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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기술문서는 제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설치, 연결, 시운전 및 모니터링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안전 지침과 일반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술문서는 오로지 전문 훈련을 받고 허가된 사람만이 사용하기 위한 것
입니다.

1.1 제조자

제조자: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Falkensteinstraße 8
93059 Regensburg
전화: (+49) 9 41/40 90-0
이메일: sales@reinhausen.com

제품과 이 기술 문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
다.

1.2 완전성

이 기술 문서는 보충 문서가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아래 문서는 보충 문서로 간주됩니다.

▪ 관련 ECOTAP® VPD®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운영 설명서

▪ 결선도

▪ 일상 시험 보고서

또한 사용하는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고예방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표
준, 지침 및 규격을 준수하십시오.

1.3 보관

이 기술 문서와 모든 보충 문서는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언제나 바로 꺼
내서 볼 수 있게 보관하십시오.

1.4 표기 약속

1.4.1 위험 표시 시스템

이 기술 문서에서 경고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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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절 관련 경고

절 관련 경고는 이 기술문서에 있는 장이나 절 전체, 소절, 또는 몇 문단을 말
합니다. 절 관련 경고는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경고 위험의 유형!

위험의 원천과 결과.

►조치

►조치

1.4.1.2 내포된 경고 정보

내포된 경고는 절 안에 기술된 특정 부분을 말합니다. 이런 경고는 절 관련
경고보다 더 작은 단위의 정보에 적용됩니다. 내포된 경고는 다음 형식을 사
용합니다.

 위험!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지침.

1.4.1.3 신호어와 그림 문자

다음 신호어를 사용합니다.

신호어 정의

위험 피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게 될 위험한 상황을 의
미합니다.

경고 피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을 의미합니다.

주의 피하지 않으면 사소하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
황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대책을 의미합니다.

표 1: 경고 참고 사항에 사용하는 신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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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경고 그림문자:

그림문자 정의

위험 지점 경고

위험 전압 경고

가연성 물질 경고

넘어질 위험 경고

눌림 위험 경고

표 2: 경고 참고 사항에 사용된 그림문자

1.4.2 정보 시스템

정보란 각 절차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이 기
술 문서에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 정보

1.4.3 지침 시스템

이 기술 파일에는 단일 단계 및 다중 단계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단계 설명서

하나의 프로세스 단계로 구성된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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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목표

ü 요건(옵션).

► 1의 1단계

ð 단계 결과(옵션)

ð 조치 결과(옵션).

다중 단계 설명서

여러 프로세스 단계로 구성된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조치 목표

ü 요건(옵션).

1. 1단계.

ð 단계 결과(옵션)

2. 2단계.

ð 단계 결과(옵션)

ð 조치 결과(옵션).

1.4.4 인쇄 규칙

이 기술 문서는 다음과 같은 조판 규약을 따릅니다.

조판 규약 목적 예

대문자 구동 제어, 키 AVR 수동

굵게 표시/메뉴 P21

기울임꼴 시스템 메시지/LED 표시 오류 LED

[► 페이지 번호]. 상호 참조 [► 41].

표 3: 조판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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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2.1 적절한 사용

이 제품은 제어 장치가 장착된 모터 구동 장치이며 개별 작동 요건에 맞게 변
압기를 조절할 때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작동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 제품은
전기 에너지 시스템 및 설비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의도된 대로 사용하고 이 기술 문서에 명시된 요건과 조건을 따르며, 이 기술
문서에 명시된 경고 및 제품에 부착된 경고에 따라 사용한다면 이 제품은 인
명이나 재산 또는 환경에 아무런 위험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납품부
터 설치, 운전, 해제, 처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서비스 수명 동안 적용됩니
다.

다음은 적절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IEC 61936-1을 준수하는 시스템 설정에서 ECOTAP® VPD® 부하시 탭
절환장치만 사용하십시오.

▪ 제품에 유효한 표준 및 출시년도를 명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이 기술 문서 그리고 합의된 납품조건 및 기술 데이터에 따라 운전
해야 합니다.

▪ 이 조합에서 ECOTAP® VPD®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ECOTAP® VPD®
MD&C 모터 구동 장치만 운전하십시오. 다른 부하시 탭 절환장치 또는 모
터 구동 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필요 작업은 자격 있는 사람만 수행해야 합니다.

▪ 공급된 장비와 특수공구는 이 기술 문서의 사양에 따라 오로지 해당 목적
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2 기본 안전 지침

사고, 오작동, 손상 및 허용할 수 없는 환경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또
는 제품의 부품을 수송, 설치, 운전, 정비 및 처분하는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보호장구

옷을 느슨하게 입거나 옷이 맞지 않으면 옷이 회전 부품에 빨려들어가거나
낄 수 있는 위험 및 돌출된 부품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생명 및 신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작업에 적합한 헬멧, 작업용 장갑 같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십시오.

▪ 손상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반지나 목걸이, 기타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머리가 길다면 머리망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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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간

정돈되지 않고 어두컴컴한 작업 공간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하십시오.

▪ 작업 공간의 채광이 잘 되게 유지하십시오.

▪ 관련 국가의 사고 예방 준거법을 준수하십시오.

운전 중 작업

정상적인 운전 환경에서만 제품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
및 신체 위험에 노출됩니다.

▪ 안전 장비의 작동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이 기술문서에 설명된 점검 작업, 정비 작업 및 정비 간격을 준수하십시
오.

변류기를 사용한 작업

변류기를 보조 회로가 열린 상태에서 작동시키면 위험한 고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류기를 보조 회로가 열린 상태에서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변류기를 단락시키십시오.

▪ 변류기 운영 설명서의 내용을 준수하십시오.

폭발 보호

높은 화염성 또는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먼지는 심각한 폭발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폭발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제품을 설치하거나 구동하지 마십시오.

안전 표시

경고 표시 및 안전 정보판은 제품의 안전 표시로 안전 개념에 있어 중요한 측
면입니다.

▪ 제품에 있는 모든 안전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 제품에 있는 모든 안전 표시가 파손되지 않고 알아볼 수 있게 유지하십시
오.

▪ 손상되었거나 없어진 안전 표시는 교체하십시오.

주변 조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은 기술 데이터에 명시된
주변 조건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

▪ 지정된 운전 조건과 설치 장소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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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및 변경

승인되지 않은 방식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개조할 경우 부상, 재산
피해 및 구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와 상의한 후에만 제품을 개조하십
시오.

예비 부품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비 부품을 사용
하면 상해를 입거나 제품이 손상되거나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에서 승인한 예비 부품만 사용하십
시오.

▪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에 문의하십시오.

2.3 인력의 자격

조립, 시운전, 운용, 정비 및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인력이 충분한 자
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전문 인력

전기 전문 인력은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지
니고 있으며 해당하는 표준 및 규정에도 정통합니다. 전기 전문 인력은 다음
에 대해서도 능숙합니다.

▪ 잠재적인 위험을 독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작업하는 작업 환경에 대해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 사고 예방과 관련된 법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 훈련을 받은 인력

전기 훈련을 받은 인력은 보호 장치 및 안전장치는 물론 부적절한 처리 시의
잠재적인 위험 및 수행된 작업과 관련하여 전기 전문 인력으로부터 지침 및
안내를 받습니다. 전기 훈련을 받은 인력은 전기 전문 인력의 안내 및 감독하
에 독점적으로 작업합니다.

운전자

운전자는 기술 문서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고 운용합니다. 운영 업체는 운전
자에게 특정 작업 및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잠재적인 관련 위험에 대한 지침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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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서비스

당사 기술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정비, 수리 및 개조를 받기를 강력히 권장합니
다. 이를 통해 모든 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 서비
스 부서에서 정비할 수 없을 때는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에서
훈련받고 승인한 사람 또는 작업을 수행할 적절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비
해야 합니다.

승인된 인력

승인된 인력은 특수 정비를 수행하도록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2.4 개인보호장구

작업할 때는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 손상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작업 구역에서 찾을 수 있는 개인보호장구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보호복 인열 강도가 낮고, 소매가 몸에 딱 붙으며 돌출부가 없
는, 몸에 꼭 맞는 작업복입니다. 보호복은 작업자가 기계
의 이동부품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안전화 낙하하는 무거운 물체에 다치지 않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보안경 날아오는 부품과 튀는 액체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차양 날아오는 부품과 튀는 액체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로부
터 눈을 보호합니다.

안전모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부품과 물체로부터 보호합니다.

청력보호기 청력 손상을 막습니다.

보호 장갑 기계적, 열적,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표 4: 개인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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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보안

제품을 안전하게 구동하려면 다음 권고 사항을 따르십시오.

3.1 일반

▪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장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하십시오.

▪ ESP(electronic security perimeter) 내에서만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장치
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환 지점에서 수
직 및 수평 네트워크 분할 및 보안 게이트웨이(방화벽) 메커니즘을 사용하
십시오.

▪ IT 보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숙련된 인력만 장치를 구동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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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설명

4.1 납품 범위

제품은 방습 포장되며 다음과 같이 납품됩니다.

