

MODE

2.5

(8)

2.6

(9)

2.6⇔f101
(10)

MODE

확
장

 매
개
변
수

 설
정

*

■ 확장 매개변수 설정 방법
각각의 확장 매개변수는 “f”와 f 뒤의 세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f1--”부터 “f8--”까지 
중에서 원하는 매개변수의 항목을 먼저 선택한 다음, 확인하십시오(“f1--”: 매개변수의 시작점은 
100입니다).
(5) 변경하고자 하는 매개변수의 항목을 선택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6) 엔터키를 눌러 선택한 매개변수를 활성화시키십시오(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십시오).
(7) 변경할 매개변수를 선택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8) 프로그래밍된 매개변수 설정을 확인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십시오).
(9) 매개변수 값을 변경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10) 이 버튼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하십시오(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십시오).

■매개변수의 조정 범위 및 표시
hi: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지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또는 다른 

매개변수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선택한 매개변수의 프로그래밍된 값이 상한선을 초과합니다.
lo: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범위 미만의 값을 지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또는 다른 매개변수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선택한 매개변수의 프로그래밍된 값이 하한선을 초과합니다.
위와 같은 경고가 깜박거리는 경우에는, hi 이상 또는 lo 이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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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개변수 검색이나 매개변수 설정 변경에 유용한 기능

여기에서는 매개변수를 검색하거나 매개변수 설정을 변경하는 데에 유용한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능을 이용하려면, 매개변수를 먼저 선택하거나 설정해야 합니다. 

매개변수 변경 이력 기능 auh

매개변수의 표준 기본값과 다른 값으로 설정된 매개변수를 최근 5개까지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auh 매개변수를 선택하십시오.
⇒세부사항에 관해선 E6581595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매개변수 설정하기 (안내 기능) auf

해당 목적에 알맞은 매개변수만 설정하기.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auf 매개변수를 선택하십시오.
⇒세부사항에 관해선 E6581595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매개변수를 해당 기본값 설정으로 초기화하는 기능 typ

모든 매개변수를 해당 기본값 설정으로 초기화하려면 typ 매개변수를 이용하십시오.
⇒세부사항에 관해선 E6581595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매개변수 불러오기 set

설정 메뉴를 set=0으로 설정하면 설정 매개변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 메뉴인 set을 확인하면 전원을 처음 켰을 때 설정했던 지역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관해선 E6581595를 참조하십시오.

변경된 매개변수 검색 기능 gru

표준 기본값 설정과 다른 값으로 프로그래밍된 매개변수들만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gru 
매개변수를 선택하십시오.
⇒세부사항에 관해선 4.3.1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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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초기화된 모든 매개변수를 검색하여 해당 설정 
변경하기

gru  : 자동 수정 기능

• 기능

표준 기본값 설정과 다른 값으로 프로그래밍된 매개변수들만 자동으로 검색하여 그것을 gru에 
표시합니다. 또한 이 그룹 내에서 매개변수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매개변수를 해당 초기 공장값으로 초기화할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더 이상 gru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2: 사용자 매개변수 그룹 gru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초기 공장값 설정과 비교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변경된 매개변수를 표시하는 데에는 몇 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매개변수 그룹 

검색을 취소하려면, MODE 버튼을 누르십시오.

주의사항 3: typ를 3으로 설정하면 기본값 설정으로 초기화할 수 없는 매개변수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에 관해선 E6581595를 참조하십시오.

■ 매개변수를 검색하여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조작 설명

0.0
작동 주파수를 표시합니다(작동 정지).
(표준 모니터 표시 선택이 f710=0 [작동 주파수]인 경우)

MODE auh 첫 번째 기본 매개변수 “내역 기능(auh)”이 표시됩니다.

gru 설정 다이얼을 돌려 gru를 선택하십시오.

u---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면 사용자 매개변수 자동 수정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는

 
acc

표준 기본값 설정과 값이 다른 매개변수를 검색하여 해당 
매개변수들을 표시합니다.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거나 설정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표시된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설정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매개변수를 역순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8.0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눌러 설정 값을 표시하십시오.

5.0 설정 다이얼을 돌려 설정 값을 변경하십시오.

5.0⇔acc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눌러 변경된 값을 저장하십시오. 매개변수 
명칭과 프로그래밍된 값이 교대로 깜박거립니다.

u--f
(u--r)

상기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설정 다이얼을 돌리면서 설정을 
검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매개변수를 표시하십시오.

u--- u---u--가 다시 나타나면, 검색이 종료됩니다.

MODE

MODE

매개변수 표시
↓

fr-f
↓
0.0

모드 버튼을 누르면 검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버튼을 한 번 눌러 매개변수 설정 모드 표시화면으로 
되돌아가십시오.
그런 다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상태 모니터 모드나 표준 모니터 
모드(작동 주파수의 표시화면)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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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동 상태 확인하기 
모니터의 흐름에 관해선 4.1항을 참조하십시오.

5.1 상태 모니터 모드의 흐름

모니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uh

설정 모니터 모드

PRG

60.0

표준 모니터 모드
RUN

MODE MODE

MODE

fr-fMON

✩ 표시 모드

f60.0

t0.10

m <>

op3⇔3

oc1⇔4

oh⇔2

oc3⇔1

vw01

약 20종의 데이터

10종의 데이터
✩ 약 20종의 데이터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를 f711에서 
f716으로 설정하면 
모니터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상 작동 중인 경우: 
세부사항이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5.2.1항 참조).

•  트립의 경우: 트립 발생 
시에 수집된 데이터가 
보존됩니다(5.3.2항 참조).

✩ 전원을 껐다가 켜면, 
미리 결정된 10종의 
데이터를 네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트립 발생 시에 
수집된 데이터가 
보존됩니다. 
(5.2.2항 참조)

최근 트립 기록이 보류된 모니터 모드

주의사항: 본래의 표시 모드로 되돌아가려면, MODE  버튼을 누르십시오.

t8.56

o }1

m  2

상태 모니터 모드

네 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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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태 모니터 모드

5.2.1 일반 조건 하에서의 상태 모니터
이 모드에서는 인버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작동 중에 작동 상태를 표시하려면:

MODE 버튼을 두 번 누르십시오.

설정 절차 (예: 60Hz에서 작동 시)

표시 항목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통신 번호 설명

작동 주파수  * 60..0
작동 주파수가 표시됩니다(60Hz에서 작동 시). 
(표준 모니터 표시 선택 f710이 0[작동 
주파수]으로 설정된 경우)

매개변수 설정 
모드 MODE auh

첫 번째 기본 매개변수 “auh”(내역 기능)가 
표시됩니다.

회전 방향 MODE fr-f FE01 회전 방향이 표시됩니다.
(fr-f: 정회전, fr-r: 역회전)

주의사항 1 작동 주파수 
명령  * f60.0 FE02 작동 주파수 명령 값(Hz/자유 단위)이 표시됩니다.

(f711=2인 경우)

주의사항 2 부하 전류  * c 80 FE03 인버터 출력 전류(부하 전류)(%/A)가 표시됩니다.
(f712=1인 경우)

주의사항 3 입력 전압  * y100 FE04 인버터 입력 (DC) 전압(%/V)이 표시됩니다.
(f713=3인 경우)

출력 전압 * p100 FE05 인버터 출력 전압(%/V)이 표시됩니다.
(f714=4인 경우)

인버터 
부하율  * l 70 FE27 인버터 부하율(%)이 표시됩니다.

(f715=27인 경우)

작동 주파수  * x60.0 FD00 작동 주파수(Hz/자유 단위)가 표시됩니다.
(f716=0인 경우)

주의사항 4 입력 단자 a }}i}i FE06

각각의 제어 신호 입력 단자(F, R, S1, S2, VI)의 
ON/OFF 상태가 비트로 표시됩니다.
ON: 1
OFF: }

S2

VI

}}i}ia

F

R

S1

주의사항 5 출력 단자 0  }i FE07

각각의 제어 신호 출력 단자(OUT 및 FL)의 
ON/OFF 상태가 비트로 표시됩니다.
ON: 1
OFF: }

FL

}i0

OUT

논리 입력 단자 
설정

l -50 FD31
f127에 의한 논리 설정이 표시됩니다.
l-50: 소스 논리
l-51: 싱크 논리

CPU1 버전 v101 FE08 CPU1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CPU2 버전 vw01 FE73 CPU2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1 oc3 ⇔1 FE10 최근 트립 1 (교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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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항목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통신 번호 설명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2 oh ⇔2 FE11 최근 트립 2 (교대로 표시)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3 op3 ⇔3 FE12 최근 트립 3 (교대로 표시)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4 nerr ⇔4 FE13 최근 트립 4 (교대로 표시)

주의사항 7
부품 교체 경고 
정보 m  }}}i FE79

부품 교체 경고나 누적 작동 시간과 관련해서 
냉각팬, 회로판 축전기, 주회로 축전기 각각의 
ON/OFF 상태가 비트로 표시됩니다.

ON: 1
OFF: }

m  }}}i

누적 작동 
시간 제어 회로판 축전기

주회로 축전기

냉각팬

주의사항 8 누적 작동 시간 t0.10 FE14 누적 작동 시간이 표시됩니다.
(0.01=1 시간, 1.00=100 시간)

기본값 표시 
모드

MODE 60.0 작동 주파수가 표시됩니다(60Hz에서 작동 시).

* 매개변수를 f710을 f720으로 설정하면 이들 모니터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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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최근 트립에 관한 세부 정보 표시
상태 모니터 모드에서 트립 기록을 선택할 경우에 설정 다이얼의 중앙을 누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근 트립(트립 1에서 4 중)에 관한 세부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5.2.2항의 “트립 발생 시의 세부 트립 정보 표시”와 달리, 인버터를 끄거나 초기화하더라도 최근 트립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 항목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설명

주의사항 9 최근 트립 1 oc1 ⇔ 1 최근 트립 1 (교대로 표시)

연속 트립 n 2
연속해서 발생한 동일한 트립의 횟수가 표시됩니다(단위: 
횟수).

