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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kset,

■ 높은 신뢰도의 배전과 모터 제어를 요하는 모든 응용에

모든 응용에 적용 가능한
완벽한 범위의 저압
스위치보드

배전 및 모터 제어

적합한 시스템.

■ 모듈 구조
 가 표준, 지침 및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저압
국
스위치보드용 모듈 구조

■ 지능형 시스템
 전 및 모터 제어를 위한 향상된 보호와 통신 기능을
배
제공하는 장치를 통합

Blokset,
a complete range
of LV switchboards
to meet all your needs

■ a system for all your applications requiring
a high level of dependability
electrical distribution and motor control.
■ a modular structure

for low-voltage switchboards, designed to meet local
standards, practices and requirements.

■ An intelligent system

ready to integrate devices containing advanced
protection and communication functions
for electrical distribution and motor control.



Blokset,

다기능 범위

모듈 구조의 다기능 시스템

배전 스위치보드,
최대 6300 A
■ Dc형 :
역율 보상 컬럼
■ Mf형 :
고정형 MCC,
최대 6300 A
■ Mw형 :
인출형 MCC,
최대 6300 A

Blokset,
a modular
multi-function system

■ D형 :

A multi-function range
■ type D: distribution
switchboards up to
6300 A
■ type Dc: power factor
correction column
■ type Mf: fixed-type
motor-control centres up
to 6300 A
■ type Mw:
withdrawable-type
motor-control
centres up to 6300 A

■ Ms형 :
인버터 및 소프트 스타터
컬럼
■ C형 :
외함, 최대 630 A

모듈 형식 시스템

■ 표준화된 부품
■ 신속한 제조
■ 개조작업이 용이함

■ type Ms: variable-

speed drives and
starters
column
■ type C: cubicles up to
630 A.
A modular system
■ standardised
components
■ fast manufacturing
■ easy modifications.

기능별 설계

■ 스위치보드 내에 적절한
크기와 배치
■ 설치 공간 감소
■ 전력 공급 및 부속 장치
연결이 용이함
■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 업그레이드가 용이함

Functional design

■ rationalised

dimensions and layout
inside the switchboard
■ reduced footprint
■ easy power and
auxiliary connections
■ easy installation
upgrading at a controlled
cost.



Blokset,
고장 없는 고신뢰도 시스템

Blokset 시스템은 높은 신뢰도와 안전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므로 인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Blokset은 모든 기본적인 보호와 안전 기능을 보장합니다.
■ 특히 IEC 60439-1, IEC 60529 및 IEC 60947와 같은
국제 표준과의 적합성
■ 국가 표준에 적합하므로 해당 국가의 법적 및 기술적
요건을 충족
■ 최적의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
전력기기 부품으로 구성되며 시험 완료됨

Blokset,
a high-dependability
system for trouble-free
operation of
your installation



The Blokset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a high
level
of reliability and safety, thus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Blokset offers all the essential guarantees:
■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notably
IEC 60439-1, IEC 60529 and IEC 60947
■ compliance with local standards, thus meeting local
legal and technical requirements
■ a system implementing and tested with Schneider
Electric switchgear components to ensure optimum
operation.

Blokset,
일관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저렴한 솔루션

Blokset,
uniform, high-performance,
cost-effective solutions

모듈별 설계로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 품질과 고 신뢰도
스위치기어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고장 없는
시스템을 보증합니다.

Blokset’s modular design
makes it possible to
rationalise installation
costs.
The high quality and
reliability of switchgear
guarantee continuity of
service and a durable
system.

Blokset은 일관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각 사업의 시방에

■ 저렴한 비용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개조
가능

적절한 해결책 제공

■ 표준화 및 시스템

■ 용이한 설치 및 최적화된

업그레이드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치수와 배선 작업

■ 구매 및 설치 기간 보장

Blokset is an attractive
offering of consistent
solutions:
■ the right answer to the
specifications of each
project
■ ease of installation,
optimised dimensions
and connections
■ guaranteed
procurement and
installation times

■ upgrades or

modifications at
a controlled cost
■ limited maintenance
costs due to
standardisation and
system upgradeability.



Blokset,
전문 기업이 보장하는 시스템

모든 산업 및 대규모 작업 현장에 널리 설치된 Blokset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상의 장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Blokset의 품질과 신뢰도는 현장 요구와 함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제품의 기술적 탁월함 외에도 고객의
현재와 미래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견적 또는 입찰 요청에 신속한 대응
■ 탁월한 특성으로 경쟁력 있는 솔루션 설계

Blokset,
the guarantee
of a major manufacturer

The Blokset wide installed base, in all industrial &
large sites sectors, is a guarantee to obtain the best
equipment fitting your needs.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Blokset are based on close
collaboration with your local contacts.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excellence of the product,
Schneider Electric also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success of your projects today and tomorrow.
This involvement means:
■ fast response to requests for quotes or tenders
■ design of competitive solutions with outstanding
features.



Blokset:
품질, 기술적 탁월함, 서비스

Blokset:
quality,
technical excellence,
service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스위치보드와
스위치기어 설계 및
제조 노하우는 품질과
기술적 탁월함을
보증합니다.

■ 표준 부품을 사용하므로

■ 슈나이더 일렉트릭

납기 및 설치 기간을 단축
■ 다른 슈나이더 일렉트릭
솔루션과 부합하는
혁신적인 설계는 각
사업에 대한 장점이 됨

전문가와 접촉을 통해
설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서비스를
보증

Schneider Electric
know-how i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electrical switchboards
and switchgear is a
guarantee of quality and
technical excellence.

■ integration of

■ the proximity of

standardised
components shortens
delivery and installation
times
■ the innovative design,
consistent with other
Schneider Electric
solutions, is a plus
for each project

Schneider Electric
experts guarantees fast
response and effective
servicing for your
installation.



이제부터는 iMCC(지능형 MCC) 와 함께...
From now on with the iMCC…
(intelligent Motor Control Center)

« 생산 중단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 일일 생산 중단은 과다한 비용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 심각한 가동 중단은 장기간의 생산 중단을 뜻합니다.

« How much does a production downtime cost? »
■ 1 days’ loss of production represents millions of euros.
■ A serious breakdown means weeks of production stoppage.



… 불시의 공정 중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시의 공정 중단 횟수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식 계전기로 모터보호
■ 경보와 상세한 진단으로 불시의 가동 중단 시간을 70% 축소 가능
■ 즉각적인 수리 조치로 가동 중단 시간 축소 가능
수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모터 정지 상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이용, 신속한 진단 가능
■ 경보 기능으로 예측 진단 가능
■ 현장 또는 원격 다운로딩으로 신속한 구성 가능
■ 슈나이더 일렉트릭 iMCC를 이용하여 향상된 공정 운용 극대화와 운용비용 절감으로
단기간에 투자비용 회수 가능

공정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식 보호 모듈에 내장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정지 기록 분석 가능
■ 공정 측정치와 물리적 변수 간의 상관관계로 공정 기능 지원 가능
■ 각 모터 부하에 내장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른 유지보수 가능

… you are able
to anticipate
untimely downtime
of your processes

You reduce the number and duration of untimely
downtime of your processes
■ relay electronics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the motor installed base
■ alarms and detailed diagnostics mean a 70% reduction in untimely shutdown
■ immediate corrective actions ensure reduced downtime.
You reduce the cost and time of interventions
■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motor stoppage conditions allows rapid
diagnostics
■ warning alarms enable anticipated diagnostics
■ local or remote downloading allow rapid configuration
■ with the Schneider Electric iMCC, improved process availability and reduced
operating costs mean you benefit from a very quick return on investment.
You continuously improve process productivity
■ embedded statistics in the electronic protection module enable analysis of
the stoppages log
■ correlation between process electrical measurements and physical
parameters provides process functioning aid
■ conditional maintenance is made possible by the embedded statistics
on each motor feeder.



iMCC(지능형 MCC) : 정보의 힘
iMCC : the power of information
(intelligent Motor Control Center)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iMCC는 Blokset 저압 스위치보드에 TeSys T와
TeSys U 모터 제어 및 보호 장치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MCC 또는 하급 iMCC에 비하여 슈나이더 일렉트릭 iMCC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0 - 250 kW 모터 부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높은 동작 신뢰도
■ 스위치보드 설치 면적을 크게 줄임
■ 다양한 기능 및 통신 프로토콜 선택

The Schneider Electric iMCC uses TeSys T and TeSys U
motor control and protection devices in Blokset Low Voltage
switchboards.
Compared to traditional MCCs or lower level iMCCs,
the Schneider Electric iMCC allows you to benefit from:
■ comprehensive information concerning 0 to 250 kW motor
feeders
■ a high level of operating dependability
■ a large reduction in the floor space taken up by the switchboard
■ a wide choice of functions and communication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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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보호