▪ 모터 구동 장치와 연결 케이블

▪ 제어 장치

▪ 실외용 제어 캐비닛(옵션)

▪ CONTROL PRO를 장착한 제어 캐비닛 버전(옵션)

▪ 기술 문서

다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수송물이 선적 서류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부품은 설치 때까지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제품은 밀봉 보호포장 상태로 보관해야 하므로 설치 직전에 포장을 벗기
십시오

"포장, 수송 및 보관" [►절 5, 페이지 24] 창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기능 설명

모터 구동 장치는 개별 작동 요건에 맞게 변압기를 조절할 때 부하시 탭 절환
장치의 작동 위치를 조정합니다. 탭 변환 구동은 모터 구동 장치를 활성화함
으로써 시작됩니다(단일 제어 임펄스가 트리거됨). 이 조정 작업은 탭 변환
구동 중에 발생하는 다른 제어 임펄스에 상관없이 항상 완료됩니다. 표준 설
계에서 다음 탭 변환 구동은 모든 제어 장치가 유휴 위치에 도달한 후에만 진
행할 수 있습니다.

전압 조정

모터 구동 장치에는 자동 전압 조정을 활성화하는 제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
습니다. 이 장치는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있는 변압기의 출력 전압을 일정하
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 장치는 변압기의 측정 전압(Uactual)과 정의
된 기준 전압(Udesired)을 비교합니다. Uactual과 Udesired의 차이가 제어 편차 dU
입니다. 제어 편차 dU가 설정 대역폭보다 크다면, 제어 장치는 지연시간 T1
이 지난 후 탭 변환 구동을 트리거하여 제어 편차를 줄입니다.

파라미터 설정 메뉴에서 전압 조정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LTC PreCheck

각 탭 변환 구동 전에 모터 구동 장치가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동력 전달이
타이트한지 여부 또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스위치가 고장났는지 여부를 점
검합니다. 마이크로 스위치에 결함이 발생하면, 장치는 오류 모드로 전환되
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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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서는 장치가 각 탭 변환 구동 전이
아닌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동 OLTC-PreCheck를 수행합니다.

전압 중단 발생 시 동작

탭 변환 구동 중 전압 중단이 발생하면, 모터 구동 장치가 이미 시작된 탭 변
환 구동을 완료합니다. X5에서 두 계전기 접점을 모두 열면 장치가 전압 공
급이 복원될 때까지 추가 부하시 탭 변환 구동을 차단합니다. 부하시 탭 절환
장치가 정의된 탭 위치로 차단 전에 변경될 수 있도록 "전압 손실 시 목표 위
치" [►절 8.3.4, 페이지 75] 기능을 사용하여 이 응답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이를 위해 제어 장치에는 에너지 축적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동 준비

가 되면  LED 조명을 통해 표시됩니다. 전압 손실이 발생하거나 주 장치
에서 연결이 해제되었을 때 에너지 축적기가 방전되기까지 약 30분이 소요
됩니다.

4.3 구동 모드

제어를 통해 각 부하시 탭 변환 구동 후 약 3초의 필수 냉각 시간이 유지됩
니다. 이 시간 동안 컨트롤러는 탭 변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서만 가능한 선택적 다중 탭 변환은 예
외입니다.

제어 장치에는 부하시 탭 절환장치 제어를 위한 3가지 구동 모드가 있습니
다.

AVR MANUAL 수동 모드

AVR MANUAL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모터 구동 장

치는 장치의 구동 패널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전압 증가,

 = 전압 감소). 장치 설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AVR AUTO 자동 모드

자동 모드에서는 설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전압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전압
은 공급 전압을 통해 단상에서 측정됩니다. AVR MANUAL 수동 모드로 전환
하여 제어 장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EXTERNAL CONTROL 제어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서는 외부 제어 장치(예: ECOTAP®
VPD® CONTROL PRO)의 명령이 실행됩니다. 이 경우 올림 및 내림 키를 사
용하는 수동 구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드에서 구동할 때는 외부 제어 장치 사용 설명서의 내용과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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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설계

ECOTAP® VPD® MD&C 모터 구동 장치는 모터와 제어 장치로 구성됩니다.

그림 1: 제어 장치와 연결된 모터 구동 장치

1 모터와 밀봉 플랜지 커버 2 연결 케이블

3 제어 장치

제어 캐비닛(옵션) 제어 캐비닛이 있는 장치 버전을 주문하면 제어 장치가 제어 캐비닛에 미리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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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제어 장치

제어 장치에는 다음 구동 제어 및 디스플레이 요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림 2: 구동 제어 및 디스플레이 요소

1
 LED (전압)

2
 LED (용량)

3
 LED (모터)

4
 LED (오류)

5 디스플레이 6 올림 키

7 내림 키 8 AVR MANUAL 키

9 EXTERNAL CONTROL 키 10 MENU 키

11 AVR 자동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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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3초마다 전환됩니다.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구동 카운터(예: 97 탭 변환 구동)

현재 탭 위치(예: 탭 위치 5)

측정 전압(예: 224.7V)

이벤트 코드, 이벤트 메시지가 보류 중인 경우(예: 이벤트
코드 E4)

표 5: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제어 장치 하단에는 다음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림 3: 인터페이스

X1 제어 장치 전압 측정 및 전력
공급

X2 모터 전압 공급

X3 차단 접점 X4 제어 장치 신호 선로

X5 고객 메시지 X6 RS 485 통신 인터페이스

F1 미세 와이어 퓨즈, 6.3 x 32mm, 최소 250V, T4A

4.4.2 제어 캐비닛(옵션)

제어 캐비닛 옵션을 추가하여 장치를 주문한 경우, 제어 장치는 제어 캐비닛
의 장착판에 나사로 고정됩니다. 사용 분야에 따라 다른 제어 캐비닛이 사용
됩니다. 제공된 결선도와 치수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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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림 4: 실외용 제어 캐비닛

그림 5: ECOTAP® VPD® CONTROL PRO를 장착한 실내용 제어 캐비닛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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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어 장치 구동 개념

전면 패널의 구동 제어를 사용하여 장치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키 기능

MENU 파라미터 설정 메뉴를 불러오거나 닫습니다.

AVR AUTO 자동 전압 조정을 활성화합니다.

올림 AVR MANUAL 구동 모드:

탭 변환 구동을 올립니다.

파라미터 설정 메뉴:

표시된 값을 증가시킵니다.

 + 
올림 +
AVR AUTO

파라미터 설정 메뉴:

표시된 값을 급속히 올립니다(파라미터에 따
라 값 범위의 종료 값으로 30단위 이상씩).

내림 AVR MANUAL 구동 모드:

탭 변환 구동을 내립니다.

파라미터 설정 메뉴:

표시된 값을 감소시킵니다.

 + 
내림 +
AVR AUTO

파라미터 설정 메뉴:

표시된 값을 급속히 내립니다(파라미터에 따
라 값 범위의 종료 값으로 30단위 이상씩).

AVR MANUAL 수동 모드 활성화하기

파라미터 설정 메뉴:

선택 확인

EXTERNAL 
CONTROL

외부 제어 장치를 통해 전압 조정을 활성화합
니다.

표 6: 작동 요소

예 파라미터 P2.2, 지연시간 T1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을 눌러 수동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ð  키 위쪽 LED가 켜집니다.

2. 을 눌러 파라미터 설정 메뉴를 불러옵니다.

ð

3. 을 눌러 P2 메뉴를 선택합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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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을 눌러 파라미터 P2.2를 선택합니다.

ð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7.  또는 을 눌러 희망값(예: 15)을 설정합니다.

ð

8. 을 눌러 선택을 적용합니다.

9. 을 눌러 파라미터 설정 메뉴에서 나갑니다.

ð 파라미터 P2.2, 지연시간 T1이 설정되었습니다.

 키를 통해 파라미터 설정 메뉴를 종료해야만 설정이 저장됩니다. 30초

이내에  키를 누르지 않으면, 파라미터 설정 메뉴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제어 장치 구성" [►절 8.3, 페이지 68] 장에서 모든 제어 장치 파라미터와
기능의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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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수송 및 보관

5.1 포장

제품은 밀봉 포장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요구 사항에 따라 건조 상태
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봉 포장은 포장 물품의 사방을 플라스틱 포일로 에워쌉니다.

건조된 제품은 밀봉 포장에 있는 노란색 레이블로 식별됩니다. 건조한 상태
에서 수송 콘테이너로도 납품이 가능합니다.

다음 섹션의 정보는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1.1 적절성

참고 사항 올바르지 않은 충적으로 인한 재산 피해!

올바르지 않은 충적으로 포장 물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키지 바깥쪽 표시는 부하시 탭 절환장치나 선택기가 똑바로
세워져 포장되었는지 나타냅니다. 절대로 이 상자들을 쌓지 마십시오.

►일반 규칙: 상자를 쌓을 때 높이가 1.5m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상자의 경우: 최대 2개의 같은 크기의 상자만 위에 쌓을 수 있습니
다.

포장은 현지 운송법 및 규정에 따라 손상되지 않고 완전하게 기능하는 운송
수단을 보장하는 데 적합합니다.

포장 물품은 견고한 상자에 포장됩니다. 이 상자는 포장 물품을 운송 위치에
안정적으로 두어 허용할 수 없는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며 하역 후에 물품의
어떤 부품도 운송 수단의 적재면에 닿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밀봉 포장은 포장 물품의 사방을 플라스틱 포일로 에워쌉니다. 포장 물품은
흡습제를 사용하여 습기로부터 보호됩니다. 흡습제가 추가된 후 플라스틱 포
일이 접착되었습니다.