주의사항 1 작동 주파수 x6=0 트립이 발생했던 당시의 작동 주파수가 표시됩니다.

회전 방향 fr-f
트립이 발생했던 당시의 회전 방향이 표시됩니다.
(fr-f: 정회전, fr-r: 역회전)

작동 주파수 
명령

f8=0 트립이 발생했던 당시의 작동 명령 값이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2 부하 전류 c150 트립이 발생했던 당시의 인버터 출력 전류가 표시됩니다(%/A).

주의사항 3 입력 전압 y120
트립이 발생했던 당시의 인버터 입력 전압(DC)이 
표시됩니다(%/V).

출력 전압 p100 트립이 발생했던 당시의 인버터 출력 전압이 표시됩니다(%/V).

주의사항 4 입력 단자 a }}i}i

제어 입력 단자(F, R, S1, S2, VI)의 ON/OFF 상태가 비트로 
표시됩니다.
ON: 1
OFF: }

S1

R

F

S2

VI

}}i}ia

주의사항 5 출력 단자 0  }i

제어 출력 단자(OUT 및 FL)의 ON/OFF 상태가 비트로 
표시됩니다.
ON: 1
OFF: }

OUTFL

}i0

주의사항 8 누적 작동 시간 t(56
트립이 발생했던 당시의 누적 작동 시간이 표시됩니다.
(0.01=1 시간, 1.00=100 시간)

최근 트립 1 MODE oc1 ⇔ 1 이 버튼을 누르면 최근 트립 1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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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트립 정보 표시

5.3.1 트립 코드 표시
인버터에서 트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을 알려주는 에러 코드가 표시됩니다. 트립 기록은 보존되기 때문에, 
상태 모니터 모드에서는 각 트립에 관한 정보를 항상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트립 정보 표시
에러 코드 실패 코드 설명

nerr(*) 0000 에러 없음
oc1 0001 가속 중의 과전류
oc2 0002 감속 중의 과전류
oc3 0003 정속 작동 중의 과전류
ocl 0004 시동 중의 부하-측 과전류
oca 0005 시동 중의 진동부-측 과전류
eph1 0008 주회로 축전기의 입력 결상 또는 입력 위상 소진
eph0 0009 출력 결상
op1 000A 가속 중의 과전압
op2 000B 감속 중의 과전압
op3 000C 정속 작동 중의 과전압
ol1 000D 인버터 과부하 트립
ol2 000E 모터 과부하 트립
ol3 003E 메인 모듈 과부하 트립
ot 0020 과토크 트립
oh 0010 과열 트립 또는 열 검출기 고장
e 0011 비상 정지
eep1 0012 E2PROM 오류 1 (쓰기 에러)
eep2 0013 E2PROM 오류 2 (초기화 에러) 또는 typ
eep3 0014 E2PROM 오류 3 (판독 에러)
err2 0015 인버터 RAM 오류
err3 0016 인버터 ROM 오류
err4 0017 CPU 오류 트립 1
err5 0018 통신 에러
err7 001A 전류 검출기 오류
uc 001D 소전류 트립
up1 001E 저전압 트립
ef2 0022 접지 오류
etn1 0054 자동 튜닝 에러
etyp 0029 인버터 타입 에러
e-18 0032 VIA 케이블 파손
e-19 0033 CPU간의 통신 에러
e-20 0034 V/F 제어 에러
e-21 0035 CPU 오류 2
e-26 003A CPU 오류 3

(주의사항)  최근 트립 기록(보존된 트립 기록이나 과거에 발생했던 트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는 절차에 관해선 5.2 “상태 모니터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 코드는 에러 코드가 아닙니다. 이 코드는 최근 트립 모니터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에러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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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트립 발생 시의 트립 정보 표시
인버터를 끄거나 초기화할 경우에는, 트립 발생 시에, 5.1.1 “일반 조건 하에서의 상태 모니터”에 기술된 모드에서 
표시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인버터를 끄거나 초기화한 후에 트립 정보를 표시하려면, 5.1.2 “최근 트립에 관한 세부 정보 표시”에 기술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트립 정보를 불러오는 경우의 예
표시 항목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통신 번호 설명

트립 원인 op2

상태 모니터 모드 (트립이 발생하면 코드가 
깜박거립니다.)
모터가 관성적으로 작동하다 정지합니다(관성 
정지).

매개변수 설정 
모드

MODE auh
첫 번째 기본 매개변수 “auh”(내역 기능)가 
표시됩니다.

회전 방향 MODE fr-f FE01 트립 발생 시의 회전 방향이 표시됩니다(fr-f: 
정회전, fr-r: 역회전).

주의사항 1 작동 주파수 
명령  * f60.0 FE02

트립 발생 시의 작동 주파수 명령 값(Hz/자유 
단위)이 표시됩니다.
(f711=2인 경우)

주의사항 2 부하 전류  * c130 FE03 트립 발생 시의 인버터 출력(%/A)이 표시됩니다.
(f712=1인 경우)

주의사항 3 입력 전압  * y141 FE04
트립 발생 시의 인버터 입력 (DC) 전압(%/V)이 
표시됩니다.
(f713=3인 경우)

출력 전압 * p100 FE05
트립 발생 시의 인버터 출력 전압(%/V)이 
표시됩니다.
(f714=4인 경우)

인버터 
부하율  * l 70 FE27 트립 발생 시의 인버터 부하율(%)이 표시됩니다.

(f715=27인 경우)

작동 주파수  * x60.0 FE00
트립 발생 시의 인버터 출력 주파수(Hz/자유 
단위)가 표시됩니다.
(f716=0인 경우)

주의사항 4 입력 단자 a }}i}i FE06

제어 입력 단자(F, R, S1, S2, VI)의 ON/OFF 
상태가 비트로 표시됩니다.
ON: 1
OFF: }

S2

VI

}}i}ia

F

R

S1

주의사항 5 출력 단자 0  }i FE07

트립 발생 시의 각 제어 신호 출력 단자(OUT 및 
FL)의 ON/OFF 상태가 비트로 표시됩니다.
ON: 1
OFF: }

FL

}i0

OUT

논리 입력 단자 
설정

l -50 FD31
f127에 의한 논리 설정이 표시됩니다.
l-50: 소스 논리
l-51: 싱크 논리

CPU1 버전 v101 FE08 CPU1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CPU2 버전 vw01 FE73 CPU2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1 op2 ⇔1 FE10 최근 트립 1 (교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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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항목 패널 조작 LED 
표시화면

통신 번호 설명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2 oh ⇔2 FE11 최근 트립 2 (교대로 표시)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3 op3 ⇔3 FE12 최근 트립 3 (교대로 표시)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4 nerr ⇔4 FE13 최근 트립 4 (교대로 표시)

주의사항 7 부품 교체 경고 
정보

m  }}}i FE79

부품 교체 경고나 누적 작동 시간과 관련해서 
냉각팬, 회로판 축전기, 주회로 축전기 각각의 
ON/OFF 상태가 비트로 표시됩니다.

ON: 1
OFF: }

m  }}}i

누적 작동 
시간 제어 회로판 축전기

주회로 축전기

냉각팬

주의사항 8 누적 작동 시간 t0.10 FE14 누적 작동 시간이 표시됩니다.
(0.01=1 시간, 1.00=100 시간)

기본값 표시 
모드 MODE op2 트립의 원인이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1: 각각의 모니터 모드에서 설정 다이얼을 돌리면 표시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 매개변수 f701 (전류/전압 단위 선택)을 이용하여, %나 A(암페어)/V(볼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3: 표시되는 입력 (DC) 전압은 정류 d. c. 입력 전압의 1/√⎯2 배입니다. 1ph-120의 경우에는, 표시된 값은 

1/2배가 더해진 것입니다.
주의사항 4: f109 = 2(논리 입력)인 경우: VI 단자의 ON/OFF 상태에 따라 VI 막대가 활성화됩니다.

f109 = 0, 1 또는 3(전압/전류 입력)인 경우: VI 막대가 항상 OFF 상태입니다.
주의사항 5: f669 = 0(논리 출력)인 경우: OUT 단자의 ON/OFF 상태에 따라 OUT 막대가 활성화됩니다.

f669 = 1(펄스 열 출력)인 경우: OUT 막대가 항상 OFF 상태입니다.
주의사항 6: 최근 트립 기록은 1(가장 최근의 트립 기록)⇔2⇔3⇔4(가장 오래된 트립 기록)의 순으로 표시됩니다. 

과거에 트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nerr”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최근 트립 1, 2, 3, 
또는 4가 표시될 경우에, 설정 다이얼을 누르면 과거 트립 기록 1, 2, 3 또는 4에 관한 세부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에 관해선 5.1.2 항을 참조하십시오.

주의사항 7: 연 평균 상온, 인버터의 ON 상태 시간, 모터의 작동 시간 및 f634를 이용하여 지정한 출력 
전류(부하율)로부터 산출된 값에 따라 부품 교체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 경고는 대략적인 추산에 
기초한 것이므로, 안내로서만 이용하십시오.

주의사항 8: 기계가 작동 중인 경우에만 누적 작동 시간이 증가합니다.
주의사항 9: 트립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nerr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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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에 표시되는 항목의 경우에, 퍼센트로 표시되는 항목의 기준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하 전류: 감시되는 전류가 표시됩니다. 기준 값(100% 값)은 명판에 표시된 정격 출력 

전류입니다. 즉, 이것은 PWM 반송 주파수(f300)가 4kHz이하일 때의 정격 전류에 
해당합니다. 단위는 A(암페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입력 전압: 표시된 전압은 DC 부분에서 측정된 전압을 AC 전압으로 변환한 전압입니다. 기준 
값(100% 값)은 120V 모델의 경우에는 100 볼트, 240V 모델의 경우에는 200 
볼트입니다. 단위는 V(볼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전압: 표시된 전압은 출력 명령 전압입니다. 100% 기준 값은 120V 모델과 240V 모델 모두 
200V입니다. 단위는 V(볼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토크 전류: 토크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전류는 벡터 연산에 의한 부하 전류로 산출됩니다. 
그렇게 산출된 값이 표시됩니다. 기준 값(100% 값)은 부하 전류가 100%일 때의 
값입니다. 