■ 완벽한 모터 보호: 열용량, 모터 과부하, 회전자 구속, 공정의 저/과 부하 등
■ 전자기기를 이용한 정확하고 안정된 보호
■ 15kW까지 통합 조정 방식을 통해 시스템 가용도를 높임
■ 간접 접촉 및 조작 오류 방지기능에 의해 iMCC의 작업자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
정보

■ 모든 전기 측정치, 각 모터의 상태, 고장 경보 등
■ 장비에 내장된 웹 서버를 통해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진단

■ 경보 및 즉석 장애 진단 : 단락, 과열 장애, 접지 장애, 과다하게 긴 기동 시간,
과부하, 저부하 등

통계

■ 장애와 경보 횟수, 모터 기동, 동작 시간
■ 최근 장애 조건

Main
functions

Protection
■ full motor protection: thermal capacity, motor overload, rotor blockage,
process over/under load, etc.
■ accurate and stable protection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s
■ total coordination up to 15 kW, thus strengthening system availability
■ complete safety for those intervening in the iMCC by protection against
indirect contact and prevention of intervention errors.
Information
■ all electrical measurements, the state of each motor, fault alarms, etc.
■ all information can be available through a web server embedded inside
the equipment.
Diagnostics
■ alarms and instantaneous fault diagnostics: short-circuits, thermal faults,
earth faults, excessively long starting times, overloads, underloads, etc.
Statistics
■ number of faults and alarms, motor start-ups, operating times
■ conditions of latest faults.

개방된 제어 및 명령 구조
개방된 균일한 시스템의
단순화와 효율성
1 감시대
2 내장된 웹 서버

1
3

3 제어 & 공정 시스템
4 조립 및 부스 연결 부속품
5 TeSys U 또는 TeSys T 모터 피터
6 Blokset 스위치보드

All the simplicity and efficiency
of a homogeneous system,
open to control & command
architectures

2

6

6
5

4
1 Supervision station
2 Embedded Web Server
3 Control & Process systems
4 Assembly and bus connection accessories
5 TeSys U or TeSys T motor feeders
6 Blokset switch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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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수년간 배전 제품에 Ethernet TCP/IP와
Web 기술을 통합하였습니다.
제품, 장비(IEC)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체 고압과 저압 장비를
“Transparent Ready™”라고하며 통신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비를 최적화함으로써 조작과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용이합니다.

Schneider Electric has integrated Ethernet TCP/IP
and Web technologies in its electrical distribution products
for several years now.
Its entire MV and LV offer, including products, equipment
(IEC) and services is “Transparent Ready™”,
communicating by nature.
You optimize your installation, which becomes simpler
to operate and maintain and easy to upgrade to meet
your requirements.

12

제어정보

Transparent Ready™는 전력 장비에 포함된 중요한 데이터(전류, 전압, 전력, 에너지,
장치 상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솔루션입니다.
간단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 Ethernet 망에 연결된 PC로부터 어디서든지 이러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전기 장비 관리
Transparent Ready™는 전기 장비를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전기 장비의 상태를 알게 되면 장비 성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며 장비 기반 관리와
투자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TCP/IP, Modbus 및 웹: 인정된 표준
인터넷과 범용 Ethernet TCP/IP 통신망은 사고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통합사용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Modbus는 25년간
산업 통신 표준으로 적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Ethernet TCP/IP 상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하며 인터넷 기구(IANA)가 유일하게 인정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프로토콜입니다.

Micrologic

Information that puts you
in control

PM 700

Altivar 71

TeSys T & TeSys U

EGX 400

Transparent Ready™ is a simple solution that gives you access to important data
(currents, voltages, powers, energies, device status, etc.) contained in your power
equipment.
You can access them wherever you are, from any PC connected to your corporate
Ethernet network via a simple Web browser with secure access.
Better manage your electrical installation
Your electrical installation is constantly monitored with Transparent Ready™.
Knowing the status of your electrical equipment means that you can fully benefit
from their performance capability.
This allows you to optimize equipment base management and investments.
Ethernet TCP/IP, Modbus and the Web: recognized standards
The Internet and its universal Ethernet TCP/IP communication network have
revolutionized the way we think and have opened up new horizons.
However, the protocols still have to be able to work together. Modbus has been
the industry communication standard for 25 years, which today enables
client/server mode messaging on Ethernet TCP/IP.
Simple and affordable, it is the only protocol recognized by Internet organizations
(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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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액세스
Remote access

라우터
Router

웹 브라우저
Wed browser

전문가 도움 없이도
간단하게 연결 가능

제품

전력설비

Products

Power equipment

■ Sepam
■ Micrologic
■ PowerLogic
■ TeSys U

■ Blokset
■ SM6
■ MCset
■ Okken…

배전반용 디지털 다기능 보호계전기(SEPAM), 파워미터, 회로 감시장치, 기중차단기에
부착된 디지털계전기(Micrologic) 등과 같은 보호 및 측정 장치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치는 Modbu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합니다. 추가로 네트워크 또는
배선 작업이 요구되지 않으며 기존의 Ethernet 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ransparent Ready™ 장비는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급되므로 다른 장치가
요구되지 않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장비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화면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 또는 원격 조작으로 인한 오류 위험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simple, ready-to-connect
solution which does not
require a specialist

You can directly use all the data contained in the communicating protection
and metering devices in your installation: Sepam, Power Meter, Circuit Monitor
(Power Logic), LV circuit breakers with Micrologic digital relays, etc.
All of these devices communicate using the Modbus protocol. No additional
network or cabling need to be installed: you use your existing Ethernet network.
Your Transparent Ready™ equipment is delivered ready to connect, no other
devices are needed and you do not require the involvement of a specialist. Simply
type in the equipment’s IP address and consult the preset screens.
You will be able to consult all of the data you need to easily take decisions without
risking any errors either locally or remo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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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witchboard

iMCC switchboard

기존 변전실

증설

Existing substation

Expansion

전력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Transparent Ready™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또는 기타 업체가 제조한 기존의 모든 고압 및 저압 스위치보드에
대해서도 추가로 Transparent Ready™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투자 능력에 따라 설비를 점차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In case of a new installation, your electrical equipment will already be
Transparent Ready™.
For all existing MV and LV switchboards, whether manufactured by
Schneider Electric or other companies, they can be equipped and become
Transparent Ready™.
Therefore you can gradually upgrade your installation according to your
requirements and investment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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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특성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PE56125

기본 프레임
설명
Blokset 스위치보드 컬럼의 기본 프레임은 부품을 미리 조립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여러 가지 크기로 이용 가능하며 여러 가지 크기의 컬럼을
구성하도록 조립할 수 있습니다.
각 컬럼은 아래의 4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1 부스바
2 스위치기어 부품
3 케이블 연결
4 부속장치

1
PE56126

Basic frame
Description
The basic frame of a Blokset switchboard column is an assembly of prefabricated
elements. These elements are available in a number of sizes and may be assembled
to form columns with different volumes.
Each column is made up of four distinct zones for:
1 busbars
2 switchgear components
3 cable connections
4 auxiliaries

PE56127

2

PE56128

3

4

18

DE56500

3가지 유형의 깊이 및 6가지 유형의 너비
Blokset는 기본 프레임과 확장 장치를 조합하여 여러 가지 깊이와 너비로 스위치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레임의 깊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 400 mm
■ 600 mm
■ 1000 mm:
□ 깊이가 400 mm인 기본 프레임 한개와 600 mm인 다른 프레임을 조합하여 구성함
기본 프레임의 너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DE56501

■ 500 mm (Mw형)
■ 700 mm
■ 900 mm (Mw형)
■ 1200 mm (Masterpact NW40b, NW50 및 NW63 용).
700 mm 컬럼의 너비는 한개 또는 두개의 확장 장치(200 mm 또는 400 mm)를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400

1000
600

700

900

1200

DE56502

500

3 depths and 6 widths
The Blokset range may be used to build switchboards of various depths and
widths by combining basic frames and extensions.
Basic frames are available in three depths:
■ 400 mm
■ 600 mm
■ 1000 mm:
□ formed by combining two frames, one 400 mm and the other 600 mm deep.
Basic frames are available in three widths:
■ 500 mm (Mw type)
■ 700 mm
■ 900 mm (Mw type).
■ 1200 mm (for Masterpact NW40b, NW50 and NW63).
The width of a 700 mm column may be increased by adding one or two
extensions (200 mm or 4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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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특성

(계속)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cont.)
외함
요구되는 보호등급에 따라 프레임에 여러 가지 덮개 패널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Enclosure
Depending on the degree of protection required, the frame may be fitted
with different cover panels.
덮개 패널 / Cover panels

보호 등급 / Degree of protection

전면 / Front
평면 도어 / Plain door
투시 도어 / Transparent door
외부 회전 손잡이용 도어 /
Door for external rotary handle
Masterpact 도어 / Masterpact door
투시 덮개가 장착된 Masterpact 도어 /
Masterpact door with transparent cover
개구가 있는 상단 및 하단 패널 /
Perforated upper and lower panels
후면 / Rear
후면 패널 / Back panel
상단 / Top
상단 덮개 / Top cover
케이블 연결판 / Cable gland plate
하단 / Bottom

IP31

IP42

IP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E56503

케이블 연결판 / Cable gland plate

IP20

3개의 평면 도어와 1개의 Masterpact
도어가 장착된 D형 스위치보드
Type D switchboard with 3 plain
doors and 1 Masterpact door.