5.1.2 표시

포장에는 안전한 수송과 정확한 보관을 위한 지침과 함께 기호가 찍혀 있습
니다. 다음 기호는 무해한 상품의 선적물에 적용됩니다. 이 기호를 의무적으
로 준수해야 합니다.

수분으로부터
보호

위쪽 깨지기 쉬움 여기에 리프팅
장비 부착

무게 중심

표 7: 선적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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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적물의 수송, 수령 및 취급

 경고 사망 또는 중상 위험!

적재물의 넘어짐 또는 낙하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 위험.

►밀봉된 경우에만 상자를 운송하십시오.

►운송하는 동안 상자에 사용된 고정 소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운반기 위에 두고 납품하는 경우 충분히 고정시키십시오.

►교육을 받은 허가 인원만이 슬링 기어를 선택하고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
습니다.

►매달린 적재물 아래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운송장에 설명된 무게에 따라 충분한 운반 용량이 있는 수송 및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수송 중에는 진동 스트레스 외에 덜컹거림도 예상해야 합니다.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젖히거나, 넘어뜨리거나, 다른 제품에
부딪히지 말아야 합니다.

상자가 뒤집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예: 슬링이 찢어지는 경우) 어
딘가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떨어질 경우 상자 중량에 상관 없이 손상을 예상
해야 합니다.

인도된 모든 선적물은 수락(인수 확인) 전에 수령자가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
야 합니다.

▪ 배달장과의 일치 여부

▪ 각종 외부 손상

이 점검은 하역 후, 나무상자나 수송 콘테이너에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상 선적물을 수령할 때 외적인 수송 손상을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
오.

▪ 식별된 수송 손상을 즉시 선적서류에 기록하고 운송자의 서명을 받으십시
오.

▪ 심각한 손상, 총체적 손실 또는 높은 피해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제조
자와 관련 보험회사에 통지하십시오.

▪ 손상을 파악한 후에는 운송회사나 보험회사가 조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선적물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 손상의 세부사항을 즉시 운송자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이 과정은 모든 피
해 보상 청구에 필수적입니다.

▪ 포장과 포장 물품의 손상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이것은 포장 물
품에 포장 내 수분(비, 눈, 응축)으로 인한 부식의 징후가 있을 때에도 적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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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손상된 밀봉 포장으로 인한 포장 물품의 손상. 제품이 밀봉 포
장으로 납품되는 경우 밀봉 포장을 즉시 점검하십시오. 밀봉 포장이 손상
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포장 물품을 설치 또는 시운전하지 마십시
오. 건조된 포장 물품을 운영 설명서에 따라 다시 건조시키거나 제조자에
게 처리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 손상된 부분을 식별하십시오.

숨겨진 손상 선적물을 인수한 후 포장을 풀고 나서야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숨겨진
손상)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 그 손상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가급적 신속히 전화나 서면으로 책임
을 묻고 피해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십시오(국가별로 다름). 기한을 넘
기지 마십시오.

숨겨진 손상이 있으면 운송회사(또는 책임 있는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
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손상에 대한 보험청구는 관련 조항들이 보험 약
관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5.3 선적물 보관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서 건조시킨 포장 물품

포장 물품이 절연 액체에 담긴 채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선적물 영수증을 기준
으로 Maschinenfabrik Reinhausen에서 건조시킨 포장 물품을 밀봉된 포장
에서 즉시 꺼내어 사용하기 전까지 건조 절연 액체에서 밀폐 보관합니다.

비건조 포장 물품

비건조 및 기능적으로 밀봉된 포장 물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옥외에 보
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위치를 선택하고 설치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보관 물품은 수분(홍수, 눈과 얼음에서 녹은 물), 먼지, 해충(시궁쥐, 생쥐,
흰개미)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무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
해야 합니다.

▪ 상자는 습기 방지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목재보와 널판지 위에 보관해야
합니다.

▪ 지면에 충분한 운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입구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 보관된 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또한 폭풍, 폭우, 폭설 등이 내
린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포장 호일은 직사일광을 받으면 자외선의 영향으로 분해되어 밀봉 기능을 잃
게 되므로 직사일광을 피해야 합니다.

제품을 배송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설치하는 경우 적합한 조치가 바로 취해
져야 합니다. 다음 대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조제를 정확히 재생하여 밀봉 포장을 복원합니다.

▪ 상자에서 포장 물품을 꺼내어 적절한 저장 공간(환기가 잘 되고 가능한 먼
지가 없으며 습도가 50% 이하인 곳)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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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적물을 개봉하고 수송 손상 점검하기

▪ 참고 사항! 잘못된 밀봉 포장으로 인한 포장 물품의 손상. 포장된 상자를
포장 물품을 설치할 위치로 운반합니다. 설치 직전까지 밀봉 포장을 열지
마십시오.

▪  경고! 포장 물품의 쓰러짐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및 포장 물품의 손
상. 포장한 물품을 똑바로 세운 상자 안에 넣고 상자가 쓰러지지 않게 보
호하십시오.

▪ 포장 물품을 개봉하여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 액세서리 키트를 운송장과 대조하여 완전한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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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착

이 장에는 장치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고 사망 또는 중상 위험!

구동 장치 설치 중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와 전류가 흐르는 부하시 탭 절환장
치 구성품은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동 장치 설치 중 변압기와 부하시 탭 절환장치 구성품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6.1 모터 구동 장치 장착

모터 구동 장치를 장착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밀봉 모듈에서 잔류 등유와 운반용 잠금 판을 제거합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용 잠금 판을 보관합니다. 모터 구동 장치 장착용 나사를
보관합니다.

그림 6: 운반용 잠금 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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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봉 모듈의 밀봉 표면과 모터 구동 장치의 하단을 청소하고 O링이 올바
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7: 모터 구동 장치 밀봉면 청소

3. 처음 장착할 때 경고가 있는 라벨을 제거하십시오.

그림 8: 라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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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더 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9: 페더 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5. 모터 구동 장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장착된 경우 모터 구

동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터 축의 페더 키 는  표시를 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모터 축을 천으로 덮고 펜치를 사용하여 페더 키가
해당 표시를 향할 때까지 조심스럽게 돌립니다.

모터 구동 장치와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아래 설명대로 정렬된 것을 확인합
니다. 장착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제어 장치는 장착이 잘못된 상태임을 감지
하고 이벤트 코드 E6 [►절 12.2, 페이지 104]을 표시합니다. 이 이벤트 코
드는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기술 서비스 부서에서만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모터 구동 장치의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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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하시 탭 절환장치 위치 확인: 캠 디스크의 표시 가 커버 의 표시 영
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상 구동축으로 모터 구동 장치
작동" [►절 8.2, 페이지 64] 절의 설명에 따라 위치를 바로잡습니다.

그림 11: 부하시 탭 절환장치 위치 확인

7. 모터 구동 장치를 밀봉 모듈에 부착합니다.

8. 참고 사항! 뒤틀림이나 변형 없이 모터 구동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나사
를 십자 순서에 맞춰 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터 구동 장치가 부
하시 탭 절환장치에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으며,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변
압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림 12: 모터 구동 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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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터 구동 장치와 변압기 커버를 접지선에 연결합니다. 모터 구동 장치 접
지 연결에는 M8 케이블 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13: 모터 구동 장치 접지 연결

모터 구동 장치를 교체하거나 장착할 때마다 자동 조정 [►절 8.3.9.1, 페이
지 80]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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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어 장치에 부하시 탭 절환장치 명판 부착

► 제어 장치의 측면 벽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납품 범위에 포함된) 명판을
부착하여 IEC 60214-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십시오.

그림 14: 명판 부착

6.3 변압기 제조자 현장에서 제어 장치 연결

이 섹션에서는 첫 시운전 전에 제어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영
구 구동을 위한 제어 장치의 연결과 장착은 운전 현장에서 변압기 시운전
[►절 7.3, 페이지 44]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험 전압으로 인한 중상 위험!

장치를 조립 및 연결할 때 전압으로 인한 사망 위험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와 시스템 주변부를 단
전하고 잠그십시오.

6.3.1 권장 케이블

장치를 배선할 때는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의 다음 권장사항
에 유의하십시오.

케이블 단말 케이블 유형 도체 단면 최대 길이

전력 공급 및 전압 측정 X1 비차폐 1.5mm²(페룰 포함)

2.5mm²(페룰 제외)

-

차단 접점 X3 -

고객 메시지 X5 -

RS485, SUB-D X6 차폐 0.25mm² 500m

선택적 제어 캐비닛 접지 - 비차폐 ≥ 16mm² -

표 8: 권장 연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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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 간의 연결 케이블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위험 폭발 위험!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 간의 연결 케이블이 너무 길면 모터 구동 장치
와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
압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연결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연결 케이블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6.3.2 모터 구동 장치와 전압 공급 연결

전체 극 절연 장치

서비스, 유지보수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완전히 단전할 수 있도록 제어 장치
는 외부 과전류 보호 장치와 전체 극 절연 장치가 있는 회로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장비로는 IEC 60947-1과 IEC 60947-3을 준수하는 절연 장치(예: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형식을 선택할 때는 관련 회로의 특성(전압, 최
대 전류)을 준수하십시오.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운전자가 절연 장치에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 절연 장치는 절연된 장치와 회로에 대해서만 레이블이 설정될 수 있습니
다.