• 인버터의 부하율: PWM 반송 주파수(f300) 설정 등에 따라, 실제 정격 전류는 명판에 표시된 정격 
출력 전류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 때(감소 후)의 실제 정격 전류를 100%로 하여, 
정격 전류에 대한 부하 전류의 비율이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또한 부하율은 과부하 
트립(ol1)의 조건을 산출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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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 준수 방법

6.1 CE 지침 준수 방법

유럽의 경우,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발효된 EMC 지침과 저전압 지침에서는 제품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해당 제품에 CE 마크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제어판에 삽입되도록 설계되어 그것을 제어하는 다른 기계나 시스템과 항상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EMC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버터는 저전압 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CE 마크가 
반드시 모든 인버터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CE 마크는 인버터가 내장되는 모든 기계와 시스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기계 및 시스템은 
상기의 지침들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E 마크를 각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해당 최종 제품의 제조업체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것이 “최종” 제품일 경우에는, 기계-관련 지침들도 준수해야 합니다.
CE 마크를 각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해당 최종 제품의 제조업체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본 설명서의 후반부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것이 설치된 상태에서 대표 모델을 시험하여 EMC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버터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버터가 설치 및 연결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EMC 지침을 준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EMC 지침은 내장형 
인버터가 장착된 제어판의 구성, 다른 내장형 전기 부품과의 관계, 배선 상태, 배치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기계나 시스템이 EMC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MC 지침 및 저전압 지침의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관해서는, 영문 설명서(E6581595)의 상세본을 
참조하십시오.

6.2 UL 표준 및 CSA 표준의 준수

VF-nC3 모델은 UL 표준 및 CSA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UL/CSA 마크가 명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08_VF-nC3_Ko_Chap06.indd   3108_VF-nC3_Ko_Chap06.indd   31 2009/3/16   18:45:502009/3/16   18:45:50



 E6581607

32

7

7. 매개변수 및 데이터 표 
각 매개변수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문 설명서(E6581595)의 상세본을 참조하십시오.

7.1 사용자 매개변수

명칭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c 조작 패널의 작동 
주파수

Hz 0.1/0.01 ll-ul 0.0 3.2.2

7.2 기본 매개변수

• 4개의 탐색 기능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auh - 내역 기능 - - 설정이 변경된 매개변수들이 
역순으로 5개씩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 (편집 가능)

- 4.3
5.1

auf 0093 안내 기능 - - 0: -
1: -
2: 사전 설정 속도 안내
3: 아날로그 입력 신호 안내
4: 모터 전환 안내
5: 토크 상승 안내

0 4.3
5.2

au1 0000 자동 가속/감속 - - 0: 비활성화 (수동 설정)
1: 자동
2: 자동 (가속 시에만)

0 5.3

au2 0001 토크 증가 설정 
매크로 기능

- - 0: 비활성화
1: 자동 토크 증가 + 자동 튜닝
2: 벡터 제어 + 자동 튜닝
3: 절전 + 자동 튜닝

0 5.4

• 기본 매개변수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cmod 0003 명령 모드 선택 - - 0: 단자반
1: 조작 패널
2: RS485 통신

1 3
5.5
7.3

fmod 0004 주파수 설정 모드 
선택 1

- - 0: 단자반 VI
1: 메모리 기능이 없는 설정 다이얼
2: 메모리 기능이 있는 설정 다이얼
3: RS485 통신
4: -
5: 외부 접점으로부터 UP/DOWN

2 3
5.5

6.5.1
7.3

fmsl 0005 계량기 선택 - - 0: 출력 주파수
1: 출력 전류
2: 기준 주파수
3: 입력 전압 (DC 버스 전압으로 
산출)

4: 출력 전압 (명령 값)
5-11: -
12: 주파수 기준값 (보정 후)
13: VI 입력값
14: -
15: 고정 출력 1 (출력 전류: 100%)
16: 고정 출력 2 (출력 전류: 50%)
17: 고정 출력 3 (출력 전류 외: 100%)
18: RS485 통신 데이터
19: 조정용 (fm 설정값이 표시됩니다.)
20-22: -

0 3.4

fm 0006 계량기 조정 - - - -
fr 0008 정회전/역회전 

선택
(조작 패널)

- - 0: 정회전
1: 역회전
2:  정회전 (확장 패널로 F/R 전환 가능)
3:  역회전 (확장 패널로 F/R 전환 가능)

0 5.7

acc 0009 가속 시간 1 S 0.1/0.1 0.0-3000 10.0 5.3
dec 0010 감속 시간 1 S 0.1/0.1 0.0-3000 10.0
fh 0011 최대 주파수 Hz 0.1/0.01 30.0-400.0 *1 5.8
ul 0012 상한 주파수 Hz 0.1/0.01 0.5-   fh *1 5.9
ll 0013 하한 주파수 Hz 0.1/0.01 0.0-ul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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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vl 0014 기본 주파수 1 Hz 0.1/0.01 20.0-400.0 *1 5.10
vlv 0409 기본 주파수 전압 

1
V 1/0.1 50-330 *1 5.10

6.12.5
pt 0015 V/F 조절 모드 

선택
- - 0: V/F 일정

1: 가변 토크
2: 자동 토크 증가 제어
3: 벡터 제어
4: 절전

0 5.11

vb 0016 토크 증가값 1 % 0.1/0.1 0.0-30.0 * 2 5.12
thr 0600 모터 전자-열 보호 

레벨 1
%
(A)

1/1 10-100 100 3.5
6.16.1

olm 0017 전자-열 보호 특성 
선택  

- - 설정 과부하 보호 OL 스톨 0 3.5
0

표준 모터

유효
유효하지 
않음

1 유효 유효

2 유효하지 
않음

유효하지 
않음

3 유효하지 
않음

유효

4

VF 모터

유효
유효하지 
않음

5 유효 유효

6 유효하지 
않음

유효하지 
않음

7 유효하지 
않음

유효

sr1 0018 사전 설정 속도 
주파수 1

Hz 0.1/0.01 ll-ul 0.0 3.6

sr2 0019 사전 설정 속도 
주파수 2

Hz 0.1/0.01 ll-ul 0.0

sr3 0020 사전 설정 속도 
주파수 3

Hz 0.1/0.01 ll-ul 0.0

sr4 0021 사전 설정 속도 
주파수 4

Hz 0.1/0.01 ll-ul 0.0

sr5 0022 사전 설정 속도 
주파수 5

Hz 0.1/0.01 ll-ul 0.0

sr6 0023 사전 설정 속도 
주파수 6

Hz 0.1/0.01 ll-ul 0.0

sr7 0024 사전 설정 속도 
주파수 7

Hz 0.1/0.01 ll-ul 0.0

typ 0007 기본값 설정 - - 0: -
1: 50Hz 기본값 설정
2: 60Hz 기본값 설정
3: 기본값 설정 1 (초기화)
4: 트립 기록 삭제
5: 누적 작동 시간 삭제
6: 타입 정보 초기화
7: 사용자 설정 매개변수 저장
8: 사용자 설정 매개변수 불러오기
9.  누적 팬 작동 시간 기록 삭제
10-12: -
13: 기본값 설정 2 (모두 초기화)

0 4.3.2

set 0099 지역 코드 선택의 
확정

- - 0: 설정 메뉴 불러오기
1: 일본에서 주로 적용 (읽기 전용)
2: 미국에서 주로 적용 (읽기 전용)
3: 아시아에서 주로 적용 (읽기 전용)
4: 유럽에서 주로 적용 (읽기 전용)

* 1 4.4

psel 0050 등록된 매개변수 
선택

- - 0:  전원을 켰을 때의 표준 설정 모드
1: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의 간편 설정 
모드

2: 간편 설정 모드 전용

0 4.5

f1-- - 확장 매개변수 100 - - - - - 4.2.2
f2-- - 확장 매개변수 200 - - - - -
f3-- - 확장 매개변수 300 - - - - -
f4-- - 확장 매개변수 400 - - - - -
f5-- - 확장 매개변수 500 - - - - -
f6-- - 확장 매개변수 600 - - - - -
f7-- - 확장 매개변수 700 - - - - -
f8-- - 확장 매개변수 800 - - - - -
gr.u - 자동 수정 기능 - - - -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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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확장 매개변수

• 입력/출력 매개변수 1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100 0100 저속 신호 출력 
주파수

Hz 0.1/0.01 0.0-fh 0.0 6.1.1

f101 0101 속도 도달 설정 
주파수

Hz 0.1/0.01 0.0-fh 0.0 6.1.3

f102 0102 속도 도달 감지 
대역

Hz 0.1/0.01 0.0-fh 2.5 6.1.2
6.1.3

f105 0105 우선 선택 (F-CC와 
R-CC가 모두 
ON인 상태)

- - 0: 역회전
1: 서행 후 정지

1 6.2.1

f108 0108 항시 활성 기능 
선택 1

- - 0-123 0 
(기능 
없음)

6.3.2

f109 0109 아날로그/논리 
입력 선택 (VI 
단자)

- - 0: 전압 입력 신호 (0-10V)
1: 전류 입력 신호 (4-20mA)
2: 논리 입력
3: 전압 입력 신호 (0-5V)

0 6.2.2
6.3.3
6.5.2
7.2.1
7.3

f110 0110 항시 활성 기능 
선택 2

- - 0-123 6
(ST)

6.3.2

f111 0111 입력 단자 선택 1A 
(F)

- - 0-201 2 
(F)