20

투시 도어가 장착된 D형 스위치
보드
Type D switchboard with
transparent door.

직접적인 제어 장치 또는 회전
손잡이용 개별 문이 장착된 Mf형
MCC
Type Mf motor-controle centre,
partitioned, with individual doors
for direct controls or rotary handles.

회전 손잡이용 도어가 장착된 Mw형
MCC
Type Mw motor-control centre with
doors for rotary handles.

PE56504
PE56505

컬럼 배치
Blokset 모듈 설계는 스위치보드 배치를 전기실 구조에 맞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컬럼은 측면 또는 후면배치가 가능
□ 이용 가능한 공간에 따라 후면을 붙여 설치하면 스위치보드의 전체 길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 각 컬럼의 전면 또는 후면을 통해 연결부에 접근 가능
□ 연결 단자가 측면 구획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전면으로 접근하여 벽을 향해
스위치보드를 설치 가능
□ 연결 단자가 스위치기어 부품의 후면에 설치되는 경우 컬럼의 후면을 통해
접근 가능
■ 입출력 케이블은 컬럼의 상단 또는 하단을 통해 인입 가능
□ 고르지 못한 바닥 또는 트렌치 위에 컬럼을 설치하는 경우 하단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컬럼의 상단을 통해 부스웨이로 전력을 공급 가능

DE56506

Layout of the columns
Blokset modular design makes it possible to match the switchboard layout
to the configuration of the electrical room.
■ columns may be positioned side-by-side or back-to-back:
□ depending on the space available in the room, back-to-back installation means
the total length of the switchboard can be divided by two.
■ access to connection zones is possible through the front or the back of each
column:
□ if the connection terminals are located inside a side compartment, access is
through the front, making it possible to position the switchboard against a wall.
□ if the connection terminals are located behind switchgear components, access
is through the back of the column.
■ incoming or outgoing cables may enter through the top or the bottom of
columns:
□ if the columns are installed on a false floor or above a trench, it is preferable
to run the cables through the bottom.
■ the switchboard may also be supplied by busways through the top of the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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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특성

(계속)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cont.)
PE56129

내부 장치
컬럼에 포함된 스위치기어 부품은 개별 장착판에 설치됩니다. 장착판과 스위치기어
부품의 조합을 기능 장치라고 합니다.
기능 장치는 동일한 기능을 충족하는 전기 및 기계 부품으로 구성되는 저압 스위치
기어와 제어 장치의 일부로써 표준 IEC 60439-1에 의해 정의됩니다. 기능 장치의
높이는 장치가 차지하는 50 mm 모듈의 수로 정의됩니다.
한 개의 컬럼은 높이가 각각 50mm인 모듈 40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기어 부품 선택과 배치는 고장 위험 없이 스위치보드를 정의할 수 있도록 엄격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Blokset D, Mf 및 Ms형
■ Masterpact 회로 차단기 설치:
Masterpact 회로 차단기는 수평 판에 장착되며 두 가지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정형
□ 인출형

■ 스위치기어 부품 설치:
회로 차단기, 접촉기, 열동형 계전기, 가변 속도 드라이브 및 기동기는 수직 장착판에
설치됩니다. 수직 장착판용 회로 차단기는 세 가지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정형
□ 플러그-인 형
□ 인출형

PE56130

Blokset D형

■ 모든 회로 차단기는 제어 장치와 함께 장착할 수 있습니다.
□ 도어 후면
□ 도어

Internal equipment
The switchgear components contained in the columns are installed on mounting
plates. The combination of a mounting plate with switchgear components is called
a functional unit.
Functional units are defined by standard IEC 60439-1 as a part of a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y comprising all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elements that contribute to the fulfilment of the same function. The height of a
functional unit is defined by the number of 50 mm modules it occupies.
A column may contain 40 modules, each 50 mm high.
Selection and layout of the electrical switchgear components are subject to a
rigorous method designed to enable switchboard definition without risk of error.

Blokset type D, type Mf and type Ms
Blokset D형

■ mounting of Masterpact circuit breakers:

Masterpact circuit breakers are mounted on horizontal plates and are available
in two versions:
□ fixed
□ withdrawable.

■ mounting of other switchgear components:

Circuit breakers, contactors, thermal relays, variable-speed drives and starters
are installed on vertical mounting plates.
The circuit breakers for vertical mounting plates are available in three versions:
□ fixed
□ plug-in
□ withdrawable.

■ all circuit breakers may be installed with their controls:
□ behind the door
□ on th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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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56131

자동 역률조정용 Dc형 컬럼
자동 역률조정을 위한 장비는 다음을 포함하는 폭 700mm의 컬럼에 설치됩니다.
■ 고정 부스바 세트
■ Varplus2 캐패시터(콘덴서)와 축전기 제어용 접촉기가 내장된 장착판
■ Varlogic 자동 역률조정기
위 장비는 배전 스위치보드에 통합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lumns for power factor correction type Dc

PE56132

Blokset Dc형 - 전면 / Blokset type Dc - front face

The equipment for automatic compensation of reactive energy is installed
in columns 700 mm wide, containing:
■ a fixed set of busbars
■ functional mounting plates equipped with Varplus2 capacitors and
Telemecanique contactors for capacitor control
■ a Merlin Gerin Varlogic reactive energy regulator.
The above equipment may be integrated in a distribution switchboard or remain
separate.

Blokset Dc형 - 후면 / Blokset type Dc - rear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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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cont.)
PE56133

Blokset Mw형
스위치보드를 구성하는 스위치기어 부품은 신속한 유지보수와 서비스를 위해 드로어
(인출형 유니트)에 설치됩니다.
컬럼은 1.5 모듈(높이 75mm)을 구성하는 23개의 인출 유니트를 수용할 수 있으며,
수평 부스바용으로 4개의 모듈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더 큰 부품은 높이가 3, 4.5, 6, 9, 12 또는 15 모듈에 해당하는 탈착식 유니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탈착식 유니트에 설치되는 모터 부하는 355k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탈식 장치의 부품
탈착식 장치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장비를 지지하는 이동 부분(섀시)
■ 이동 부분에 장착되는 부품을 위한 고정 부분
■ 부스바에 고정되는 전원 연결을 위한 접점
■ 보조 장치 연결을 위한 접점
기능 장치는 표준 IEC 60439-1와 WWW형 탈착 사양을 준수합니다.
250 kW 모터 부하용 인출 유니트
Drawer for 250 kW motor feeder

Blokset type Mw
Switchgear components making up the switchboard are installed in drawers
to ensure rapid and dependable maintenance and servicing.
A column may be equipped with up to 23 drawers each of 1.5 module
(75 mm high), given that four modules are reserved for the horizontal busbars.
Larger components may be installed in drawers that are 3, 4.5, 6, 9, 12
or 15 modules high. Motor feeders installed in withdrawable drawers may not
exceed 355 kW.

PE56135

새로운 지능형 TeSys T 보호 계전기가 장착된
37 kW 모터 기동기 인출 유니트
37 kW motor starter drawer, with the new
TeSys T intelligent protection relay.

PE56136

Blokset Mw형
Blokset type Mw

200 kW 인출 유니트 장착
Insertion of a 200 kW drawer

24

Parts of a withdrawable unit
A withdrawable functional unit is made up of:
■ a moving part (chassis) that supports the equipment
■ a fixed part bearing the positioning elements for the moving part
■ disconnecting contacts for power connections, which clip onto the busbars
■ disconnecting contacts for auxiliary connections.
Functional units comply with standard IEC 60439-1 and with WWW-type
withdrawability specifications.

PE56137

안전
인출 유니트 탈착 및 고정 시스템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 IEC 60439-1에 따라
인출 유니트가 제작됩니다.
■ 연결 메커니즘은 아래의 그림 4 위치에 인출 유니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스위치보드의 보호수준은 모든 위치(연결, 시험, 분리 및 드로어 탈착)에서 유지됩니다.
이러한 네 위치에서 문을 닫음으로써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연결 위치
전력 및 보조 회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세 개의 수동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시스템은 회로 차단기가 닫혀 있는 동안(ON 위치) 문이 열리는 것을 방지
합니다. 인터록 장치는 문의 손잡이와 회로 차단기의 동작 축을 연결합니다.