▪ 절연 장치는 전력선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절연 장치는 주 보호 접지선을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전원 공급 회로를 최소 1.5mm2(AWG 16)의 도체 교차 단면으로 연결하고
C10A 또는 B10A 유형의 소형 차단기로 보호해야 합니다.

변압기를 통한 공급

 위험 감전!

전압기를 통해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변압기 출력 전압의 보호 도체에 베어
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오류 발생 시 장치가 감전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IEC 61140 및 현지 연결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감전 대비 보호 조치를 취
하십시오.

추가 조건:

▪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하시 변환기에 전압 강화가 없다는 보
장.

▪ 변압기의 정확한 치수를 위해 "제어 장치의 기술 데이터" [►절 15.1, 페
이지 109] 절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측정 정확도는 변압기 측정 오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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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축적기의 충전 과정 동안 변압기의 측정 오류가 크게(±2.3%) 증
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축적기의 충전 과정은 초기 충전 동안 약 35초,
각 부하시 탭 변환 구동 후 약 0.3초가 걸립니다.

▪ 희망값을 설정할 때 변압기의 전송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송률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전압 측정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컨트롤러
내 변환은 불가능합니다.

제어 장치 연결

1. 모터 구동 장치의 5와이어 연결 케이블을 단말 X4(0.4Nm)에 연결합니다.

2. 모터 구동 장치의 2와이어 연결 케이블을 단말 X2(0.5Nm)에 연결합니다.

그림 15: 연결 케이블 연결

3.  위험! 연결 PE, N 및 L이 서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우징에서 위험한 수준의 높은 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된 결선도에 따라 제어 장치 전원 공급 장치를 X1용 플러그 커넥터에 조입
니다(0.5Nm). 또한 제공된 녹색 케이블 하우징을 사용하여 접촉을 방지합
니다.

4. 플러그 커넥터는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하지 말고 설치를 수행하
십시오. 플러그 커넥터를 장치 라벨에 따라 단자 X1에 올바로 연결하고
0.5Nm으로 단단히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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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운전

시운전은 다음 부분으로 나뉩니다.

▪ 변압기 제조자 현장에서 시운전하기

▪ 운전 현장으로 변압기 운송하기

▪ 운전 현장에서 시운전하기

7.1 변압기 제조자의 부지에서 시운전하기

 위험 폭발 위험!

부하시 탭 절환장치 또는 모터 구동축의 위치가 잘못되면 오작동이 발생하
고,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부하는 변압
기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전압 변압기에서 자동 조정 및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실행합니다.

►이 시험 동안 별도의 전압원을 통해 컨트롤러와 모터 구동 장치를 공급합
니다.

►별도의 전압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시험 전에 "모터 구동 장치 장
착" [►절 6.1, 페이지 28] 절에 따라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모터 구동
장치의 올바른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모터 구동 장치의 올바른 위치 확인: 모터 축의 페더 키 는  표시를
향해야 합니다.

그림 16: 모터 구동 장치의 위치 확인

2.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올바른 위치 확인: 캠 디스크의 표시 가 커버 
의 표시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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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부하시 탭 절환장치 위치 확인

자세한 내용: "모터 구동 장치 장착" [►절 6.1, 페이지 28] 절을 참조하십시
오.

참고 사항 장치와 시스템 주변부 손상

장치가 잘못 연결되면 장치와 시스템 주변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운전하기 전에 전체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공급 전압(= 측정된 전압)이 기술 데이터의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
다.

첫 시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에 전력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ð 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LED가 10초 동안 깜박이며 유
입 인터로크를 표시합니다. 10초 후에는 이 LED가 파란색으로 계속 켜
집니다.

ð  LED도 깜박거리기 시작하고 내부 에너지 축적기가 완전히 충전되
면 불이 계속 켜집니다.

ð 이와 동시에 제어 장치의 빨간색  LED가 켜지고 디스플레이에 조정
이 필요함을 표시하는 이벤트 코드 E4가 나타납니다.

2. "자동 조정"을 수행합니다. [►절 8.3.9.1, 페이지 80]

3. 그런 다음 아래 설명된 대로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ECOTAP® VPD® 부하시 탭 절환장치 사용 설명서의 "변압기 제조자
현장에서 부하시 탭 절환장치 시운전하기" 절에 제공된 정보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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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시험 탭 변환 구동 수행

변압기를 활성화하기 전에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하여 부하시 탭 절환장
치와 모터 구동 장치의 기계 및 전기적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ü 이미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모터 구동 장치의 자동 조정 [►절 8.3.9.1,
페이지 80]을 수행했습니다.

1. 을 눌러 AVR MANUAL 구동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ð 키 위쪽의 상태 LED가 켜집니다.

그림 18: 수동 모드 활성화

2. 올림/내림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모든 설정에 대해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하십시오.

3. 제어 장치가 모든 위치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표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자동 조정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제어를 통해 각 부하시 탭 변환 구동 후 약 3초의 필수 냉각 시간이 유지됩
니다. 이 시간 동안 컨트롤러는 탭 변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1.2 변압기 건조 전 해체

시험 탭 변환 구동 후에 먼저 ECOTAP® VPD® 부하시 탭 절환장치 운영 설
명서에 설명된 대로 변압비 측정 시험과 DC 저항 측정을 수행하십시오.

변압기 건조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위험! 작업 영역에 있는 모든 케이블의 전원이 꺼져 있고 전원 차단
장비가 잠겨 있어 다시 켤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작
업 도중 전압으로 인해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제어 장치의 단말 X1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7 시운전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2022 396117331/05 KO ECOTAP® VPD® MD&C

3. 제어 장치의 단말 X2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4. 제어 장치의 단말 X4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그림 19: 연결 케이블 연결 해제

5. 연결 케이블을 감아 모터 구동 장치에 고정합니다.

6. 모터 구동 장치를 제거하고 다음 장착 단계를 위해 나사를 보관합니다.

그림 20: 모터 구동 장치 제거

7. 밀봉 모듈의 밀봉 표면과 운반용 잠금 판을 청소하고 O링이 올바른 위치
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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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조시키기 전에 운반용 잠금 판을 부착하고 고정합니다.

그림 21: 운반용 잠금 판 고정

부하시 탭 절환장치와 변압기 건조를 위해 ECOTAP® VPD® 부하시 탭 절환
장치 운영 설명서의 "부하시 탭 절환장치 건조" 절에 제공된 정보를 준수하
십시오.

변압기 시험 중 부하시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하려면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
치를 다시 장착하고 시운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터 구동 장치 장
착" [►절 6.1, 페이지 28] 절에 제공된 설명을 따르십시오.

7.1.3 변압기에서 시험

시험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Maschinenfabrik Reinhausen(MR)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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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변압기에서 고전압 시험

 경고 변압기를 시험할 때 폭발성 가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 위험!

변압기 커버 아래, 배관 내부, 오일 컨서베이터 내부 및 호흡기 개구부에 폭
발성 가스가 쌓여 있을 때 작업을 잘못 수행할 경우 날아가는 잔해, 튀는 뜨
거운 오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 위험!

►주변에 불꽃, 뜨거운 표면 또는 정전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스파크가 없
어야 합니다.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오일 속에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반드시 인화성 액체용으로 승인된, 전도력 있고 접지된 호스, 파이프 및
펌프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안전 장비가 사용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복장을 착용하십시오.

►변압기 시험을 하는 동안 위험 구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적용되는 화재방지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반드시 훈련된 기술자만 변압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부하시 탭 절환장치는 개별 구매 주문의 변압기에 맞게 제조자가 특수
설계하였으며, 제조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시험과 품질관리를 거칩니다.

그러나 변압기와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합동 운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부하시 탭 절환장치만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압기 시험 도중 변칙 또는 오동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변압기 및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최초 합동 운용 시험).

변압기 시험은 반드시 관련 안전 및 기술 규정에 익숙하고 부합하며, 잠재적
위험을 잘 알고, 부상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 산업 안전 장비를
꾸준히 사용하는 훈련되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리드는 안테나로 작동하므로 고전압 시험 전에 제거해
야 합니다. 연결 케이블을 포함하여 부싱과 모터 구동 장치 사이에 필요한 간
격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변압기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변압기 합격에 필요한 전기 시험은 앞에서 언급한 작업이 완료되어야만 착수
할 수 있습니다.

7.1.3.2 자동 조정 초기화

변압기를 설치 현장으로 운반하기 전에 자동 조정을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 현장에서 시운전 중 자동 조정이 다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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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정을 초기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을 누릅니다.

2. 5초 이상 길게  + 을 누릅니다.

ð

3. 코드 3이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LED 가 켜지고 이벤트 코드 E4가 표시됩니다.

7.1.3.3 변압기 배선에서 절연 시험

모타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는 납품 전에 절연 시험을 거쳤습니다. 다른 절연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위험! 작업 영역에 있는 모든 케이블의 전원이 꺼져 있고 전원 차단
장비가 잠겨 있어 다시 켤 수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압으
로 인한 중상 위험이 있습니다.