6.3.3
6.5.1
7.2.1f112 0112 입력 단자 선택 2A 

(R)
- - 0-201 4 

(R)
f113 0113 입력 단자 선택 3A 

(S1)
- - 0-201 10 

(SS1)
f114 0114 입력 단자 선택 4A 

(S2)
- - 0-201 12 

(SS2)
f115 0115 입력 단자 선택 5 

(VI)
- - 8-55 14 

(SS3)
f127 0127

싱크/소스 전환 - - 0: 싱크, 100: 소스
1-99, 101-255: 유효하지 않음

*1 6.3.1

f130 0130 출력 단자 선택 1A
(OUT-NO) - - 0-255 4 

(LOW)
6.3.4
7.2.2

f132 0132 출력 단자 선택 2 
(FL)

- - 0-255 10 
(FL)

f137 0137 출력 단자 선택 1B
(OUT-NO)

- - 0-255 255 
(항상 ON)

f139 0139 출력 단자 논리 
선택
(OUT-NO)

- - 0: f130 및     f137
1: f130 또는 f137

0

f144 0144 공장 지정 계수 1A - - - - * 3
f151 0151 입력 단자 선택 1B 

(F)
- - 0-201 0 6.3.3

6.5.1
7.2.1f152 0152 입력 단자 선택 2B 

(R)
- - 0-201 0

f153 0153 입력 단자 선택 3B 
(S1)

- - 0-201 0

f154 0154 입력 단자 선택 4B 
(S2)

- - 0-201 0

f155 0155 입력 단자 선택 1C 
(F)

- - 0-201 0

f156 0156 입력 단자 선택 2C 
(R)

- - 0-201 0

• 기본 매개변수 2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170 0170 기본 주파수 2 Hz 0.1/0.01 20.0-400.0 * 1 6.4.1
f171 0171 기본 주파수 전압 2 V 1/0.1 50-330 * 1
f172 0172 토크 증가값 2 % 0.1/0.1 0.0-30.0 * 2
f173 0173 모터 전자-열 보호 

레벨 2
%
(A)

1/1 10-100 100 3.5
6.4.1

6.16.1
f185 0185 스톨 방지 레벨 2 %

(A)
1/1 10-199, 

200 (비활성화)
150 6.4.1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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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매개변수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201 0201 VI 입력 지점 1 
설정

% 1/1 0-100 0 6.5.2
7.3

f202 0202 VI 입력 지점 1 
주파수

Hz 0.1/0.01 0.0-400.0 0.0

f203 0203 VI 입력 지점 2 
설정

% 1/1 0-100 100

f204 0204 VI 입력 지점 2 
주파수

Hz 0.1/0.01 0.0-400.0 * 1

f209 0209 아날로그 입력 
필터

ms 1/1 4-1000 64

f240 0240 시작 주파수 설정 Hz 0.1/0.01 0.1-10.0 0.5 6.6.1
f241 0241 작동 시작 주파수 Hz 0.1/0.01 0.0-fh 0.0 6.6.2
f242 0242 작동 시작 주파수 

이력
Hz 0.1/0.01 0.0-fh 0.0 6.6.2

f249 0249 공장 지정 계수 2A - - - - * 3
f250 0250 DC 제동 시작 

주파수
Hz 0.1/0.01 0.0-fh 0.0 6.7.1

f251 0251 DC 제동 전류 %(A) 1/1 0-100 50
f252 0252 DC 제동 시간 s 0.1/0.1 0.0-25.5 1.0
f256 0256 하한 주파수 

작동을 위한 시간 
제한

s 0.1/0.1 0: 비활성화
0.1-600.0

0.0 6.8.1

f264 0264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 - UP 응답 
시간

s 0.1/0.1 0.0-10.0 0.1 6.5.3

f265 0265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 - UP 주파수 
단계 폭

Hz 0.1/0.01 0.0-fh 0.1

f266 0266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 - DOWN 
응답 시간

s 0.1/0.1 0.0-10.0 0.1

f267 0267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 - DOWN 
주파수 단계 폭

Hz 0.1/0.01 0.0-fh 0.1

f268 0268 UP/DOWN 
주파수의 초기값

Hz 0.1/0.01 ll-ul 0.0

f269 0269 UP/DOWN 
주파수의 변경된 
값 저장

- - 0: 변경되지 않음
1:  전원을 켜면 변경되는 f268의 
설정

1

f270 0270 점프 주파수 Hz 0.1/0.01 0.0-fh 0.0 6.9
f271 0271 점프 폭 Hz 0.1/0.01 0.0-30.0 0.0
f287 0287 사전 설정 속도 

작동 주파수 8
Hz 0.1/0.01 ll-ul 0.0 3.6

6.10
f288 0288 사전 설정 속도 

작동 주파수 9
Hz 0.1/0.01 ll-ul 0.0

f289 0289 사전 설정 속도 
작동 주파수 10

Hz 0.1/0.01 ll-ul 0.0

f290 0290 사전 설정 속도 
작동 주파수 11

Hz 0.1/0.01 ll-ul 0.0

f291 0291 사전 설정 속도 
작동 주파수 12

Hz 0.1/0.01 ll-ul 0.0

f292 0292 사전 설정 속도 
작동 주파수 13

Hz 0.1/0.01 ll-ul 0.0

f293 0293 사전 설정 속도 
작동 주파수 14

Hz 0.1/0.01 ll-ul 0.0

f294 0294 사전 설정 속도 
작동 주파수 15

Hz 0.1/0.01 ll-ul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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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모드 매개변수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300 0300 PWM 반송 주파수 kHz 1/1 2 -16 12 6.11
f301 0301 자동 재시동 제어 

선택
- - 0: 비활성화

1:  일시 정지 후 자동 재시동 시점
2: ST 단자를 껐다 켰을 때
3: 1+2
4: 시동 시

0 6.12.1

f302 0302 재생 전력 연속 
제어 (감속 정지)

- - 0: 비활성화
1: 자동 설정
2: 서행 후 정지

0 6.12.2

f303 0303 재시도 선택 (횟수) 횟수 1/1 0: 비활성화
1-10

0 6.12.3

f305 0305 과전압 제한 작동 
(서행 후 정지 모드 
선택)

- - 0: 활성화
1: 비활성화
2:  활성화 (급속 감속 제어)
3:  활성화 (동적 급속 감속 제어)

2 6.12.4

f307 0307 공급 전압 보정 
(출력 전압의 한계)

- - 0:  무보정 공급 전압, 제한 출력 전압 * 1 6.12.5
1:  보정 공급 전압, 제한 출력 전압
2:  무보정 공급 전압, 무제한 출력 
전압

3:  보정 공급 전압, 무제한 출력 전압
f311 0311 역회전 금지 - - 0: 정회전/역회전 허용

1: 역회전 금지
2: 정회전 금지

0 6.12.6

f312 0312 랜덤 모드 - - 0: 비활성화
1: 자동 설정

0 6.11

f316 0316 반송 주파수 제어 
모드 선택

- - 0:  자동 감소되지 않는 반송 주파수
1:  자동 감소되는 반송 주파수

1

f359 0359 PID 제어 대기 
시간

s 1/1 0-2400 0 6.13

f360 0360 PID 제어 - - 0: 비활성화, 1: 활성화 0
f362 0362 비례 이득 - 0.01/0.01 0.01-100.0 0.30
f363 0363 적분 이득 - 0.01/0.01 0.01-100.0 0.20
f366 0366 미분 이득 - 0.01/0.01 0.00-2.5 0.00
f380 0380 PID 정회전/역회전 

특성
- - 0: 정회전

1: 역회전
0

f391 0391 하한 주파수 
작동에 관한 이력

Hz 0.1/0.01 0.0-ul 0.2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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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증가 매개변수 1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400 0400 자동 튜닝 - - 0: 자동 튜닝 비활성화 0 5.11
6.17

1: f402의 초기화 (0으로 초기화)

2:  자동 튜닝 활성화
(실행 후: 0)

f401 0401 슬립 주파수 이득 % 1/1 0-150 50

f402 0402 자동 토크 증가값 % 0.1/0.1 0.0-30.0 * 2

f405 0405 모터 정격 용량 kW 0.01/0.01 0.01-5.50 * 2

f412 0412 모터 지정 계수 1 - - - - * 4

f415 0415 모터 정격 전류 A 0.1/0.1 0.1-30.0 * 2

f416 0416 모터 무-부하 전류 % 1/1 10-90 * 2

f417 0417 모터 정격 속도 min-1 1/1 100-32000 * 1

f458 0458 모터 지정 계수 2 - - - - * 4

f459 0459 부하 관성 모멘트 
비

Times 0.1/0.1 0.1-100.0 3.0

f460 0460 모터 지정 계수 3 - - - - * 4

f461 0461 모터 지정 계수 4 - - - -

f462 0462 모터 지정 계수 5 - - - -

f467 0467 모터 지정 계수 6 - - - -

• 입력/출력 매개변수 2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470 0470 VI 입력 바이어스 - 1/1 0-255 128 6.5.4
f471 0471 VI 입력 이득 - 1/1 0-255 128

• 토크 증가 매개변수 2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480 0480 모터 지정 계수 7 - - - - * 4
f485 0485 모터 지정 계수 8 - - - -
f495 0495 모터 지정 계수 9 - - - -

• 가속/감속 시간 매개변수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500 0500 가속 시간 2 s 0.1/0.1 0.0-3000 10.0 6.15
f501 0501 감속 시간 2 s 0.1/0.1 0.0-3000 10.0
f502 0502 가속/감속 1 패턴 - - 0: 선형

1: S-패턴 1
2: S-패턴 2

0
f503 0503 가속/감속 2 패턴 - - 0

f505 0505 가속/감속 1과 2 
전환 주파수

Hz 0.1/0.01 0: 비활성화
0.1-ul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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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매개변수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601 0601 스톨 방지 레벨 1 %
(A)