2) 시험 위치
전력 회로는 차단되며(입력 및 출력), 보조 회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보조 회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세 개의 수동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Blokset Mw형 인출 유니트 삽입
Blokset type Mw Drawer insertion

3) 분리 위치
모든 회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세 개의 수동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DE56507

1

4) 탈착 위치

Safety
Drawers are built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 IEC 60439-1 which
regulates the drawer extraction and locking system.
■ the connection mechanism is designed to allow the drawer to be set to any of
the four positions presented below.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 switchboard
is maintained in all positions (connected, test, disconnected and drawer removed).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door that can remain closed in these four positions.

DE56508

A : 입력 전력 연결 / downstream power contacts
B : 출력 전력 연결 / upstream power contacts
C : 보조 회로 연결 / auxiliary-circuit contacts

2

1) connected position
Power and auxiliary circuits are all connected. This position may be locked using
up to three padlocks.
■ a safety system prevents door opening as long as the circuit breaker is closed
(ON position). The interlocking mechanism connects the door handle and the
operating shaft on the circuit breaker.
2) test position
Power circuits are disconnected (upstream and downstream), auxiliary circuits
remain connected. This position may be used to check the auxiliary circuits and
may be locked using up to three padlocks.

3

3) disconnected position
All circuits are disconnected. This position may be locked using up to three
padlocks.
4) removed posi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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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cont.)
PE56138

부스바
부스바는 스위치보드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각 스위치보드는 두 종류의 부스바로 구성됩니다:
■ 메인 부스바
■ 배전 부스바
메인 부스바의 정격 전류 값은 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위치보드 컬럼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부스바는 온도 내력 및 화염 차단 특성에 대한 시험을 거친 절연 지지대를
통해 스위치보드 프레임에 연결됩니다.

Busbars

Blokset D형, 부스바
Blokset type D, busbars

함의 깊이(mm)

DE56509

Depth of column (mm)

Busbars are used to carry electrical power throughout the switchboard.
Each switchboard comprises two types of busbars:
■ the main busbars
■ the distribution busbars.
The value of the rated current for the main busbars determines the depth of
the switchboard columns, as indicated in the table hereunder. They are connected
to the switchboard frame via insulated supports that have been tested for their
temperature-withstand capacity and non-propagation of flame characteristics.

유형

Type

주요한 부스바의 정격 전류

Rated current of main busbars
1600 A 까지 (~1600 A)
4000 A 까지 (~4000 A)
up to 1600 A
up to 4000 A

D / Dc / Mf / Ms

■

D / Mw / Mf / Ms

■

■

Dc

■

■

D / Mw / Mf / Ms

■

■

6300 A 까지 (~6000 A)

이중 부스바

up to 6300 A
double busbars

DE56510

400

DE56511

600

4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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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56139

Blokset D, Mf, Ms형
메인 부스바, 최대 6300 A
메인 부스바는 스위치보드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각 상에 대해 한 개 이상의
동 부스바로 구성되며, 각 바의 두께는 5 mm입니다.
메인 부스바는 컬럼의 상단, 중간 또는 하단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Blokset type D, type Mf and type Ms
Main busbars, up to 6300 A
The main busbars distribute the electrical current in the switchboard. They are
made up of one or several copper bars for each phase, each bar 5 mm thick.
The main busbars may be positioned at the top, the middle or the bottom of
the column.
3200 A 부스바
3200 A busbars
이중 부스바
Double busbars

DE56513

DE56512

단일 부스바
Single bus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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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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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부스바
배전 부스바는 여러 기능 장치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배전 부스바는 세 가지 버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 - 2 :

■ 구획 내부 부스바, 최대 3200 A
부스바는 각 상에 대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동 부스바로 구성되며 컬럼의 측면
구획에 설치됩니다. 각 부스바는 두께가 5mm이며, 다양한 스위치기어 부품에 연결하기
위한 구멍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배전 부스바는 메인 부스바에 연결됩니다.
3 :
1

■ 컬럼 후면에 설치되는 표준 부스바, 최대 1600 A

DE56514

컬럼의 후면에 설치되는 부스바는 각 상에 대해 한 개 이상의 동 부스바로 구성됩니다.
각 부스바는 두께가 5mm이며 다양한 스위치기어 부품에 연결하기 위한 개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전 부스바는 너트, 볼트 및 접촉 와샤를 이용하여 메인 부스바에 연결됩니다.

보호 회로
보호 회로의 부스바는 노출된 도전부를 등전위로 묶기위해 스위치기어 부품의 도전부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Distribution busbars
The distribution busbars carry the electrical current to the various functional units.
Distribution busbars are available in three versions:
1 - 2 :

■ busbars in side compartments, up to 3200 A

2

The busbars are made up of one or several copper bars for each phase and
are located in the side compartment of the column. Each bar is 5 mm thick
and is drilled for connection to the various switchgear components.
The distribution busbars are connected to the main busbars.
3 :

DE56515

■ standard busbars at rear of columns, up to 1600 A

Busbars installed at the rear of columns are made up of one or more copper bars
for each phase. Each bar is 5 mm thick and is drilled for connection to the various
switchgear components.
The distribution busbars are connected to the main busbars using nuts, bolts
and contact washers.
Protective circuit
The busbars of the protective circuit are intended for connection of the protective
conductors for the switchgear components, to provide equipotential bonding of
exposed conductive par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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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56517

Blokset Mw형
메인 부스바, 최대 6300 A
메인 부스바는 스위치보드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각 상에 대해 한 개 이상의 동 부스바로 구성되며, 각 부스바의 두께는 5 mm입니다.
부스바는 컬럼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배전 부스바, 최대 1000 A
배전 부스바는 인출 유니트 내에 설치되는 착탈식 장치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부스바는 각 상에 대해 두께가 6 mm인 동 부스바 한 개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인출유니트가 연결됩니다.
베전 부스바는 너트, 볼트 및 접촉 와샤를 이용하여 메인 부스바에 연결됩니다.

Blokset type Mw

Distribution busbars, up to 1000 A
The distribution busbars carry the electrical current to the withdrawable units
in the drawers.
The busbars are made up of one copper bar, 6 mm thick, for each phase,
to which the drawers connect.
The distribution busbars are connected to the main busbars using nuts,
bolts and contact washers.

PE56142

DE56519

PE56141

Main busbars, up to 6300 A
The main busbars distribute the electrical current in the switchboard. They are
made up of one or several copper bars for each phase, each bar 5 mm thick.
The busbars may be positioned at the top or the bottom of th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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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특성

(계속)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cont.)
PE56143

보호 회로(접지)
보호 회로의 부스바는 스위치기어 부품을 위한 보호 도선을 연결하여 노출된 전도성
부품에 대한 등전위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보조 부스
보조 부스는 제어 및 감시 회로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Protective circuit
The busbars of the protective circuit are intended for connection of the protective
conductors for the switchgear components, to provide equipotential bonding of
exposed conductive parts.

Auxiliary buses

PE56128

The auxiliary buses supply the control and monitoring circuits with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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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규격과의 적합성 - 일반 특성
Compliance to standards - General characteristics
국제 표준과의 적합성 /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형식 시험
Type tested assemblies

IEC 60439-1 / VDE 0660 part 500
DIN 41-488 / BS 5486 / EN 60 439-1

내진강도
Sismic withstand

Uniform Building Code
California Building Code

내부 아크 내력
Internal arc withstand

AS 3439 / 1

전기 특성 / Electrical Characteristics
정격 절연 전압
Rated insulation voltage

1000 VAC

정격 운전 전압
Rated operational voltage

690 VAC

정격 충격 내전압
Rated impulse withstand voltage

12 kV

과전압 범주
Overvoltage category

IV

오염도
Degree of pollution

3

주파수
Frequency

최대 400Hz
up to 400 Hz

메인 부스바 정격 전류 / Main busbars rated current
단일 부스바
Single busbars
최대 4000A
up to 4000 A

이중 부스바(1)
Double busbars (1)

정격 피크 전류 내력
Rated peak withstand current

63, 105 or 187 kA

220 kA

정격 단시간 전류
Rated short-time current

30, 50 or 85 kA r ms / 1 s

100 kA r ms / 1 s

메인 부스바
Main busbars
정격 전류
Rated current

최대 6300A(1)
up to 6300 A (1)

표면 보호 / Surface Protection
외부 표면 보호
External surface protection

고온에서 에폭시 파우더 폴리머
Epoxy powder polymerised at high temperature

표준 색상
Standard colors

RAL 9002 (회백색) / RAL 7016 (흑연색)
RAL 9002 (greyish white) / RAL 7016 (graphite grey)