2. 참고 사항! 제어 장치가 완전히 연결 해제된 경우에만 변압기 배선의 절
연 시험이 수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림 22: 연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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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 장치의 단말 X1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2. 제어 장치의 단말 X2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3. 제어 장치의 단말 X4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LED는 전압 공급이 차단된 후 최대 30분 동안 켜져 있습니다. 이는 에
너지 축적기가 여전히 충전 중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제어 장치를 장착하거
나 분리하는 동안 위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4. 연결 케이블을 감아 모터 구동 장치에 고정합니다.

5. 변압기 배선에서 절연 시험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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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운전 현장으로 변압기 운송

 위험 감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 위험!

장치 및 시스템 주변 장치가 주 장치에서 연결 해제되지 않은 경우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와 시스템 주변부를 단
전하고 잠그십시오.

참고 사항 부하시 탭 절환장치 손상!

잘못된 배치로 인한 부하시 탭 절환장치 손상!

►부하시 탭 절환장치 자동 조정 후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서 모터 구동 장
치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1. 변압기를 운반하려면 제어 장치에서 연결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변압
기 배선에서 절연 시험" [►절 7.1.3.3, 페이지 42] 절에서 이 공정의 설명
을 볼 수 있습니다.

2. 참고 사항! 수분 유입으로 인한 모터 구동 장치 손상. 연결 케이블을 감아
모터 구동 장치에 고정시키고 플라스틱 필름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습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3. 참고 사항! 잘못된 운반 또는 보관으로 인한 제어 장치 손상. 납품에 사용
되는 MR 포장으로 제어 장치를 운반하십시오. 제어 장치를 열린 상태로
운반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7.3 운전 현장에서 변압기 시운전

변압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전에 제어 장치를 장착 및 연결하고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7.3.1 제어 장치 장착

설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어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평면에 장착

▪ 장치 캐리어를 사용하여 낮은 전압 버스바에 장착

▪ 제어 캐비닛 장착

아래 설명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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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평면에 장착

제어 장치를 평면에 장착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이 용도로 제공된 고정 브래킷을 사용하여 평면에 제어 장치를 고정합니
다. 부록의 치수도를 참조하십시오.

2. 아래쪽 부착 지점 중 하나를 사용해 제어 장치 하우징을 접지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고리형 케이블 단자가 있는 접지 케이블(단면 8mm²
이상)을 접어 와셔(접점 와셔 및 안전 와셔)와 M6 볼트로 부착합니다.

그림 23: 제어 장치 장착

7.3.1.2 낮은 전압 버스바에 장착

장치 캐리어 옵션을 사용하여 낮은 전압 버스바에 제어 장치를 장착할 수 있
습니다.

 위험 감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 위험!

장치 캐리어를 장착할 때 낮은 전압 버스바가 주 장치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장치 캐리어를 장착하려면 주 장치에서 낮은 전압 버스바를 분리하십시
오.

►주 장치에서 낮은 전압 버스바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사용 장비의 작업
에 대한 국가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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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유지 브래킷을 사용하여 장치 캐리어를 낮은 전압 버스바의 스터드 볼트
에 부착한 다음 조입니다.

그림 24: 장치 캐리어를 낮은 전압 버스바의 스터드 볼트에 부착

1 장치 캐리어 2 낮은 전압 버스바의 스터드 볼
트

그림 25: 장치 캐리어 고정

2. 제어 장치를 장치 캐리어에 부착하고 와셔, 스프링 와셔,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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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쪽 부착 지점 중 하나를 사용해 제어 장치 하우징을 접지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고리형 케이블 단자가 있는 접지 케이블(단면 8mm²
이상)을 접어 접점 와셔, 안전 와셔 및 M6 너트로 부착합니다.

그림 26: 제어 장치 조이기

7.3.1.3 제어 캐비닛 장착

참고 사항 장치 손상.

직사광선은 제어 캐비닛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고온을 유발하고 제어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어 캐비닛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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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장치는 제어 캐비닛에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평평한 표면에 제어 캐비
닛을 장착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이 용도로 제공된 고정 브래킷을 사용하여 수평면에 제어 캐비닛을 고정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 제어 캐비닛과 함께 제공된 치수도를 준수하
십시오.

제어 캐비닛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 부품은 납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구리 재질의 접지 스트랩 또는 접지 케이블(단면 16mm² 이상)을 사용하
여 제어 캐비닛 접지를 연결합니다.

접지 연결부는 제어 캐비닛의 오른쪽 하단(측면 벽 또는 바닥)에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가능한 두 가지 연결 버전을 보여줍니다.

그림 27: 제어 캐비닛 접지 연결의 예

7.3.2 운전 현장에서 제어 장치 연결

다음 절에는 운전 현장의 제어 장치에 대한 전기적 연결 방법이 설명되어 있
습니다.

 위험 전압으로 인한 중상 위험!

장치를 조립 및 연결할 때 전압으로 인한 사망 위험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와 시스템 주변부를 단
전하고 잠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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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권장 케이블

장치를 배선할 때는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의 다음 권장사항
에 유의하십시오.

케이블 단말 케이블 유형 도체 단면 최대 길이

전력 공급 및 전압 측정 X1 비차폐 1.5mm²(페룰 포함)

2.5mm²(페룰 제외)

-

차단 접점 X3 -

고객 메시지 X5 -

RS485, SUB-D X6 차폐 0.25mm² 500m

선택적 제어 캐비닛 접지 - 비차폐 ≥ 16mm² -

표 9: 권장 연결 케이블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 간의 연결 케이블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위험 폭발 위험!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 간의 연결 케이블이 너무 길면 모터 구동 장치
와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
압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연결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연결 케이블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7.3.2.2 전자기 적합성

이 장치는 적용되는 EMC 표준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EMC 표준을 충족하
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7.3.2.2.1 설치 현장의 배선 요건

설치 현장을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 시스템의 과전압 보호가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 시스템의 접지 연결은 모든 기술 규정과 부합해야 합니다.

▪ 분리된 시스템 부품들은 등전위화에 의해 접합되어야 합니다.

7.3.2.2.2 운영 현장의 배선 요건

운전 현장 배선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연결 케이블을 접지된 금속 케이블 도관으로 배치합니다.

▪ 간섭을 유발하는 선로(예: 전력선)와 간섭을 받기 쉬운 선로(예: 신호선)를
같은 케이블 도관 안에 배치하지 마십시오.

▪ 간섭을 유발하는 선로와 간섭을 받기 쉬운 선로 사이에 최소 100mm의 간
격을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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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권장 배선

1 간섭을 유발하는 선로를 위한 케이
블 도관

3 간섭을 받기 쉬운 선로를 위한 케
이블 도관

2 간섭 유발 선로(예: 전력선) 4 간섭을 받기 쉬운 선로(예: 신호선)

▪ 예비 회로를 단락하고 접지하십시오.

▪ 멀티코어 버스 라인으로 장치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신호 전송을 위해 개별 도체(출력 도체/회귀 도체)가 쌍으로 감겨 있는 차
폐 선을 사용하십시오.

▪ 차폐가 전체 표면(360º)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어 캐비닛 내 제어 장치의 추가 설치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1. 케이블 시작과 끝에 연결된 두 제어 캐비닛이 모두 동일한 전위에 연결된
경우: 양쪽에 차폐를 사용합니다.

2. 참고 사항! 케이블 시작과 끝에 연결된 두 제어 캐비닛이 다른 전위에 연
결된 경우: 한쪽에만 차폐를 사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위 균등화로 순
환 전류가 발생하여 접지 루프로 인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 29: 예: 케이블 나사 연결로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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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전원 공급 회로의 요건

시운전 시험 시 전원 공급

 위험 폭발 위험!

부하시 탭 절환장치 또는 모터 구동축의 위치가 잘못되면 오작동이 발생하
고,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부하는 변압
기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전압 변압기에서 자동 조정 및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실행합니다.

►이 시험 동안 별도의 전압원을 통해 컨트롤러와 모터 구동 장치를 공급합
니다.

►별도의 전압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시험 전에 "모터 구동 장치 장
착" [►절 6.1, 페이지 28] 절에 따라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모터 구동
장치의 올바른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터 구동 장치의 올바른 위치 확인: 모터 축의 페더 키 는  표시를 향해
야 합니다.

그림 30: 모터 구동 장치의 위치 확인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올바른 위치 확인: 캠 디스크의 표시 가 커버 의
표시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림 31: 부하시 탭 절환장치 위치 확인

추가 정보: "모터 구동 장치 장착" [►절 6.1, 페이지 28] 절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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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시 전력 공급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완료한 후, 시험을 위해 별도의 전원에서 공급된 제어
장치용 전원 공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의 전압은 구동하는 동안 제어되는 변압기 자체
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신호 역시 측정 신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극 절연 장치

서비스, 유지보수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완전히 단전할 수 있도록 제어 장치
는 외부 과전류 보호 장치와 전체 극 절연 장치가 있는 회로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장비로는 IEC 60947-1과 IEC 60947-3을 준수하는 절연 장치(예: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형식을 선택할 때는 관련 회로의 특성(전압, 최
대 전류)을 준수하십시오.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운전자가 절연 장치에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 절연 장치는 절연된 장치와 회로에 대해서만 레이블이 설정될 수 있습니
다.