1/1 10-199, 200 (비활성화) 150 6.16.2

f602 0602 인버터 트립 보존 
선택

- - 0: 전원이 꺼지면 취소됨
1: 전원이 꺼져도 보존됨

0 6.16.3

f603 0603 비상 정지 선택 - - 0: 관성 정지
1: 서행 후 정지
2: 비상 DC 제동

0 6.16.4

f605 0605 출력 결상 감지 
모드 선택

- - 0: 비활성화
1:  시동 시 (전원이 켜진 후 1회에 
한함)

2: 시동 시 (매번)

0 6.16.5

f607 0607 모터 150%-과부하 
시간 제한

s 1/1 10-2400 300 5.13
6.16.1

f608 0608 입력 결상 감지 
모드 선택

- - 0: 비활성화, 1: 활성화 1 6.16.6

f609 0609 소전류 감지 전류 
이력

% 1/1 1-20 10 6.16.7

f610 0610 소전류 트립/경고 
선택

- - 0: 경고만 발생
1: 트립 발생

0

f611 0611 소전류 감지 전류 %
(A)

1/1 0-150 0

f612 0612 소전류 감지 시간 s 1/1 0-255 0
f613 0613 시동 시 출력 단락 

회로 감지
- - 0: 매번 (표준 펄스)

1:  시동 시 (전원이 켜진 후 1회에 
한함)
(표준 펄스)

2: 매번 (단기 펄스)
3:  시동 시 (전원이 켜진 후 1회에 
한함)
(단기 펄스)

0 6.16.8

f615 0615 과토크 트립/경고 
선택

- - 0: 경고만 발생
1: 트립 발생

0 6.16.9

f616 0616 과토크 감지 레벨 % 1/1 0: 비활성화
1-200

150

f618 0618 과토크 감지 시간 s 0.1/0.1 0.0-10.0 0.5
f619 0619 과토크 감지 레벨 

이력
% 1/1 0-100 10

f620 0620 냉각팬 ON/OFF 
제어

- - 0: ON/OFF 제어
1: 항상 ON

0 6.16.10

f621 0621 누적 작동 시간 
경고 설정

100
시간

0.1/0.1
(=10시간)

0.0-999.9 610 6.16.11

f627 0627 과소 전압 트립/
경고 선택

- - 0:  경고만 발생
(감지 레벨: 64% 이하)

1:  트립 발생
(감지 레벨: 64% 이하)

2:  경고만 발생
(감지 레벨: 50% 이하, AC 리액터 
필수)

0 6.16.12

f631 0631 공장 지정 계수 6A - - 0.1 0 * 3
f632 0632 전자 열

메모리
- - 0: 비활성화

1: 활성화
0 5.13

6.16.1
f633 0633 VI 저레벨 입력 

모드에서의 트립
% 1/1 0: 비활성화,

1-100
0 6.16.13

f634 0634 연 평균 상온 
(부품 교체 경고)

- - 1: -10 ~ +10°C
2: 11-20°C
3: 21-30°C
4: 31-40°C
5: 41-50°C
6: 51-60°C

3 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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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매개변수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669 0669 논리 출력/펄스 열 
출력 선택 (OUT-
NO)

- - 0: 논리 출력
1: 펄스 열 출력

0 6.17.1

f676 0676 펄스 열 출력 기능 
선택 (OUT-NO)

- - 0: 출력 주파수
1: 출력 전류
2: 기준 주파수
3: 입력 전압 (DC 버스 전압으로 
산출)

4: 출력 전압 (명령 값)
5-11: -
12: 주파수 기준값 (보정 후)
13: VI 입력값
14: -
15: 고정 출력 1 (출력 전류: 100%)
16: 고정 출력 2 (출력 전류: 50%)
17: 고정 출력 3 (출력 전류 외: 100%)
18: RS485 통신 데이터
19-22: -

0 6.17.1

f677 0677 펄스 열의 최대 
개수

kpps 0.01/0.01 0.50-1.60 0.80

f678 0678 공장 지정 계수 6B - - - - * 3
f681 0681 아날로그 출력 

신호 선택
- - 0: 아날로그 계량기 (0-1mA)

1: 전류 출력 (0-20mA)
2: 전압 출력 (0-10V)

0 6.17.2

f684 0684 공장 지정 계수 6C - - - - * 3
f691 0691 아날로그 출력의 

기울기 특성
- - 0:  음의 기울기 (하향 기울기)

1: 양의 기울기 (상향 기울기)
1 6.17.2

f692 0692 계량기 바이어스 % 0.1/0.1 -1.0–+100.0 0
f693 0693 공장 지정 계수 6D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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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패널 매개변수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700 0700 매개변수 설정 
변경 금지

- - 0: 허용
1:  금지 (내장형 및 확장형 패널)
2:  금지 (1+RS485 통신)

0 6.18.1

f701 0701 단위 선택 - - 0: %
1: A(암페어)/V(볼트)

0 6.18.2

f702 0702 자유 단위 선택 횟수 0.01/0.01 0.00:  자유 단위 표시 비활성화 
(주파수 표시)

0.01-200.0

0.00 6.18.3

f707 0707 자유 단계 (설정 
다이얼의 1단계 
회전)

Hz 0.01/0.01 0.00: 비활성화
0.01-fh

0.00 6.18.4

f710 0710 전원을 켤 때 
내장형 패널 
모니터 표시

- - 0: 작동 주파수 (Hz/자유 단위)
1: 출력 전류 (%/A)
2: 기준 주파수 (Hz/자유 단위)
3-17: -
18:  통신으로 지정되는 선택사양 항목

0 6.18.5
8.2.1

f711 0711 상태 모니터 1 - - 0: 작동 주파수 (Hz/자유 단위)
1: 출력 전류 (%/A)
2: 기준 주파수 (Hz/자유 단위)
3:  입력 전압 (DC 버스 전압으로 
산출) (%/V)

4:  출력 전압 (명령 값) (%/V) 
5: 입력 전력 (kW)
6: 출력 전력 (kW)
7: -
8: 토크 전류 (%/A)
9-11: -
12:  주파수 설정값 (보정 후)
13-22: -
23: PID 피드백 값 (Hz/자유 단위)
24-26: -
27: 구동 부하율 (%)

2 8.2.1
8.3.2

f712 0712 상태 모니터 2 - - 1

f713 0713 상태 모니터 3 - - 3

f714 0714 상태 모니터 4 - - 4

f715 0715 상태 모니터 5 - - 27

f716 0716 상태 모니터 6 - - 0

f720 0720 전원을 켰을 때 
확장 패널 모니터 
표시

- - 0: 작동 주파수 (Hz/자유 단위)
1: 출력 전류 (%/A)
2: 기준 주파수 (Hz/자유 단위)
3-17: -
18:  통신으로 지정되는 선택사양 항목

0 6.18.5
8.2.1

f730 0730 조작 패널에서의 
주파수 설정 금지 
(fc)

- - 0: 허용
1: 금지

0 6.18.1

f732 0732 확장 패널의 
근거리/원격 버튼 
금지

- - 0: 허용
1: 금지

1

f733 0733 패널 조작 금지
(RUN/STOP 버튼)

- - 0: 허용
1: 금지

0

f734 0734 패널 비상 정지 
조작 금지

- - 0: 허용
1: 금지

0

f735 0735 패널 초기화 조작 
금지

- - 0: 허용
1: 금지

0

f736 0736 조작 중  cmod / 
fmod 변경 금지

- - 0: 허용
1: 금지

1

f738 0738 패스워드 잠금 
(F700)

- - 0: 패스워드 설정 없음
1-9998
9999: 패스워드 설정

0

f739 0739 패스워드 잠금 
해제

- - 0: 패스워드 설정 없음
1-9998
9999: 패스워드 설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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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746 0746 공장 지정 계수 7A - - - - * 3
f751 0751 간편 모드 

매개변수 1
- - 0-999

(통신 번호)
3 4.5

f752 0752 간편 모드 
매개변수 2

- - 4

f753 0753 간편 모드 
매개변수 3

- - 9

f754 0754 간편 모드 
매개변수 4

- - 10

f755 0755 간편 모드 
매개변수 5

- - 600

f756 0756 간편 모드 
매개변수 6

- - 6

f757 0757 간편 모드 
매개변수 7

- - 999

f758 0758 간편 모드 
매개변수 8

- - 999

f759 0759 간편 모드 
매개변수 9

- - 999

f760 0760 간편 모드 
매개변수 10

- - 999

f761 0761 간편 모드 
매개변수 11

- - 999

f762 0762 간편 모드 
매개변수 12

- - 999

f763 0763 간편 모드 
매개변수 13

- - 999

f764 0764 간편 모드 
매개변수 14

- - 999

f765 0765 간편 모드 
매개변수 15

- - 999

f766 0766 간편 모드 
매개변수 16

- - 999

f767 0767 간편 모드 
매개변수 17

- - 999

f768 0768 간편 모드 
매개변수 18

- - 999

f769 0769 간편 모드 
매개변수 19

- - 999

f770 0770 간편 모드 
매개변수 20

- - 999

f771 0771 간편 모드 
매개변수 21

- - 999

f772 0772 간편 모드 
매개변수 22

- - 999

f773 0773 간편 모드 
매개변수 23

- - 999

f774 0774 간편 모드 
매개변수 24

- - 50

f799 0799 공장 지정 계수 7B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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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매개변수
명칭 통신 번호 기능 단위

최소 설정 단위 
패널/통신 조정 범위 기본값 

설정
사용자 
설정

E6581595 
참조

f800 0800 통신 속도 - - 3: 9600bps
4: 19200bps
5: 38400bps

4 6.19

f801 0801 패리티 - - 0: NON (패리티 없음)
1: EVEN (짝수 패리티)
2: ODD (홀수 패리티)

1

f802 0802 인버터 개수 - 1/1 0-247 0
f803 0803 통신 에러 트립 시간 s 0.1/0.1 0.0: 비활성화,

0.1-100.0
0.0

f804 0804 통신 에러 작동 - - 0: 경고만 발생
1: 트립 발생 (프리 휠)
2: 트립 발생 (감속 정지)