(1) Dc형 함에는 적용되지 않음
(1) Impossible in Dc type cub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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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특성

(계속)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cont.)
배전과 역율 보상 응용
Applications for distribution and power factor correction
D
Type 132

Dc
Type 132

배전함
Distribution cubicle

벽부형 캐비닛
역율 보상함
Power factor correction cubicle Wall-mounted cabinet

정격 전류
Rated current

최대 3200A
up to 3200 A

–

630 A

정격 피크 전류 내력
Rated peak withstand current

63, 105 or 187 kA

–

40 or 53 kA

정격 단시간 전류
Rated short-time current

30, 50 or 85 kA r ms / 1 s

–

20 or 25 kA r ms / 1 s

모터 부하 / Motor feeders

–

–

–

배전 부하
Distribution feeders

최대 6300A
up to 6300 A

–

최대 6300A
up to 630 A

전체 높이 / Total height

2200 mm

2200 mm

1000 or 1400 mm

가용 높이(1 모듈=50mm)
Usable height (1 module = 50 mm)

40 modules

40 modules

20/28 modules

너비 / Width

700, 900, 1100, 1200
or 1300 mm

700 mm

700 mm

깊이 / Depth

400, 600 or 1000 mm

400 or 600 mm

200 or 300 mm

기능 장치 형식
Functional unit type

FFF 에서 WWW
FFF to WWW

FFF

FFF

IEC60439-1에 따른 형식
Forms according to IEC 60439-1

1 / 2b / 3b / 4

1 / 2b

1

IEC60529에 따른 보호등급
Degree of protection according to IEC 60529

IP 20 / 31 / 42 / 54

IP 20 / 31

IP 42 / 54

Mf
Type 132

Mw
Type 132

Ms
Type 132

고정형 모터 제어 센터(MCC)
Fixed-type Motor Control
Center (MCC) cubicle

인출형 모터 제어 센터(MCC)
Withdrawable-type Motor
Control Center (MCC) cubicle

가변 속도 드라이브와
소프트 스타터
Variable speed drives and
softstarters cubicle

정격 전류
Rated current

최대 3200A
up to 3200 A

1000 A

최대 3200A
up to 3200 A

정격 피크 전류 내력
Rated peak withstand current

63, 105 or 187 kA

187 kA

63, 105 or 187 kA

정격 단시간 전류
Rated short-time current

30, 50 or 85 kArms / 1 s

85 kArms / 1 s

30, 50 or 85 kArms / 1 s

모터 부하
Motor feeders

최대 335kW
up to 335 kW

최대 335kW
up to 335 kW

최대 160kW
up to 160 kW

배전 부하
Distribution feeders

idem type D

최대 2500A
up to 250 A

–

기준 및 형식

Reference and type
기능
Functionality

C
Type 134

배전 부스바(수직) / Distribution busbars (vertical)

출력 / Outgoing

기계적 특성 / Mechanical characteristics

모터 제어 응용
Applications for motor control
기준 및 형식

Reference and type
기능
Functionality

배전 부스바 / Distribution busbars

출력 / Outgoing

기계적 특성 / Mechanical Characteristics
전체 높이 / Total height

2200

가용 높이(1 모듈=50mm)
Usable height (1 module = 50 mm)

40 modules

너비 / Width

700, 900, 1100 or 1300 mm

500, 700 or 900 mm

700, 900 or 1100 mm

깊이 / Depth

400, 600 or 1000 mm

600 or 1000 mm

400, 600 or 1000 mm

기능 장치 형식 / Functional unit type

FFF

WWW

FFF

IEC60439-1에 따른 형식
Forms according to IEC 60439-1

1 / 2b / 3b / 4

3b / 4

1 / 2b / 3b / 4

IEC60529에 따른 보호등급
Degree of protection according to IEC 60529

IP 20 / 31 / 42 / 54

IP 20 / 31/ 42 / 54

IP 20 / 31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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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드로어로 구성된 1.5 모듈 40 modules
23 drawers of 1.5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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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설치
Dimensions and installation
Blokset D형
배전

36

Blokset type D
Electrical Distribution
Blokset Dc형
캐패시터

38

Blokset type Dc
Capacitors
Blokset Mf형
고정형 모터 기동기(MCC)

40

Blokset type Mf
Fixed motor starters (MCC)
Blokset Mw형
인출형 모터 기동기 (MCC)

42

Blokset type Mw
Withdrawable motor starters (MCC)
Blokset Ms형
인버터 및 소프트스타터

44

Blokset type Ms
Variable speed drives & softstarters
Blokset C형
벽부형 캐비닛

45

Blokset type C
Wall mounted cabinets

35

치수 및 설치

Dimensions and installation
Blokset D형 - 배전용
Blokset type D - Electrical Distribution

DE56520

치수
Dimensions

DE56521

전면 사용
Front access

DE56522

후면 사용
Rear access

(*) Masterpact NW40b, NW50 및 NW63 용 1600 mm.
(*) 1600 mm at the front for Masterpact NW40b, NW50 and NW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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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56523

고정
Anchoring
기본 컬럼
Basic column
깊이
Depth

(1)

(2)

700

400

455

350

700

600

455

550

900

400

655

350

900

600

655

550

1200 (*)

600

955

550

너비
Width

DE56524

(*) Masterpact NW40b, NW50 및 NW63.
(*) Masterpact NW40b, NW50 and NW63.

케이블 연결
Cable entry
Masterpact 기중 차단기용 컬럼

For columns receiving Masterpact circuit breakers
기본 컬럼
Basic column
너비
Width

깊이
Depth

(1)

(2)

700

600

600

450

1200 (*)

600

1100

450

깊이
Depth

(3)

(4)

600

350

450

(*) Masterpact NW40b, NW50 및 NW63
(*) Masterpact NW40b, NW50 and NW63.

확장
Extension
너비
Width
400

Compact 기중 차단기용 컬럼

For columns receiving Compact circuit breakers
기본 컬럼
Basic column
깊이
Depth

(1)

(2)

700

400

600

250

700

600

600

450

깊이
Depth

(3)

(4)
250

너비
Width

확장
Extension
너비
Width
200

400

150

200

600

150

450

400

400

350

250

400

600

3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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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설치 (cont.)

Dimensions and installation (cont.)
Blokset Dc형 - 캐패시터
Blokset type Dc - Capacitors

DE56525

치수
Dimensions

전면 사용
Front access

DE56526

DE56527

후면 사용
Rear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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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56529

고정

Anchoring
기본 컬럼
Basic column
깊이
Depth

(1)

(2)

700

400

455

350

700

600

455

550

깊이
Depth

(1)

(2)

700

400

600

250

700

600

600

450

DE56528

너비
Width

케이블 연결
Cable entry
기본 컬럼
Basic column
너비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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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설치 (cont.)

Dimensions and installation (cont.)
Blokset Mf형 - 고정형 모터 기동기(MCC)
Blokset type Mf - Fixed motor starters (MCC)

DE56530

DE56531

치수
Dimensions

전면 사용
Front access
DE56533

DE56532

후면 사용
Rear access

DE56534

백투백 설치
Back-to-back installation

(*) Masterpact NW40b, NW50 및 NW63 용 1600 mm.
(*) 1600 mm at the front for Masterpact NW40b, NW50 and NW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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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56535

고정
Anchoring
기본 컬럼
Basic column
깊이
Depth

(1)

(2)

700

400

455

350

700

600

455

550

900

400

655

350

900

600

655

550

깊이
Depth

(1)

(2)

700

400

600

250

700

600

600

450

깊이
Depth

(3)

(4)
250

DE56536

너비
Width

케이블 연결
Cable entry
기본 컬럼
Basic column
너비
Width

확장
Extension
너비
Width
200

400

150

200

600

150

450

400

400

350

250

400

600

3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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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설치 (cont.)

Dimensions and installation (cont.)
Blokset Mw형 - 인출형 모터 기동기 (MCC)
Blokset type Mw - Withdrawable motor starters (MCC)

DE56537

DE56538

치수
Dimensions

전면 사용
Front access
DE56540

DE56539

후면 사용
Rear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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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56542

고정
Anchoring
기본 컬럼
Basic column
깊이
Depth

(1)

(2)

500

1000

255

950

700

600

455

550

900

600

655

550

깊이
Depth

(1)

(2)

500

1000

400

250

700

600

227

450

900

600

427

450

DE56543

너비
Width

케이블 연결
Cable entry
기본 컬럼
Basic column

DE56559

DE56558

너비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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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및 설치 (cont.)