▪ 절연 장치는 전력선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절연 장치는 주 보호 접지선을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전원 공급 회로를 최소 1.5mm2(AWG 16)의 도체 교차 단면으로 연결하고
C10A 또는 B10A 유형의 소형 차단기로 보호해야 합니다.

변압기를 통한 공급

 위험 감전!

전압기를 통해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변압기 출력 전압의 보호 도체에 베어
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오류 발생 시 장치가 감전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IEC 61140 및 현지 연결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감전 대비 보호 조치를 취
하십시오.

추가 조건:

▪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하시 변환기에 전압 강화가 없다는 보
장.

▪ 변압기의 정확한 치수를 위해 "제어 장치의 기술 데이터" [►절 15.1, 페
이지 109] 절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측정 정확도는 변압기 측정 오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 에너지 축적기의 충전 과정 동안 변압기의 측정 오류가 크게(±2.3%) 증
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축적기의 충전 과정은 초기 충전 동안 약 35초,
각 부하시 탭 변환 구동 후 약 0.3초가 걸립니다.

▪ 희망값을 설정할 때 변압기의 전송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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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률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전압 측정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컨트롤러
내 변환은 불가능합니다.

7.3.2.4 표준 설계의 제어 장치 연결

올바른 연결을 위해 제공된 결선도를 준수하십시오.

1. 모터 구동 장치의 5와이어 연결 케이블을 단말 X4(0.4Nm)에 연결합니다.

2. 모터 구동 장치의 2와이어 연결 케이블을 단말 X2(0.5Nm)에 연결합니다.

그림 32: 연결 케이블 연결

3. 케이블 도관이 분리되기 전에 영역의 변형 방지 기능을 사용하여 모터 구
동 장치의 연결 케이블을 고정합니다.

4. 0.4Nm의 토크로 차단용 신호(예: 도어 인터로크 또는 온도 차단)를 제공
된 X3용 플러그 커넥터에 나사로 조입니다. 플러그 커넥터를 0.4Nm의 토
크로 단말 X3에 조입니다.

5. 0.4Nm의 토크로 "고객 메시지" 인터페이스(준비/오류)의 배선을 제공된
X5용 플러그 커넥터에 나사로 조입니다. 플러그 커넥터를 0.4Nm의 토크
로 단말 X5에 조입니다.

6.  위험! 연결 PE, N 및 L이 서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우징에서 위험한 수준의 높은 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된 결선도에 따라 제어 장치 전원 공급 장치를 X1용 플러그 커넥터에 조입
니다(0.5Nm). 또한 제공된 녹색 케이블 하우징을 사용하여 접촉을 방지합
니다.

7. 플러그 커넥터는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커넥터를 장치 라벨에 따
라 단자 X1에 올바로 연결하고 0.5Nm으로 단단히 조여 힘을 가하지 말고
설치를 수행합니다.

8. SUB-D 커넥터(Modbus 통신)를 0.1Nm의 토크로 X6에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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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X1 및 X6 연결(재료 번호가 1016530700인 제어 장치)용 선택적 어댑터
케이블 [►절 15.1, 페이지 109]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변형 방지를 보
장합니다. X1을 0.5Nm, X6을 0.1Nm으로 조입니다.

7.3.2.5 제어 캐비닛의 제어 장치 연결

제어 캐비닛 버전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제어 캐비닛을 보호
하기 위해 패드록을 사용하여 제어 캐비닛 도어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캐비닛 층에는 몇 개의 케이블 부싱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통해 공급하
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1. 모터 구동 장치에 사전 조립된 연결 케이블의 플러그를 제거합니다(커넥
터 X2 및 X4).

2. 캡 너트와 빨간색 더미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그림 33: 커버 제거

3. 캡 너트를 케이블에 끼웁니다.

4. 부싱을 통해 케이블을 당기고 캡 너트를 조입니다.

그림 34: 케이블 부싱 고정

5. 연결 케이블의 플러그를 모터 구동 장치에 설치합니다(커넥터 X2 및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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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플러그 연결 케이블

X2 1 1

2 2

X4 1 3

2 4

3 5

4 6

5 7

표 10: X2 및 X4 커넥터 할당

제공된 결선도에 표시된 대로 제어 장치 연결

1. 모터 구동 장치의 5와이어 연결 케이블을 단말 X4 또는 X4.1(제어 캐비닛
버전에 따라)에 연결합니다.

2. 모터 구동 장치의 2와이어 연결 케이블을 단말 X2 또는 X2.1(제어 캐비닛
버전에 따라)에 연결합니다.

3. 차단용 신호(예: 도어 인터로크 또는 온도 차단)를 단말 X3.1에 연결합니
다.

4. "고객 메시지" 인터페이스(준비/오류)의 배선을 단말 X5.1에 연결합니다.

5. 제어 장치의 전력 공급을 제어 캐비닛의 단말 X1.1에 연결합니다.

다중 피스 케이블 글랜드가 있는 제어 캐비닛 버전

그림 35: 모터 구동 장치 연결 케이블용 케이블 부싱

1 밀봉 링 2 육각 너트

3 케이블 슬리브 4 개별 케이블 부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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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구동 장치에 연결 케이블을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표준 마개를 제거합니다. 이때 개방형 렌치를 사용
하여 제어 캐비닛 내부의 육각 나사를 고정합니다.

그림 36: 표준 마개 제거

2.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분리형 케이블 글랜드의 래치를 제거합니다.

그림 37: 케이블 글랜드 분리

3. 케이블을 케이블 슬리브에 삽입합니다.

4. 분리형 케이블 부싱의 반쪽 셸에 케이블 슬리브를 넣고 케이블 부싱의 나
머지 반쪽을 결착합니다.

그림 38: 케이블 슬리브 결착

5. 플러그와 케이블 위로 밀봉 링을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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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클로저 구멍을 통해 플러그와 케이블을 집어 넣습니다.

그림 39: 케이블 집어넣기

7. 제어 캐비닛 인클로저 안에서 플러그와 케이블 위로 육각 너트를 밀어 넣
습니다.

8. 인클로저 부싱에 육각 너트를 조입니다.

그림 40: 케이블 부싱 고정

9. 두 개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캡 레일의 변형 방지 레일에 케이블을 고
정합니다.

그림 41: 변형 방지 레일에 케이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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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전력 공급 전환

 위험 폭발 위험!

부하시 탭 절환장치 또는 모터 구동축의 위치가 잘못되면 오작동이 발생하
고,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부하는 변압
기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전압 변압기에서 자동 조정 및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실행합니다.

►이 시험 동안 별도의 전압원을 통해 컨트롤러와 모터 구동 장치를 공급합
니다.

►별도의 전압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시험 전에 "모터 구동 장치 장
착" [►절 6.1, 페이지 28] 절에 따라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모터 구동
장치의 올바른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압기가 유휴 상태여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전압 변동으로부터 부하를 방지하려면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에만 부하 회로(낮은 전압 버스바)를 활성화하십시오.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를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참고 사항! 결선 오류로 인한 시운전의 심각한 지연! "운전 현장에서 제어
장치 연결" [►절 7.3.2, 페이지 48] 절에 따라 올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1. 제어 장치에 전력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ð 몇 초가 지나면 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LED가 10초 동
안 깜박이며 유입 인터로크를 표시합니다. 10초 후에는 이 LED가 파란
색으로 계속 켜집니다.

ð  LED도 깜박거리기 시작하고 내부 에너지 축적기가 완전히 충전되
면 불이 계속 켜집니다.

ð  LED가 켜지지 않으면 제어 장치가 준비된 것입니다.

ð 회전 시, 디스플레이에는 측정된 전압, 스위치 위치, 탭 변환 구동 횟수
및 이벤트 메시지(있는 경우)가 표시됩니다.

ð 빨간색  LED가 켜지고 디스플레이에 E4 이벤트 코드가 나타나면 아
직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가 서로 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시운전 전에 부하시 탭 절환장치와 모터 구동 장치의 자동 조정을 수행해
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자동 조정 [►절 8.3.9.1, 페이지 80]" 절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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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시험 탭 변환 구동 수행

변압기를 활성화하기 전에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하여 부하시 탭 절환장
치와 모터 구동 장치의 기계 및 전기적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ü 이미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모터 구동 장치의 자동 조정 [►절 8.3.9.1,
페이지 80]을 수행했습니다.

1. 을 눌러 AVR MANUAL 구동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ð 키 위쪽의 상태 LED가 켜집니다.

그림 42: 수동 모드 활성화

2. 올림/내림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모든 설정에 대해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하십시오.

3. 제어 장치가 모든 위치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표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자동 조정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제어를 통해 각 부하시 탭 변환 구동 후 약 3초의 필수 냉각 시간이 유지됩
니다. 이 시간 동안 컨트롤러는 탭 변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3.5 중간 전압으로 전환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완료한 후, 별도의 전원을 통해 공급된 제어 장치용 전
원 공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압은 구동하는 동안 제어되는 변압기에서 공
급되어야 합니다. 이 신호 역시 측정 신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1.  위험! 작업 영역에 있는 모든 케이블의 전원이 꺼져 있고 전원 차단
장비가 잠겨 있어 다시 켤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속
작업 도중 전압으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제어 장치의 단말 X1에 플러그 커넥터를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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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플러그 커넥터에서 별도 전원의 배선을 끊습니다.