0

f808 0808 통신 에러 감지 - - 0: 항상
1:  fmod or cmod
2: 1 + 구동 중

1

f829 0829 통신 프로토콜 선택 - - 0: 도시바 인버터 프로토콜
1: Modbus RTU 프로토콜

0

f870 0870 블록 쓰기 데이터 1 - - 0: 선택 안 함
1: 명령 정보
2: -
3: 기준 주파수
4: 단자반의 출력 데이터
5: 통신용 아날로그 출력

0

f871 0871 블록 쓰기 데이터 2 - - 0

f875 0875 블록 읽기 데이터 1 - - 0: 선택 안 함
1: 상태 정보
2: 출력 주파수
3: 출력 전류
4: 출력 전압
5: 경고 정보
6: PID 피드백 값
7: 입력 단자반 모니터
8: 출력 단자반 모니터
9: VI 단자반 모니터

0

f876 0876 블록 읽기 데이터 2 - - 0

f877 0877 블록 읽기 데이터 3 - - 0

f878 0878 블록 읽기 데이터 4 - - 0

f879 0879 블록 읽기 데이터 5 - - 0

f880 0880 프리 노트 - 1/1 0-65535 0 6.20

*1: 기본 설정값은 설정 메뉴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43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2: 기본 설정값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43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3: 공장 지정 계수 매개변수는 제조사 설정 매개변수입니다. 이 매개변수의 값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4: 모터 지정 계수 매개변수들은 제조사 설정 매개변수입니다. 이 매개변수의 값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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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인버터 정격에 의한 기본값 설정

인버터 타입

토크 증가값 
1/2

자동 토크 
증가값

모터 정격 용량 모터 정격 전류 모터 무-부하 
전류

vb/f172
(%)

f402
(%)

f405
(kW)

f415
(A)

f416
(%)

VFNC3S-1001P 6.0 10.3 0.10 0.6 75

VFNC3S-1002P 6.0 8.3 0.20 1.2 70

VFNC3S-1004P 6.0 6.2 0.40 2.0 65

VFNC3S-1007P 6.0 5.8 0.75 3.4 60

VFNC3S-2001PL 6.0 10.3 0.10 0.6 75

VFNC3S-2002PL 6.0 8.3 0.20 1.2 70

VFNC3S-2004PL 6.0 6.2 0.40 2.0 65

VFNC3S-2007PL 6.0 5.8 0.75 3.4 60

VFNC3S-2015PL 6.0 4.3 1.50 6.2 55

VFNC3S-2022PL 5.0 4.1 2.20 8.9 52

VFNC3-2001P 6.0 10.3 0.10 0.6 75

VFNC3-2002P 6.0 8.3 0.20 1.2 70

VFNC3-2004P 6.0 6.2 0.40 2.0 65

VFNC3-2007P 6.0 5.8 0.75 3.4 60

VFNC3-2015P 6.0 4.3 1.50 6.2 55

VFNC3-2022P 5.0 4.1 2.20 8.9 52

VFNC3-2037P 5.0 3.4 4.00 14.8 48

7.5 설정 매개변수에 의한 기본값 설정

설정 주요 국가

최대 주파수 주파수
기본 주파수 
전압

싱크/소스 전환
공급 전압 보정 
(출력 전압의 
한계)

모터 정격 속도

fh (Hz)
ul/vl/

f170/f204 
(Hz)

vlv/f171
(V) f127 f307

f417
(min-1)

jp 일본 80.0 60.0 200 0 (싱크) 3 1710
usa 북미 60.0 60.0 230 0 (싱크) 2 1710
asia 아시아 50.0 50.0 230 0 (싱크) 2 1410
eu 유럽 50.0 50.0 230 100 (소스)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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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입력 단자 기능

입력 단자 기능표 1
기능 
번호

코드 기능 작동

0,1 - 지정된 기능 없음 비활성화

2 F 정회전 명령 ON: 정회전 OFF: 서행 후 정지
3 FN 정회전 명령의 반전 F의 반전
4 R 역회전 명령 ON: 역회전 OFF: 서행 후 정지
5 RN 역회전 명령의 반전 R의 반전
6 ST 대기 단자 ON: 작동 준비

OFF: 관성 정지 (게이트 꺼짐)
7 STN 대기 단자의 반전 ST의 반전
8 RES 초기화 명령 ON: 초기화 명령 수용

ON → OFF: 트립 초기화
9 RESN 초기화 명령의 반전 RES의 반전

10 SS1 사전 설정 속도 명령 1

SS1 ~ SS4(4 비트)를 이용한 15가지-속도 선택

11 SS1N 사전 설정 속도 명령 1의 반전
12 SS2 사전 설정 속도 명령 2
13 SS2N 사전 설정 속도 명령 2의 반전
14 SS3 사전 설정 속도 명령 3
15 SS3N 사전 설정 속도 명령 3의 반전
16 SS4 사전 설정 속도 명령 4
17 SS4N 사전 설정 속도 명령 4의 반전
18 JOG 조그 작동 모드 ON: 조그 작동(5Hz)

OFF: 조그 작동 취소
19 JOGN 조그 작동 모드의 반전 JOG의 반전
20 EXT 외부 입력 장치를 통한 트립 정지 명령 ON: e 트립 정지
21 EXTN 외부 입력 장치를 통한 트립 정지 명령의 반전 EXT의 반전
22 DB DC 제동 명령 ON: DC 제동
23 DBN DC 제동 명령의 반전 DB의 반전
24 AD2 가속/감속 2 패턴 선택 ON: 가속/감속 2

OFF: 가속/감속 1
25 AD2N 가속/감속 2 패턴 선택의 반전 AD2의 반전
28 VF2 V/F 설정의 2번 전환 ON:  2번 V/F설정

(pt=0, f170, f171, f172, f173)
OFF:  1번 V/F 설정

(pt, vl, vlv, vb, thr의 설정값)
29 VF2N V/F 설정의 2번 전환의 반전 VF2의 반전
32 OCS2 스톨 방지 레벨 2의 강제 전환 ON: f185 값에서 활성화

OFF: f601 값에서 활성화
33 OCS2N 스톨 방지 레벨 2의 강제 전환의 반전 OCS2의 반전
36 PID PID 제어 금지 ON: PID 제어 금지

OFF: PID 제어 허용
37 PIDN PID 제어 금지의 반전 PID의 반전
48 SCLC 원격 제어에서 근거리 제어로 강제 전환 원격 제어가 실행되는 경우에 활성화됨

ON:  근거리 제어 (cmod, fmod 및 f207의 
설정)

OFF: 원격 제어
49 SCLCN 원격 제어에서 근거리 제어로 강제 전환의 반전 SCLC의 반전
50 HD 지연 중인 작동 (3선 작동의 중단) ON:  F (정회전) / R: (역회전) 지연, 3선 작동

OFF: 서행 후 정지
51 HDN 지연 중인 작동(3선 작동의 중단)의 반전 HD의 반전
52 IDC PID 미분 / 적분 삭제 ON: 삭제 OFF: 삭제 취소
53 IDCN PID 미분 / 적분 삭제의 반전 IDC의 반전
54 PIDSW PID 특성 전환 ON: f380 선택의 특성

OFF: f380 선택의 반대 특성
55 PIDSWN PID 특성 전환의 반전 DR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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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자 기능표 2
기능 
번호

코드 기능 작동

88 UP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되는 주파수 UP 신호 ON: 주파수 증가
89 UPN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되는 주파수 UP 신호의 

반전
UP의 반전

90 DWN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되는 주파수 DOWN 신호 ON: 주파수 감소
91 DWNN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되는 주파수 DOWN 

신호의 반전
DWN의 반전

92 CLR 외부 접점으로부터 입력되는 주파수 UP/DOWN 
취소 신호

OFF→ON:  외부 접점에 의한 UP/DOWN 주파수의 
초기화

93 CLRN 외부 접점에서 입력되는 주파수 UP/DOWN 취소 
신호의 반전

CLR의 반전

96 FRR 프리 휠 ON: 프리 휠 (게이트 꺼짐)
OFF: 취소

97 FRRN 프리 휠의 반전 FRR의 반전
106 FMTB VI 단자 우선 전환 ON: 단자반 (VI)

OFF: fmod 설정
107 FMTBN VI 단자 우선 전환의 반전 FMTB의 반전
108 CMTB 명령 단자반 우선 ON: 단자반

OFF: cmod 설정
109 CMTBN 명령 단자반 우선의 반전 CMTB의 반전
110 PWE 매개변수 수정 허용 ON: 매개변수 수정

OFF: f700 의 설정
111 PWEN 매개변수 수정 허용의 반전 PWE의 반전
122 FST 강제 감속 명령 ON:  자동 감속을 이용한 강제 감속 명령

OFF: 취소
123 FSTN 강제 감속 명령의 반전 FST의 반전
200 PWP 매개변수 수정 금지 ON:  매개변수 수정 금지 (읽기 전용)

OFF: f700 의 설정
201 PWPN 매개변수 수정 금지의 반전 PWP의 반전

주의사항 1:  기능 번호 26, 27, 30, 31, 34, 35, 38~47, 50, 51, 56~87, 94, 95, 98~105, 112~121, 124~199는 “기능 
없음”입니다.

주의사항 2: 기능 번호는 VF-nC1의 기능 번호와 다릅니다. VF-nC1에서 VF-nC3로 변경된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7.7 출력 단자 기능

출력 단자 기능표 1
기능 
번호

코드 기능 작동

0 LL 주파수 하한 ON:  출력 주파수가 ll 설정값 초과입니다.
OFF:  출력 주파수가 ll 설정값 이하입니다.

1 LLN 주파수 하한의 반전 LL의 반전 
2 UL 주파수 상한 ON:  출력 주파수가 ul값 이상입니다.

OFF: 출력 주파수가 ul값 미만입니다.
3 ULN 주파수 상한의 반전 UL의 반전
4 LOW 저속 감지 신호 ON:  출력 주파수가 f100값 이상입니다.