Dimensions and installation (cont.)
Blokset Ms형 - 인버터 및 소프트스타터
Blokset type Ms - Variable speed drives & softstarters

DE56544

치수
Dimensions

전면 사용
Front access
DE56546

DE56545

후면 사용
Rear access

DE56547

백투백 설치
Back-to-back installation

(*) Masterpact NW40b, NW50 및 NW63 용 1600 mm.
(*)1600 mm at the front for Masterpact NW40b, NW50 and NW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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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56548

고정
Anchoring
기본 컬럼
Basic column
깊이
Depth

(1)

(2)

700

400

455

350

700

600

455

550

900

400

655

350

900

600

655

550

깊이
Depth

(1)

(2)

700

400

600

250

700

600

600

450

깊이
Depth

(3)

(4)
250

DE56549

너비
Width

케이블 연결
Cable entry
기본 컬럼
Basic column
너비
Width

확장
Extension

DE56550

너비
Width
200

400

150

200

600

150

450

400

400

350

250

400

600

350

450

Blokset C형 - 벽부형 캐비닛
Blokset type C - Wall mounted cabinets
치수
Dimensions
(1)

1000/1400

(2)

700

(3)

200/30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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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술 정보

Additional technical information
배전용 스위치기어와 부품

48

Panorama of switchgear
and components for
electrical distribution

모터 보호 및 제어용 스위치기어와 부품

50

Panorama of switchgear
and components for motor
protection and control

IEC 60439-1 국제 표준

52

The IEC 60439-1 international standard

형식

56

Forms

보호등급

57

Degrees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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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술 정보

Additional technical information
PE56145

Blokset의 저압차단기와 부품
Masterpact 기중 차단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Masterpact 기중 차단기는 800 - 6300A의 저압 회로 보호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고정식 또는 인출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sterpact 기중 차단기에는 저압 회로를 보호하고 표시 및 측정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디지털계전기 Micrologic 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저압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거나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선용 차단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Compact NS 배선용차단기는 15 - 3200A 범위에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저압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거나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E56146

슈나이더 일렉트릭 Masterpact 기중 차단기
Schneider Electric Masterpact air circuit breaker

Panorama of switchgear and components
for electrical distribution, available in
Blokset

PE56147

슈나이더 일렉트릭 Compact 배선용 차단기
착탈식, 800 - 1600A
Schneider Electric Compact moulded-case circuit
breaker, withdrawable, from 800 to 1600A

PG133094

DG133042

DG133040

056411N

슈나이더 일렉트릭 배선용 차단기, 100 - 630A
Schneider Electric Compact moulded-case circuit
breaker, from 100 to 630A

Masterpact용 슈나이더 일렉트릭 Micrologic 보호 및
제어 장치
Schneider Electric Micrologic protection and
control units, for Masterpact

48

Masterpact air circuit breaker
Schneider Electric Masterpact circuit breakers provide protection and control
functions for low-voltage circuits from 800 to 6300 A.
They are available in fixed or withdrawable versions.
Masterpact circuit breakers are equipped with a Micrologic control unit designed
to protect low-voltage circuits and provide indication and measurement functions.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low-voltage catalogue or
consult your Schneider Electric contact.
Compact moulded-case circuit breakers
Merlin Gerin Compact circuit breakers cover all ratings from 15 to 3200 A.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low-voltage catalogue or
consult your Schneider Electric contact.

PE56148

Multi 9 초소형 차단기
슈나이더 일렉트릭 Multi 9 초소형 차단기는 1 - 125A 범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저압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거나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arplus2 저압 캐패시터

새로 개발된 Merlin Gerin Varplus2 모듈식 캐패시터는 무효 전력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캐패시터 제어용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접촉기 및 슈나이더 일렉트릭
Varlogic 무효전력 조정기와 함께 자동 역율 보정 장치를 구성하여 기존의 캐패시터에
비해 설치 공간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저압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거나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B100041

Varplus2 Low-voltage capacitors
The new range of Schneider Electric Varplus2 modular capacitors is designed
to compensate reactive energy. Combined with Telemecanique contactors for
capacitor control and with a Merlin Gerin Varlogic reactive energy regulator, it
can be used to form automatic power factor correction systems; with a dramatic
space optimization and longest life compared to classic capacitors.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low-voltage catalogue or
consult your Schneider Electric contact.

PB100032

PB100039

슈나이더 일렉트릭 Multi 9 초소형 차단기
Schneider Electric Multi 9 miniature circuit breaker

Multi 9 miniature circuit breakers
Schneider Electric Multi 9 circuit breakers cover all ratings from 1 to 125 A.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low-voltage catalogue or
consult your Schneider Electric contact.

슈나이더 일렉트릭 캐패시터와 Varlogic 자동역률 제어기
Schneider Electric capacitors and Varlogic control r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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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56149

Blokset에 적용할 수 있는 모터 보호와
제어용 스위치기어와 부품
모터 회로 차단기
슈나이더 일렉트릭 모터 회로 차단기는 네 범위로 분류됩니다:
■ GV2, 32A까지
■ GV3, 80A까지
■ GV7, 220A까지
■ 보호 및 통신 기능이 내장된 TeSys U“일체형”모터 기동기.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eSys 접촉기

슈나이더 일렉트릭 GV2 회로 차단기
Schneider Electric GV2 circuit breaker

모터 제어에 이용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접촉기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 D 시리즈, 9A- 150A (AC-3)
■ F 시리즈, 115A - 800A (AC-3).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eSys 열동형 보호 계전기

PE56150

슈나이더 일렉트릭 열동형 보호 계전기는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 LRD 시리즈, 0.63 - 80A
■ LR9 시리즈, 60 - 630A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ltivar 인버터
모터 보호 및 속도 제어 전용으로 세 종류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버터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 Altivar 71 : 고성능 및 고정밀 제어용
■ Altivar 61 : 펌프 및 팬 전용
■ Altivar 21 : 빌딩공조기 (HVAC)전용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ltistart 소프트 스타터
슈나이더 일렉트릭 Altistart 48은 관성계수가 높은 모터부하 장치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품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TeSys 접촉기
Schneider Electric TeSys contactor
121611

Panorama of switchgear and components
for motor protection and control, available
in Blokset
Motor circuit breakers
Schneider Electric motor circuit breakers are divided into three ranges:
■ GV2, up to 32 A
■ GV3, up to 80 A
■ GV7, up to 220 A
■ TeSys U “all-in-one” integrated motor starter with protection and
communic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catalogue.

106761

슈나이더 일렉트릭 Altivar 71/61 인버터
Schneider Electric Altivar 71/61 variable-speed drive

TeSys contactors
Two ranges of Schneider Electric contactors are intended for motor control:
■ D series, from 9 A to 150 A (AC-3)
■ F series, from 115 A to 800 A (AC-3).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catalogue.
TeSys thermal protection relays
Two ranges of Schneider Electric thermal protection relays are used :
■ LRD series, from 0.63 to 80A
■ LR9 series, from 60 to 630A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catalogue.
Altivar variable speed drives
The two new Schneider Electric variable speed drives are dedicated for motor
protection and speed control :
■ Altivar 71 : for all high performance and accuracy applications.
■ Altivar 61 : dedicated for ventilation and pumping applications.
■ Altivar 21 : for building HVAC applic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catalogue.

슈나이더 일렉트릭 Altistart 48 소프트스타터
Schneider Electric Altistart 48 soft-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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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start soft-starters
The Schneider Electric Altistart 48 range is dedicated to heavy-duty applications,
with high inertia motor loads.
For further information, consult the Schneider Electric catalogue.

PE56149

MotorSys 모터 제어 및 보호 기기의 범위
다음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의 장치를 이용하여 모터를
제어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제어
■ 분리
■ 단락 보호
■ 모터를 위한 특수한 보호(과부하 보호 등.)
이 장에서는 조합을 위한 보호 기기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줍니다.

PE56158

슈나이더 일렉트릭 TeSys 모터 제어 및 보호 계전기
Schneider Electric TeSys T motor control
and protection relay

■ 별도 모터 보호:
□ Compact NS MA 자기 회로 차단기(단락 시 차단 및 보호)
□ 슈나이더 일렉트릭 접촉기(제어)
□ 슈나이더 일렉트릭 열동형 계전기(과부하와 결상으로부터 보호)
□ 신제품인 TeSys T (인텔리전트 모터 보호 계전기):
디지털 방식의 계전기로 가장 흔한 모터 고장인 과부하, 상불평 보호, 열적 상승 보호
(권선/ 베어링 고장 원인), 선로 고장 (저전압), 부하 문제 ( 과/저 전력, 모터 Stall),
로컬 프로그램 로직 (재기동, 모터 Shedding)등으로 보다 진보된 개념의 모터 보호 및
제어가 가능 합니다.
□ TeSys U 제어기 계전기: 모터 장애로부터 디지털 방식에 의한 보호(과부하,
상 불균형, 장시간 기동 등)

■ 통합된 과부하 보호:
□ GV2-GV7 모터 회로 차단기(단락 시 차단 및 보호, 과부하와 결상보호)
■ 모든 기능 통합:
□ TeSys U iMCC

PE56156

텔레메카닉 TeSys iMCC 통합형 기동기 제어장치
Schneider Electric TeSys U iMCC
integrated starter controller

MotorSys motor control and protection
range
A motor may be controlled and protected using one, two or three devices
combined to fulfill the following functions:
■ control
■ disconnection
■ short-circuit protection
■ specific protection for motors (thermal protection, at least).
This chapter provides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choose protective devices
for combinations.