4. 변압기의 전원 공급을 사양 및 기술 데이터 [►절 15, 페이지 109]의 정보
에 따라 조정합니다.

5.  위험! 연결 PE, N 및 L이 서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우징에서 위험한 수준의 높은 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된 결선도에 따라 변압기 배선 전원 공급 장치를 X1용 플러그 커넥터에 조
입니다(0.5Nm).

6. 플러그 커넥터는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하지 말고 설치를 수행하
십시오. 플러그 커넥터를 장치 라벨에 따라 단자 X1에 올바로 연결하고
0.5Nm으로 단단히 조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전압 변동으로부터 부하를 방지하려면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에만 부하 회로(낮은 전압 버스바)를 활성화하십시오.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를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 중간 전압으로 전환합니다(변압기 공회전).

ð 몇 초가 지나면 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LED가 10초 동
안 깜박이며 유입 인터로크를 표시합니다. 10초 후에는 이 LED가 파란
색으로 계속 켜집니다.

ð  LED도 깜박거리기 시작하고 내부 에너지 축적기가 완전히 충전되
면 불이 계속 켜집니다.

ð  LED가 켜지지 않으면 제어 장치가 준비된 것입니다.

ð 빨간색  LED가 켜지고 E4 이벤트 코드가 화면에 표시되면 자동 조
정이 올바로 수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7.3.6 파라미터 설정

요구 사항에 따라 장치의 시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합니
다.

1. P1: 희망 전압을 설정합니다 [►절 8.3.1.1, 페이지 69].

2. P2.1: 대역폭 B1를 설정합니다 [►절 8.3.1.2, 페이지 70].

3. P2.2: 지연시간 T1을 설정합니다 [►절 8.3.1.3, 페이지 71].

4. P3.1: 대역폭 B2를 설정합니다 [►절 8.3.1.4, 페이지 71].

5. P3.2: 지연시간 T2를 설정합니다 [►절 8.3.1.5, 페이지 72].

6. P4.1: 부족전압 차단을 설정합니다 [►절 8.3.2.1, 페이지 73].

7. P4.2: 과전압 차단을 설정합니다 [►절 8.3.2.2, 페이지 73].

8. P5: 차단 기능을 설정합니다 [►절 8.3.3, 페이지 74].

9. F5: 인버팅을 설정합니다 [►절 8.3.13, 페이지 85].

ð 전압 조정에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설정되었습니다.

추가로 파라미터를 설정하려면 제어 장치 구성 [►절 8.3, 페이지 68] 절의
내용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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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자동 전압 조정 점검

자동 전압 조정을 점검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변압기의 저전압 측 전압을 측정합니다.

2. 을 눌러 AVR MANUAL 구동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3. 측정 전압이 설정된 대역폭 범위(희망 전압 ± 대역폭)를 넘을 때까지 필

요한 만큼  또는 을 자주 누릅니다.

4. 을 눌러 AVR AUTO 구동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ð 지연시간 후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설정된 대역폭 범위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압 조정 파라미터를 점검 [►절 8.3.1, 페이지 68]하
고 시험을 반복합니다.

5. 을 눌러 AVR MANUAL 구동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ð 자동 전압 조정이 점검되었습니다.

7.3.8 대체 절연유로 작동 시: 온도 차단 활성화

요청 시 대체 절연유로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압기의 절연액 온도가 허용되는 온도보다 낮으면 작동 시 전환 작동을 수
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어 장치 차단 접점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제어 장치 차단 접점을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변압기 탱크의 온도 센서는 허용되는 온도 범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 온도 센서는 사용 가능한 유동 접점의 형태로 신호를 만들고 제어 장치 차
단 접점(단말 X3)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차단 기능 파라미터(P5)를 값 2로 설정해야 합니다 [►절 8.3.3, 페이지
74].

7.3.9 낮은 전압 버스바에서 전환

참고 사항 부하시 탭 절환장치와 변압기 손상!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돌입 전류 임펄스는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구동할 때
부하시 탭 절환장치와 변압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변압기가 켜진 후에는 부하시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하기 전에 돌입 전류
임펄스가 완전히 진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돌입 전류 임펄스는 대체
로 변압기 정격 전류의 배수이며, 다이버터 스위치를 구동할 때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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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장치를 연결하고 시험 탭 변환 구동을 수행했으면 다음과 같이 낮은 전
압 버스바를 시운전할 수 있습니다.

1.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조정 위치로 이동합니다.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조정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
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될 그리드 사이의 전압 차이를 줄여 돌입 전류 임펄
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제어 장치에서 해당 키를 눌러 원하는 구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 자동 모드: AVR AUTO
- 수동 모드: AVR MANUAL
- 원격 연결을 통한 제어: EXTERNAL CONTROL.

3. 낮은 전압 버스바의 전환.

4. 변압기가 켜진 후에는 돌입 전류 임펄스가 진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ð 이제 유휴 및 부하가 적은 상태에서 부하시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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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동

이 장에는 장치의 모든 기능 및 설정 옵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8.1 구동 모드 선택

제어 장치 전면의 구동 제어를 통해 구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VR MANUAL 수동 모드

수동 모드에서 (= 전압 증가) 및 (= 전압 감소) 키를 통해 탭 변환 구
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제어되지 않는 부하시 탭 변환 구동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수동 탭 변환 구동의 결과로, 소비자의 선로 전압이 허용 한
계값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치가 손상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소비자가 없거나 소비자 측 선로 전압이 허용 구동 범위를 벗어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동 탭 변환 구동을 시작하
십시오.

수동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을 눌러 수동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2.  또는 을 눌러 탭 변환 구동을 실행합니다.

AVR AUTO 자동 모드

자동 모드에서 장치는 설정된 제어 파라미터에 따라 탭 변환 구동을 자동으
로 실행합니다. 제어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어 장치 구성" [►절
8.3, 페이지 68] 절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
이 진행하십시오.

► 을 눌러 자동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EXTERNAL CONTROL를 통한 제어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서 장치는 외부 제어 장치(예: ECOTAP®
VPD® CONTROL PRO)의 제어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어 장
치와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TERNAL CONTROL을 통한 제어를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
시오.

► 을 눌러 EXTERNAL CONTROL을 통한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ð 장치가 OLTC-PreCheck를 수행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24시간마다
OLTC-PreCheck가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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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비상 구동축을 사용한 부하시 탭 절환장치 작동

 경고 사망 또는 중상 위험!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부적절한 작동은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
니다!

►변압기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다시 켜지지 않게 잠그십시오.

►조정 위치를 설정하거나 비상 작동 시에만 비상 구동축을 사용하여 부하
시 탭 절환장치를 작동하십시오. 비상 작동은 부하시 탭 변환 구동을 긴
급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모터 구동 장치의 전압 공급에 실패한 상황을 말
합니다.

►밀봉 모듈에 설치된 비상 구동축을 사용하여 부하시 탭 절환장치만 작동
하십시오.

비상 구동축을 사용하여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작동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
하십시오.

1.  위험! 작업 영역에 있는 모든 케이블의 전원이 꺼져 있고 전원 차단
장비가 잠겨 있어 다시 켤 수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속
작업 도중 전압으로 인해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제어 장치의 단말 X1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3. 제어 장치의 단말 X2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4. 제어 장치의 단말 X4에서 플러그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그림 43: 연결 케이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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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사를 풀고 밀봉 모듈에서 모터 구동 장치를 들어냅니다.

그림 44: 모터 구동 장치 제거

6. 비상 구동축을 밀봉 모듈의 브래킷에서 당겨 빼냅니다.

그림 45: 브래킷에서 비상 구동축 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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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더 키가 있는 비상 구동축을 부하시 탭 절환장치 축에 연결합니다.

그림 46: 비상 구동축을 부하시 탭 절환장치 축에 삽입

8.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비상 구동축을 원하는 작동 위치 방향으로 돌립
니다.

그림 47: 예: 구동 위치 1을 향해 비상 구동축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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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 사항! 비상 구동축을 사용하여 한 번 회전하고 캠 디스크의 화살표
가 다시 커버의 화살표를 가리킬 때까지 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렇지 않
으면 탭 변환 구동이 올바르게 완료되지 않아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변압
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림 48: 부하시 탭 절환장치 위치 확인

ð 제어 휠로 도달한 작동 위치가 표시됩니다.

그림 49: 작동 위치 점검

10. 부하시 탭 절환장치 축에서 비상 구동축을 당겨 브래킷에 삽입합니다.

그림 50: 브래킷에 비상 구동축 삽입

11. "모터 구동 장치 장착" [►절 6.1, 페이지 28] 절에 설명된 대로 모터 구
동 장치를 장착합니다.

12. 제어 장치의 단말 X4에 플러그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13. 제어 장치의 단말 X2에 플러그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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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어 장치의 단말 X1에 플러그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8.3 제어 장치 구성

이 장에서는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키를 통해 파라미터 설정 메뉴를 종료해야만 설정이 저장됩니다. 30초

이내에  키를 누르지 않으면, 파라미터 설정 메뉴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8.3.1 조정

이 절에는 조정 기능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지연시간이 있는 조절 가능한 두 대역폭을 조정을 조절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역폭 B1과 지연시간 T1의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편차가 더 큰 경우 신속한 조정을 위해 파라미터 B2와 T2를 B2 >
B1 및 T2 < T1로 지정합니다.