OFF:  출력 주파수가 f100값 미만입니다.
5 LOWN 저속 감지 신호의 반전 LOW의 반전
6 RCH 지정 주파수 도달 신호 (가속/감속 완료) ON:  출력 주파수가 지정 주파수 ± f102에서 

설정한 주파수 이하입니다.
OFF:  출력 주파수가 지정 주파수 ± f102에서 

설정한 주파수를 초과합니다.
7 RCHN 지정 주파수 도달 신호의 반전 (가속/감속 완료의 

반전)
RCH의 반전

8 RCHF 설정 주파수 도달 신호 ON:  출력 주파수가 f101 ± f102에서 설정한 
주파수 이하입니다.

OFF:  출력 주파수가 f101 ± f102에서 
설정한 주파수를 초과입니다.

9 RCHFN 설정 주파수 도달 신호의 반전 RCHF의 반전
10 FL 실패 신호 (트립 출력) ON: 인버터 트립 발생 중

OFF: 인버터 트립 무발생 중
11 FLN 실패 신호의 반전 (트립 출력의 반전) FL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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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단자 기능표 2
기능 
번호

코드 기능 작동

14 POC 과전류 사전 경고 ON:  출력 전류가 f601 설정값 이상입니다.
OFF: 출력 전류가 f601 설정값 미만입니다.

15 POCN 과전류 사전 경고의 반전 POC의 반전
16 POL 과부하 사전 경고 ON:  ol 보호 레벨로 산출된 값의 50% 이상

OFF:  ol 보호 레벨로 산출된 값의 50% 미만
17 POLN 과부하 사전 경고의 반전 POL의 반전
20 POH 과열 사전 경고 ON: 95°C 이상의 전원 모듈 온도

OFF:  95°C 미만의 전원 모듈 온도
(과열 사전 경고가 켜진 이후에는 90°C 이하)

21 POHN 과열 사전 경고의 반전 POH의 반전
22 POP 과전압 사전 경고 ON: 과전압 스톨 방지 레벨 이상

OFF: 과전압 스톨 방지 레벨 미만
23 POPN 과전압 사전 경고의 반전 POP의 반전
24 MOFF 주회로 과소 전압 감지 ON: 주회로 과소 전압 감지

OFF: 과소 전압 외의 경우
25 MOFFN 주회로 과소 전압 감지의 반전 MOFF의 반전
26 UC 소전류 감지 ON:  출력 전류가 f611 설정 시간에 대한 

f612 설정값 이하입니다.
OFF:  출력 전류는 f611 이상입니다(소전류 

감지가 켜진 이후에는 f611 + f609이상).
27 UCN 소전류 감지의 반전 UC의 반전
28 OT 과토크 감지 ON:  토크 전류가 f616 설정값 이상이며, 

f618 설정 시간을 초과합니다.
OFF:  토크 전류는 f616 이하입니다(과토크 

감지가 켜진 이후에는 f616 - f619이하).
29 OTN 과토크 감지의 반전 OT의 반전
40 RUN 작동/정지 ON:  작동 주파수가 출력되거나 (db) 중인 경우

OFF: 작동 정지
41 RUNN 작동/정지의 반전 RUN의 반전
56 COT 누적 작동 시간 경고 ON:  누적 작동 시간이 f621 이상입니다.

OFF:  누적 작동 시간이 f621 미만입니다.
57 COTN 누적 작동 시간 경고의 반전 COT의 반전
60 FR 정회전/역회전 ON: 정회전 중

OFF: 역회전 중
(모터가 정지되면서 마지막 상태가 유지됩니다.)

61 FRN 정회전/역회전의 반전 FR의 반전
78 COME 통신 에러 ON: 통신 에러 발생

OFF: 취소
79 COMEN 통신 에러의 반전 COME의 반전
92 DATA 지정 데이터 출력 ON: FA50의 bit0은 ON이 됩니다.

OFF: FA50의 bit0은 OFF가 됩니다.
93 DATAN 지정 데이터 출력의 반전 DATA의 반전

128 LTA 부품 교체 경고 ON:  산출된 부품 교체 시간이 사전 설정 시간 
이상입니다.

OFF:  산출된 부품 교체 시간이 사전 설정 시간 
미만입니다.

129 LTAN 부품 교체 경고의 반전 LTA의 반전
146 FLR 오류 신호 (재시도 시에도 표시) ON: 인버터가 트립되거나 또는 재시도하는 경우

OFF: 인버터가 트립되지 않거나 재시도하지 않는 
경우

147 FLRN 고장 신호(재시도 시에도 표시)의 반전 FLR의 반전
254 AOFF 항상 OFF 항상 OFF
255 AON 항상 ON 항상 ON

주의사항 1:  기능 번호 12, 13, 18, 19, 30~39, 42~55, 58, 59, 62~77, 80~91, 94~127, 130~145, 148~253은 “기능 
없음”이므로, 짝수의 경우에는 출력 신호가 항상 “OFF”이고, 홀수의 경우에는 출력 신호가 항상 
“ON”입니다.

주의사항 2: 기능 번호는 VF-nC1의 기능 번호와 다릅니다. VF-nC1에서 VF-nC3로 변경된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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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양 
8.1 모델 및 해당 표준 사양

■ 표준 사양
항목 사양

입력 전압 등급 3상 240V 급

해당 모터 (kW) 0.1 0.2 0.4 0.75 1.5 2.2 4.0

정
격

타입 VFNC3

형식 2001P 2004P 2005P 2007P 2015P 2022P 2037P

용량 (kVA) 주의사항 1) 0.3 0.6 1.0 1.6 3.0 4.0 6.5

정격 출력/전류 (A) 
주의사항 2)

0.7
(0.7)

1.4
(1.4)

2.4
(2.4)

4.2
(3.6)

7.5
(7.5)

10.0
(8.5)

16.7
(14.0)

출력 전압 주의사항 3) 3상 200V~240V

과부하 전류 정격 150%-60초, 200%-0.5초

전
원

전압-주파수 3상 200V ~ 240V - 50/60Hz

허용 변동폭 전압 170 ~ 264V 주의사항 4), 주파수 ±5%

보호 방식 IP20

냉각 방식 자가 냉각 강제 공기 냉각

색상 RAL 3002 / 7016

내장형 필터 -

항목 사양

입력 전압 등급 단상 120V 급 단상 240V 급

해당 모터 (kW) 0.1 0.2 0.4 0.75 0.1 0.2 0.4 0.75 1.5 2.2

정
격

타입 VFNC3S

형식 1001P 1002P 1004P 1007P 2001PL 2002PL 2004PL 2007PL 2015PL 2022PL

용량 (kVA) 주의사항 1) 0.3 0.6 1.0 1.6 0.3 0.6 1.0 1.6 3.0 4.0

정격 출력 전류 (A) 
주의사항 2)

0.7
(0.7)

1.4
(1.4)

2.4
(2.4)

4.2
(4.0)

0.7
(0.7)

1.4
(1.4)

2.4
(2.4)

4.2
(3.2)

7.5
(7.5)

10.0
(9.1)

정격 출력 전압 주의사항 3) 3상 200V~240V 3상 200V~240V

과부하 전류 정격 150%-60초, 200%-0.5초 150%-60초, 200%-0.5초

전
원

전압-주파수 단상 100V ~ 120V - 50/60Hz 단상 200V ~ 240V - 50/60Hz

허용 변동폭 전압 85 ~ 132V 주의사항 4), 주파수 ±5% 전압 170 ~ 264V 주의사항 4), 주파수 ±5%

보호 방식 IP20 IP20

냉각 방식 자가 냉각
강제 
공기 
냉각

자가 냉각 강제 공기 냉각

색상 RAL 3002 / 7016 RAL 3002 / 7016

내장형 필터 - EMI 필터

주의사항 1. 200V 모델의 경우, 용량은 220V에서 산출됩니다.
주의사항 2. PWM 반송 주파수(매개변수 f300)가 4kHz 이하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 전류 설정이 표시됩니다. 5kHz ~ 12kHz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격 출력 전류 설정이 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PWM 반송 주파수가 13kHz 이상인 경우에는 더 
낮춰야 합니다. PWM 반송 주파수가 12kHz 이상인 경우에는 더 낮춰야 합니다.
PWM 반송 주파수의 기본값 설정은 12kHz입니다.

주의사항 3. 최대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동일합니다.
주의사항 4. 인버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100% 부하)에는 ±1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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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사양
항목 사양

주
요

 제
어

 기
능

제어 시스템 사인파 PWM 제어

정격 출력 전압 공급 전압을 조정하면 50~330V 범위로 조정 가능(입력 전압 이상으로는 조정 불가)

출력 주파수 범위 0.1 ~ 400.0Hz, 기본값 설정: 0.5 ~ 80Hz, 최대 주파수: 30 ~ 400Hz

주파수의 최소 설정 단계 0.1Hz: 아날로그 입력(최대 주파수가 100Hz인 경우), 0.01Hz: 조작 패널 설정 및 통신 설정.

주파수 정확도 디지털 설정: 최대 주파수의 ±0.1% 이내 (-10 ~ +60°C)
아날로그 설정: 최대 주파수의 ±0.5% 이내 (25°C ±10°C)

전압/주파수 특성 일정한 V/f, 가변 토크, 자동 토크 증가, 벡터 제어, 자동 절전. 자동 튜닝. 1 또는 2로 조정하는 기본 주파수(20 - 
400Hz), 1 또는 2로 조정하는 토크 증가(0-30%), 시동 시의 주파수 조정(0.1-10Hz)

주파수 설정 신호 전면 패널의 설정 다이얼, 외부 주파수 전위차계(정격 임피던스가 1 - 10kΩ인 전위차계에 연결 가능), 0 - 10Vdc / 0 - 
5Vdc(입력 임피던스: VI=40kΩ), 4 - 20mAdc(입력 임피던스: 250Ω).

단자반 기본 주파수 2개의 지점을 설정하면 특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 아날로그 입력 (V).