■ with separate motor protection:
□ Compact NS MA magnetic circuit breaker (disconnection and protection against

TeSys U 보호 및 제어 계전기가 장착된 모터 기동기
Motor starter with TeSys U protection and control
relays

short-circuits)
□ Schneider Electric contactor (control)
□ Schneider Electric thermal relay (protection against overloads and phase failure)
□ new TeSys T motor protection and control relay :
Digital protection against common motor faults (overload, unbalance), thermal
faults (windings/bearings overheating), network faults (undervoltage), load faults
(over/underpower, load stall), advanced control of motor functions, with local
programmable logic (restarting, load shedding)
□ TeSys U controller relay: digital protection against motor faults (overload, phase
unbalance, long start, etc.).

■ with integrated overload protection:
□ GV2-GV7 motor circuit breaker (disconnection and protection against shortcircuits, protection against overloads and phase failure)

■ with all functions integrated:
□ TeSys U iMCC starter controller.

재래식 모터 기동기 부품
Classic motor starte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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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technical information (cont.)
모터 스타터는 아래의 두가지 기능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단락 사고로 부터 기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터 스타터 구성 요소 (차단기,
접촉기, 과부하 계전기 각각 또는 이 기능을 대체하는 일체형 제품) 제품들의 정격을
코디네이션 개념을 가지고 선정 하여야 합니다. 코디네이션 개념은 IEC 60947-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슈나이더 제품은 IEC 60947-4 및 코디네이션 개념을 가지고 제품의
시험 및 제조를 하였고 외부 기관인 ASEFA/LOVAG의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호기기와 제어기기간의 코디네이션, 또한 상부 보호기기와의 코디네이션이 필요
합니다. 이런 코디네이션 고려를 통하여 전류 제한, Cascading (단계적 차단),
선택 차단 등의 기술을 통한 안전 및 부하의 연속 운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코디네이션 레벨
IEC 60947-4에서는 코디네이션 레벨의 아래 3가지 레벨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코디네이션 시험은 배전반 및 판넬의 최악의 상황으로 부터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합니다. 코디네이션 레벨은 단락후 상태를 확인하여 3단계로 구분 됩니다.

■ Type 1 코디네이션
단락 사고후 모터 스타터 구성 제품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 안전 보장
□ 접촉기, 과부하 계전기 이외의 제품은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함.
모터 스타터의 차단 용량은 차단기의 차단 용량과 같아야 함.

■ Type 2 코디네이션
경미한 접촉기 접점의 융착이 허용 되며 융착된 접점은 쉽게 분리가 가능 하여야 함.
□ 상기 접점 융착 고장 수리후 배전반 또는 제어반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Total 코디네이션 (TeSys U 제품)
모터 용량 15kW 까지 사용 가능 하며, 최상의 시스템 연속 운전 조건 보장
단락 사고후 인명 및 장비 피해 없으며, 접촉기 접점 융착도 없으며, 단락 원인 제거
후 바로 재기동 가능

모터스타터의 (차단기, 접촉기, 과부하계전기 조합) 단락용량은 조합 제품의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합니다.

Protection must satisfy two criteria:
■ coordination between the circuit breaker, contactor and thermal relay in the

event of an electrical fault. The different devices must not be damaged or subject
to only known and acceptable damage. This coordination is regulated by standard
IEC 60947-4. Schneider Electric motor control and protection combinations are
tested under conditions defined by this standard and are certified by the European
ASEFA/LOVAG independant organisation.
■ coordination between the protection and control assembly and the upstream
distribution protective devices. The objective of this coordination is to ensure
the best combination of safety and continuity of service through current-limiting,
cascading and discrimination techniques.

Three types of coordination
Standard IEC 60947-4 defines tests at different current levels. The purpose of
these tests is to subject the switchgear and controlgear to extreme conditions.
The standard defines three types of coordination that define the status of
components after short-circuit:

■ type 1

Damage of the contactor and the relay is acceptable under two conditions:
□ no danger to operating personnel,
□ no damage to any components other than the contactor and the thermal relay.
The breaking capacity of the assembly is that of the short-circuit protective
device, i.e. the circuit breaker.

■ type 2

Only minor welding of the contactor or starter contacts is permissible
and the contacts must be easily separated.
□ following type-2 coordination tests, the switchgear and controlgear functions
must be fully operational.

■ total coordination (New, with TeSys U starter-controller range)
A total coordination up to 15 kW, that strengthens the system availability:
no damage or protections un-setting is possible, even after a short circuit.
The breaking capacity of the assembly is determined by the test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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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kset의 MotorSys 모터 기동기는 아래와 같은 성능을 가진 세 가지의
모터 스타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TeSys D 계전기는 간단한 과부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열동형 계전기입니다.
■ TeSys U (계전기 또는“일체형”기동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과부하, 불균형 및
지락으로부터 모터를 더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EOCR 기능)
또한 통계 분석과 간단한 데이터 기록도 가능합니다.
■ TeSys T 계전기는 모터를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류 보호(과부하, 불평형, 지락(잔류전류, 외부 ZCT)
□ 전압 보호(과/저 전압)
□ 전류+전압 보호(과/저 전력)
□ 전체 통계 및 데이터 기록
□ 프로그램 가능한 로컬 로직(재기동, load-shedding)
□ 표준 상용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통한 완벽한 제어와 감시
(Modbus, Profibus, DeviceNet)

MotorSys motor starters in Blokset can be built with
three ranges of motor protection and control relays, with
progressive performance:
■ TeSys D relays are electro-mechanical devices offering simple overload

protection.
■ TeSys U (relays or “all-in-one” starters) offer digital protection with additional
and more accurate motor protections against overload, unbalance and ground
faults.
They also allow statistics and simple data logging.
■ TeSys T relays offer the widest range of protection and functions dedicated to
motors:
□ Current protections (overloads, unbalances, 3-phase sum and separate sensor
ground faults)
□ Voltage protections (over/under-voltage)
□ Combined protections (over/under-power)
□ Complete statistics and data logging
□ Programmable local logic (restarting, load-shedding)
□ Full control and supervision, via network interfaces using standard market
protocols (Modbus, Profibus, DeviceNet)

로컬 로직

T e Sy s T

L o c a l l o gi c
데이터 기록

D at a lo gg i ng
과부하와 불평형부하

O v er lo a ds an d u n ba l an c e s
열동형 보호

T h e r m a l pr ote c ti o n

TeSys U
TeSys D

전류

C u rre nt s

누설 전류
온도(PTC 센서)
전압, 전력, 역율

Gr ou n d l ea k ag e c u rr e n ts
T e mp er at ur e ( PT C s en s o rs)
Vo l ta g e, p o w e r , p o w e r fa c t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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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technical information (cont.)
IEC 60439-1 국제 표준(1999-09)
품질 보증
전기 스위치보드는 업체의 운용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충족합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하며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조회사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국제 표준은 관련 시험뿐만 아니라 스위치보드의 정의와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사용자와 제조회사 간에 통신을 용이하게 하여 사용자의 용도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표준
이 분야의 기준으로 작용되는 국제 표준은 IEC 표준 60439-1이며 각국에 적용되는
국가 표준으로 재규정됩니다.

IEC 표준 60439-1에 명시된 여러 가지 시험
장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 외함에 수행되는 형식 시험
■ 설치 후 모든 새로운 외함에 수행되는 전수 시험

IEC 60439-1 international standard (1999-09)
A guarantee of quality
Electrical switchboards fulfil a vital function in a company’s operations.
They must be perfectly suited to the user’s needs and take full advantage
of the manufacturer’s know-how, based on years of experienc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lay down the definitions and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witchboards, as well as the related tests. The aim of the
standards is also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users and manufacturers,
enabling users to choose the equipment best suited to their applications.

The standard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at serves as a reference in this field is IEC standard
60439-1. It is reproduced, in each country, by a locally applicable standard.

The various tests specified by IEC standard 60439-1
The tests designed to check the characteristics of an assembly consist of:
■ type tests, carried out on typical enclosures
■ routine tests, carried out on all new enclosures, after e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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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시험 형식
온도 상승 시험
시험 조건은 가능하면 정상 동작 조건에 근접해야 합니다. 시험이 가능하면
정상 작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메인 부스바, 배전 부스바 및 회로에 시험 전류를
공급해야 합니다.
관찰된(측정된) 온도 상승이 표준에 명시된 값을 초과하지 않고 스위치기어 또는
부품이 정상 동작 특성을 유지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전압 특성 시험
시험 전압은 정격 절연 전압의 함수로 주어지며, 내전압 시험 표준으로 정의됩니다.
시험 중에 비정상적인 파열 방전이 없으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락 내력 시험
아래에 따라 시험 조건이 달라집니다.
■ rms 단락 실효값
■ 지정된 시간(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1초)
■ 최대 단락 전류값
피크 전류치와 rms 값의 관계:
I peak = I rms x n (비대칭 계수)
장비의 기계적 성질과 유전 성질이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rms
I y 5 kA
5 kA < I y 10 kA
10 kA < I y 20 kA
20 kA < I y 50 kA
I > 50 kA

Cos ϕ
0,7
0,5
0,3
0,25
0,2

n
1,5
1,7
2
2,1
2,2

7 type tests
Verification of temperature-rise limits
The conditions specified for carrying out tests are as close as possible to normal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test to be as representative as possible, the main
busbars, distribution busbars and circuits are supplied with their test current.
The test is considered to be satisfactory if the observed (or determined)
temperature rise does not exceed the values specified in the standard and
the switchgear or components retain their normal operating characteristics.
Verification of the dielectric properties
The value of the test voltage is a function of the rated insulation voltage.
It is defined by the standard.
The test is considered to be satisfactory if there is no unintentional disruptive
discharge during the tests.
Verification of short-circuit withstand strength
The test conditions depend on:
■ the rms short-circuit current value
■ the prescribed time (1 second, unless otherwise specified)
■ the peak short-circuit current value.
Relation between the peak short-circuit current value and the rms value:
I peak = I rms x n (asymmetry coefficient).
The test is considered to be satisfactory if the mechanical and dielectric properties
of the equipment stil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I r ms
I y 5 kA
5 kA < I y 10 kA
10 kA < I y 20 kA
20 kA < I y 50 kA
I > 50 kA

Cos ϕ
0.7
0.5
0.3
0.25
0.2

n
1.5
1.7
2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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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technical information (cont.)
보호회로 효율 시험(접지)
노출된
내력을
장비의
것으로

전도성 부품과 보호회로 간의 연결 효율성을 검사하고 보호회로의 단락
검사합니다.
기계적 및 전기적 성질이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는
간주됩니다.

Creepage 거리와 Clearance
착탈식 부품의 위치뿐만 아니라 특히 외함 또는 칸막이가 변형되는 경우 공간 거리가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분리, 시험)

기계적 동작 시험
스위치보드의 특정 기계 장치를 50회 동작 시켜 시험을 실시합니다.(분리, 인출유니트
잠금 등) 해당 기계 장치의 동작이 정상적이고 시험 전과 동일한 힘이 요구되면 시험에
합격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등급(IP) 시험
필요한 경우 특정 형식에 적절히 적응시킨 후 보호등급(IP)이 IEC 표준 60529에 적합해
야 합니다.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circuit
The test checks the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the exposed conductive parts
and the protective circuit. It also checks the short-circuit withstand capacity
of the protective circuit.
The test is considered to be satisfactory if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equipment stil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Verification of clearances and creepage distances
The test is considered to be satisfactory if the distances stil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particularly in the event of possible deformation
of the enclosures or barriers as well as all the positions of withdrawable parts
(disconnection, test).
Verification of mechanical operation
The test involves performing 50 operating cycles on specific mechanisms
on the switchboard (disconnection, locking of drawers, etc.).
The test is considered to be satisfactory if the operation of these mechanisms
is not impaired and the same force is required as before the test.
Verification of the degree of protection
The obtained degree of protection must comply with IEC standard 60529,
after appropriate adaptations to the particular type of assembly if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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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전수 시험
■ 결선 검사 및 전기적 동작 시험
■ 내전압 시험
■ 보호회로의 보호 조치 및 전기적 연결 검사
■ 절연 저항 확인

특수 시험
■ 내진 강도: UBC/CBC
■ 내부 아크 내력: AS 3439/1

시험 보고서
시험 센터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센터, 제조자 및 시험된 장치 식별
■ 장치의 주요 특성
■ 시험에 적용된 표준 참조
■ 시험 결과 및 시험 시행 중과 시험 후에 실시된 조사
■ 문서(기록, 도면, 사진 등)

The 4 routine tests
■ inspection of wiring and electrical operation test
■ dielectric test
■ checking of protective measures and electrical continuity of the protective
circuits
■ verification of the insulation resistance.

Specific tests
■ earthquake phenomena: UBC/CBC
■ internal arc withstand: AS 3439/1

The test reports
The test centre report contains.
■ identification of the centre, manufacturer and tested assembly
■ main characteristics of the assembly
■ references of the standards applied for the tests
■ results obtained and the observations made during and after the tests
b documents (records, drawings, photograph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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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technical information (cont.)
형식

Blokset 솔루션
Blokset solutions
Type

표준 IEC 60439-1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위치보드를 별도의 구획으로
나누는 여러 가지 형식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구획은 격벽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D

Dc

Mf

Mw

Ms

C

1

b

b

b

–

b

b

2b

b

b

b

–

b

–

3b

b

–

b

b

b

–

형식 1:

4

b

–

b

b

b

–

분리하지 않음

형식 2b:
DE56554

부스바를 기능 장치로부터 분리
외부 도체의 단자를 부스바로 부터 분리

형식 3b:
부스바를 기능 장치로부터 분리하고 모든 기능 장치를 서로 분리함.
외부 도선의 단자를 기능 장치로부터 분리하지만 각각 분리하지 않음.
외부 도선의 단자를 부스바로부터 분리.

형식 4:
부스바를 기능 장치로부터 분리하고 기능 장치의 일부인 외부 도선의 단자를 포함하여
모든 기능 장치를 서로 분리.
외부 도선의 단자가 관련 기능 장치와 동일한 구획에 있지 않으며 보호된 별도 공간
또는 구획에 분리.

DE56555

형식 1 / Form 1

Forms
F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standard IEC 60439-1 defines different
means, referred to as forms, of dividing switchboard sections into separate
compartments.
This separation is achieved by barriers or partitions.
Form 1:
No separation.
Form 2b:
Separation of busbars from the functional units.
Terminals for external conductors separated from busbars.

DE56556

형식 2b / Form 2b

Form 3b:
Separation of busbars from the functional units and separation of all functional
units from one another. Separation of the terminals for external conductors from
the functional units, but not from each other.
Terminals for external conductors separated from busbars.
Form 4:
Separation of busbars from the functional units and separation of all functional
units from one another, including the terminals for external conductors which are
an integral part of the functional unit.
Terminals for external conductors not in the same compartment as the associated
functional unit, but in individual, separate, enclosed protected spaces or
compartments.

DE56557

형식 3b / Form 3b

형식 4 / For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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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등급 (IP)

Blokset 솔루션
Blokset solutions
D

Dc

Mf

Mw

Ms

C

외부 영향

IP20

Type

b

b

b

b

b

–

IP31

b

b

b

b

b

–

일부 국가 및 국제 표준은 고체 이물질 및 물의 침투와 같이 전자 장비에 노출될 수
있는 외부 영향을 분류합니다.

IP42

b

–

b

b

b

b

IP54

b

–

b

b

–

b

보호등급
표준 IEC 60529는 아래에 대한 외함의 보호수준을 지정하는 IP 번호를 정의합니다.
■ 고체 이물질 침투(첫 번째 번호)
■ 물의 침투(두 번째 번호)

Degrees of protection
External influences
Seve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classified a number
of external influences to which an electrical installation can be exposed,
for example the ingress of solid foreign bodies and water.
Degree of protection
Standard IEC 60529 defines IP numbers used to quantify the degree of protection
provided by enclosures against:
■ ingress of solid foreign bodies (first number)
■ ingress of water (second number).
고체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solid bodies

액체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liquids
보호 없음
0

0

보호 없음
No protection

1

50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solid bodies greater
than 50 mm

1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응축)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vertical drops
of water (condensation)

2

12.5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solid bodies greater
than 12.5 mm

2

수직에서 15° 각도의 멈위에서 떨어지는
빗물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drops of water falling up to
15° from vertical

3

2.5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solid bodies greater
than 2.5 mm

3

수직에서 60° 각도의 멈위에서 떨어지는
빗물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rainwater falling up to
60° from vertical

4

1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solid bodies greater
than 1 mm

4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water projected
from all directions

5

먼지로부터 보호(유해한 증착물 없음)
Protection against dust
(no harmful deposit)

5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분사 호스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hosing with water projected
from all directions

6

먼지로부터 완벽한 보호
Total protection against dust

6

침수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swamping with water

7

잠김으로부터 보호
Protection against immersion

No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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