점프 주파수 점프 주파수 및 범위 설정.

상한 및 하한 주파수 상한 주파수: 0 ~ 최대 주파수, 하한 주파수: 0 ~ 하한 주파수

PWM 반송 주파수 2 ~ 16Hz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기본값: 12kHz).

PID 제어 비례 이득, 적분 이득, 미분 이득 및 제어 대기 시간의 설정. 처리량과 피드백양의 일치 여부 확인.

작
동

 사
양

가속/감속 시간 가속/감속 시간 1과 2(0.0 ~ 3000초) 중에서 선택 가능. 자동 가속/감속 기능. S-패턴 가속/감속 1 및 2. 강제 급속 감속 
제어.

DC 제동 제동 시작 주파수: 0 ~ 최대 주파수, 제동률: 0 ~ 100%, 제동 시간: 0 ~ 20초, 비상 DC 제동.

동적 제동 외부 선택사양.

입력 단자 기능 
(프로그램밍 가능)

정회전/역회전 신호 입력, 조그 작동 신호 입력, 작동 기본 신호 입력 및 초기화 신호 입력 등의 약 60가지 기능 중에서 
기능을 선택하여 5개의 입력 단자에 지정 가능. 싱크와 소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논리.

출력 단자 기능 
(프로그래밍 가능)

상한/하한 주파수 신호 출력, 저속 감지 신호 출력, 지정 속도 도달 신호 출력 및 실패 신호 출력 등의 약 40가지 기능 
중에서 기능을 선택하여 FL 계전기 출력, 즉 개방 콜렉터 출력 단자들에 지정 가능.

정회전/역회전 조작 패널의 RUN과 STOP 버튼을 이용하면 작동을 시작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회전이나 역회전으로 전환 
조작은 조작 패널, 단자반 및 외부 제어 장치 중의 하나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그 작동 선택한 경우에는, 조그 모드를 이용하여 단자반에서 조그 작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 속도 작동 단자반에 있는 4개 접점의 조합을 변경하면 기본 주파수 + 15가지-속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재시도 작동 보호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주회로 요소 확인 후에 자동 재시작이 가능합니다. 10회 (최대) (매개변수로 선택 
가능)

다양한 금지 설정/
패스워드 설정

매개변수 쓰기-보호 및 패널 주파수 설정 변경과 작동, 비상 정지 또는 초기화를 위한 조작 패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4 자릿수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매개변수를 쓰기-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재생 전력 연속 제어 일시적인 정전의 경우에 모터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것이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기본값: OFF).

자동 재시작 작동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하면, 인버터는 관성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확인한 다음, 회전 속도에 
알맞은 주파수를 출력하여 모터를 자연스럽게 재시작합니다. 이 기능은 상업용 전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실패 감지 신호 1c-접점: (250Vac-2A-cosφ=1, 30Vdc-1A-cosφ=1, 250Vac-1A-cosφ=0.4)

보
호

 기
능

보호 기능 스톨 방지, 전류 한계, 과전류, 출력 단락 회로, 과전압, 과전압 한계, 과소 전압, 접지 오류, 전원 결상, 출력 결상, 전자 
열 기능에 의한 과부하 보호, 시동 시의 진동부 과전류, 시동 시의 부하쪽 과전류, 과토크, 저전류, 과열, 누적 작동 
시간, 수명 경고, 비상 정지, 다양한 사전 경고

전자 열 특성 표준 모터나 일정-토크 VF 모터 전환로의 전환, 모터 1나 2로의 전환, 과부하 트립 시간의 설정, 스톨 방지 레벨 1과 
2의 조정, 과부하 스톨 선택

초기화 기능 접점 1a를 닫거나 전원 또는 조작 패널을 끄면 초기화되는 기능. 이 기능은 트립 기록을 저장하거나 삭제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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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목 사양

표
시
화
면

 기
능

경고 스톨 방지, 과전압, 과부하, 과소 전압, 설정 에러, 진행 중 재시도, 상한/하한

실패 원인 과전류, 과전압, 과열, 부하 시 회로 단락, 접지 오류, 인버터의 과부하, 시동 시에 암을 통과하는 과전류, CPU 오류, 
EEPROM 오류, RAM 오류, ROM 오류, 통신 에러. (선택 가능: 비상 정지, 과소 전압, 저전압, 과토크, 모터 과부하, 
입력 결상, 출력 결상)

모니터 기능 작동 주파수, 작동 주파수 명령, 정회전/역회전, 출력 전류, DC 부분의 전압, 출력 전압, 토크, 토크 전류, 인버터의 
부하율, 입력 전원, 출력 전원, 입력 단자 정보, 출력 단자 정보, CPU1 버전, CPU2 버전, PID 피드백 양, 주파수 
명령(보정 후), 정격 전류, 최근 트립 1~4의 원인, 부품 교체 경고, 누적 작동 시간

최근 트립 모니터 기능 
기능

연속해서 발생한 트립의 수, 작동 주파수, 회전 방향, 부하 전류,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입력 단자 정보, 출력 단자 정보 
및 각 트립이 발생했을 때의 누적 작동 시간 중에 최근의 4가지 트립에 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주파수계의 출력 계량기의 아날로그 출력: (1mAdc 풀스케일 DC 전류계, 225% 최대 전류 1mAdc, 풀스케일), 0 ~ 10V, 4 ~ 20mA/0 ~ 
20mA 출력)

4-자리 7-세그먼트 LED 주파수: 인버터 출력 주파수
경고: 스톨 경고 “C”, 과전압 경고 “P”, 과부하 경고 “L”, 과열 경고 “H”
상태: 인버터 상태(주파수, 보호 기능 활성화의 원인, 입력/출력 전압, 출력 전류 등) 및 매개변수 설정
자유 단위 표시: 출력 주파수에 알맞은 임의 단위 (예, 회전 속도)

표시기 RUN 램프, MON 램프, PRG 램프, % 램프, Hz 램프와 같이 점등으로 인버터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 충전 램프는 
주회로 축전기가 전기적으로 충전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환
경

사용 환경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으며, 부식성 가스, 유분, 먼지 및 오물이 없는 실내.
고도: 최고 3000m (고도가 1000m 이상인 경우에는 출력 전류를 낮춰야 합니다) 주의사항 3.
진동: 5.9m/s2 미만 (10 ~ 55Hz)

주위 온도 -10 ~ +60°C 주의사항)1.2.

보관 온도 -20 ~ +70°C

상대 습도 5 ~ 95% (무응결 및 무증발)

주의사항 1. 40°C 이상: VF-nC3 상단에 있는 보호 봉인을 제거하십시오.
 주위 온도가 50°C 이상인 경우: 인버터 상단에 있는 봉인을 제거한 다음, 정격 출력 전류를 낮춘 상태에서 인버터를 

사용하십시오.
주의사항 2. 인버터들을 병렬로 설치된 경우(인버터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상태): 각 인버터의 상단에 있는 봉인을 

제거하십시오.
 주위 온도가 40°C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곳에서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버터 상단에 있는 봉인을 제거한 

다음, 정격 출력 전류를 낮춘 상태에서 인버터를 사용하십시오.
주의사항 3. 1000m 이상: 출력 전류의 정격은 100m당 1%씩 낮아집니다.

8.2 외형 규격 및 무게

■ 외형 규격 및 무게
전압 등급 해당 모터 (kW) 인버터 타입

규격 (mm)
도면 무게 (kg)

W H D W1 H1 H2

단상 100V

0.1 VFNC3S-1001P

72
130

102
60

131
13 A 1.00.2 VFNC3S-1002P

0.4 VFNC3S-1004P 121
118

0.75 VFNC3S-1007P 105 156 93 12 B 1.5

단상 200V

0.1 VFNC3S-2001PL

72

130

102

60

131

13 A 1.0
0.2 VFNC3S-2002PL

0.4 VFNC3S-2004PL 121

118
0.75 VFNC3S-2007PL 131

1.5 VFNC3S-2015PL
105 156 93 12 B 1.5

2.2 VFNC3S-2022PL

3상 200V

0.1 VFNC3-2001P

72

130

102

60

131

13

A 1.0
0.2 VFNC3-2002P

0.4 VFNC3-2004P 121

118
0.75 VFNC3-2007P

1311.5 VFNC3-2015P
105 93 C 1.5

2.2 VFNC3-2022P

4.0 VFNC3-2037P 140 170 141 126 157 14 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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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도
φ5 6

H
1 

(설
치

 규
격

) 

13
0

13

R2.560 (설치 규격)

72
45

58

D

VF-nC3

EMC 판
(선택사양)

φ5

5
11

8 
(설
치

 규
격

)

13
0

12

93 (설치 규격)
105

15
6 46

59

VF-nC3

EMC 판
(선택사양)

R2.5

그림 A 그림 B

φ5 5
H

1 
(설
치

 규
격

)

13
0

H
2

R2.593 (설치 규격)

105

46
59D

VF-nC3

EMC 판
(선택사양)

2-φ5
6.

5
15

7 
(설
치

 규
격

)

17
0

14

2-R2.5126 (설치 규격)

140

44 58

14
1

VF-nC3

EMC 판
(선택사양)

그림 C 그림 D

주의사항 1: 각 인버터의 규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에서 모든 인버터의 공통 규격은 기호가 아닌 수치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사용된 기호의 의미입니다.

W: 폭
H: 높이
D: 깊이
W1: 설치 규격 (가로)
H1: 설치 규격 (세로)
H2: EMC 판 설치 영역의 높이

주의사항 2: 다음은 이용 가능한 EMC 판입니다.
그림 A : EMP007Z (무게: 약 0.3kg)
그림 B : EMP008Z (무게: 약 0.4kg)
그림 C : EMP009Z (무게: 약 0.5kg)

주의사항 3: 그림 A와 그림 C에 표시된 모델들은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고정됩니다.

주의사항 4: 그림 A에 표시된 모델에는 냉각 팬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5: 높이는 설치 규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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