조정 기능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동하므로 더 명확히 보
이도록 그래픽에 두 번 표시되지 않습니다.

AVR AUTO 자동 모드에서 전압 조정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측정된 전압 Uactual 가 설정된 대역폭 내에 있으면  탭 변환 구동을 위
한 제어 명령이 모터 구동 장치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 설정된 지연시간 T  내에서 측정된 전압이 허용 대역폭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모터 구동 장치에 제어 명령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측정된 전압이 설정된 대역폭을 더 길게 이탈하면  설정된 지연

시간이 종료된 후에 탭 변환 명령 이 출력됩니다. 부하시 탭 절환장치는
허용 대역폭으로 복귀하기 위해 상승 또는 하강 방향으로 탭 변환을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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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조정 기능 응답

1 + B%: 상한 2 Udesired: 희망값

3 - B%: 하한 4 지연시간 T 설정

5 Uactual: 측정된 전압 6 B%: 허용 대역폭

A Uactual는 대역폭 밖에 있습니다. 지
연시간 T가 시작됩니다.

B Uactual는 지연시간 T가 완료되기 전
에 대역폭 내로 돌아옵니다.

C Uactual는 대역폭 밖에 있습니다. 지
연시간 T가 시작됩니다.

D Uactual는 지연시간 T가 완료될 때
계속 대역폭 밖에 있습니다. 탭 변
환 구동이 시작됩니다.

8.3.1.1 희망 전압(P1)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전압 조정을 위한 희망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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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 대역폭 B1(P2.1)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희망값 Udesired에서 측정된 전압 Uactual의 최대 허용
편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대역폭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대역폭 결정

올바른 값을 설정하려면 변압기의 공칭 전압과 탭 위치의 전압을 알아야 합
니다. 대역폭이 크면 제어 편차도 큽니다.

대역폭은 항상 다음 값보다 커야 합니다.

그림 52: 최소 대역폭 계산

Un-1 탭 위치 n-1의 전압

Un 탭 위치 n의 전압

Unom 공칭 전압

다음 변압기 값이 최소 대역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칭 전압 Unom = 400 V

탭 위치 4의 전압 UPos.4 = 390 V

탭 위치 5의 전압 UPos.5 = 400 V

대역폭 설정 B1(P2.1)

대역폭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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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3.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4.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설정합니다.

5.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6.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1.3 지연시간 T1 (P2.2)

지연시간 T1 은 탭 변환 명령의 출력을 정해진 시간 동안 지연시킵니다. 이
렇게 하면 허용 대역폭이 잠시만 초과되는 경우 불필요한 탭 변환 구동을 방
지할 수 있습니다.

지연시간 T1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  +  또는

 + 을 누르면 더 큰 폭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1.4 대역폭 B2(P3.1)

신속한 조정을 위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희망값 Uactual에서 측정된 전압
Udesired의 최대 허용 편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항상 대역폭 B1보다
0.5% 이상이 큰 것을 확인합니다. 더 낮은 값을 설정하면 장치는 설정을 자
동으로 수정합니다. "끄기" 옵션을 선택하면 신속한 조정이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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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대역폭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3.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4.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5.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6.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1.5 지연시간 T2(P3.2)

지연시간은 탭 변환 명령의 출력을 정해진 시간 동안 지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허용 대역폭이 잠시만 초과되는 경우 불필요한 탭 변환 구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연시간 T2는 T1과 비교하여 더욱 큰 전압 변화에 대한 더욱
신속한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설정 범위는 지연시간 T1에 따라 달라집니다.

▪ T1 ≤ 10의 경우 s: T2 = 2 s…(T1 - 1 s)

▪ T1 > 10의 경우 s: T2 = 2 s…(T1 - 5 s)

지연시간 T2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  +  또는

 + 을 누르면 더 큰 폭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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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전압 차단(P4)

전압 차단을 사용하여 자동 전압 조정(AVR AUTO)을 위한 한계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장치에서 강한 전압 변동 시 불필요한 탭 변환
구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값이 전압 한계보다 큰 경우 수동 스테핑도 가능합
니다.

▪ 부족전압 차단: 측정값이 한계값보다 작으면 즉시 차단이 활성화됩니다.

▪ 과전압 차단: 측정값이 한계값보다 크면 즉시 차단이 활성화됩니다.

8.3.2.1 부족전압 차단(P4.1)

부족전압 차단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3.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4.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  +  또는

 + 을 누르면 더 큰 폭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6.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2.2 과전압 차단(P4.2)

과전압 차단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  +  또는

 + 을 누르면 더 큰 폭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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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2.3 전압 차단 작동/정지(P4.3)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3.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4.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설정합니다(1 = 활성, 0 = 비활성).

5.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6.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3 차단 기능(P5)

제어 장치에는 차단 접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단 접점을 사용하여 도어
접점 스위치나 온도 센서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를 사용하는 경
우 온도 센서는 사용 가능한 유동 접점의 형태로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제공된 결선도와 "설치 현장에서 제어 장치 연결" [►절 7.3.2,
페이지 48] 절의 내용을 준수하십시오.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단 접점이 닫히는 경우 장치 동작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제어 장치에서 로컬로만 이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드 "0" = 비활성: 차단 접점의 상태가 장치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습
니다. 장치에 도어 접점 스위치나 온도 센서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 설
정을 사용하십시오.

▪ 모드 "1" = 활성 AUTO/EXTERNAL: 차단 접점이 닫히면 AVR AUTO 및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의 모든 전환 구동이 장치에 의해 차단됩
니다. AVR MANUAL 구동 모드에서는 수동 전환 구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드 "2" = 활성 MANUAL/AUTO/EXTERNAL: 차단 접점이 닫히면 모든
구동 모드(AVR MANUAL, AVR AUTO, EXTERNAL CONTROL)의 모든 전
환 구동이 장치에 의해 차단됩니다.

차단이 활성화되면  LED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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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기능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또는 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4 전압 손실 시 목표 위치(P6)

전압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미 시작된 탭 변환 구동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고
추가 전환 구동을 통해 정의된 변압기 전송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어 장치
는 통합된 에너지 축적기와 함께 장착됩니다.

이 기능은 제어 장치 공급 전압이 80V 아래로 떨어지는 즉시 트리거됩니다.
10초의 대기 시간 후 목표 위치로 이동이 시작됩니다.

AVR AUTO 및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서 "전압 손실 시 목표 위
치"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부하시 탭 절환장치와 변압기 손상!

목표 탭 위치로 전환 시 유입 인터로크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목표 탭 위
치로 전환하는 동안 전압이 복구되면 부하시 탭 절환장치와 변압기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전압 장애 후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설정된 목표 위치에 있을 때(전압 장
애가 발생하고 약 30초 후)만 변압기를 다시 전환하십시오.

8.3.4.1 목표 위치 설정(P6.1)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목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
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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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원하는 목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4.2 전압 손실 시 목표 위치 활성화/비활성화(P6.2)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전압 손실 시 목표 위치"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활
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0 = 비활성

▪ 1 = 활성

"전압 손실 시 목표 위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설정합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7. 코드 3이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8.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9.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5 작동 위치 개수(P7)

ECOTAP® VPD®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각 유형에 맞게 제어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동 위치 개수를 알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8 구동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2022 776117331/05 KO ECOTAP® VPD® MD&C

자동 조정(F1.1)을 수행하면 파라미터 P7은 올바른 값으로 자동 설정됩니
다.

작동 위치 개수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6 조정 범위(P8)

필요에 따라 허용되는 조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 작동 위
치와 최고 작동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조정 범위는 모든 구동 모드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력 손실 시 목
표 위치" 기능을 통해 허용되는 조정 범위 바깥으로 구동 위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8.3.6.1 최저 작동 위치(P8.1)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허용되는 최저 작동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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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 최고 작동 위치(P8.2)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허용되는 최고 작동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7 원격 동작(P9)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장치의 원격 동작을 ECOTAP® VPD® CONTROL
PRO 제어 장치와 연결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0 = 로컬: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서 ECOTAP® VPD®
CONTROL PRO 제어 장치를 통해 자동 전압 조정이 수행됩니다. SCADA
를 통한 제어 명령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 1 = 원격: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서 SCADA 명령을 통해 원
하는 구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COTAP VPD CONTROL PRO 제어 장치를 통한 자동 전압 조정

– SCADA 명령을 통한 수동 탭 변환 구동

원격 동작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또는 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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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비밀번호 보호(P10)

장치는 승인되지 않은 파라미터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로 보호됩니
다. 비밀번호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면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해야만 파라미터
설정 메뉴를 표시하고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
면 장치는 다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8.3.8.1 비밀번호 설정(P10.1)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최대 3자리 숫자, 공장 설정
0).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  +  또는

 + 을 누르면 더 큰 폭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8.2 비밀번호 보호 활성화/비활성화 (P10.2)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0 = 비활성

▪ 1 = 활성

비밀번호 보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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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설정합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8.3 비밀번호 입력(C2)

비밀번호 보호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장치를 차단 해제하고 파라미터 설정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을 누릅니다.

ð

2.  또는 을 눌러 희망값을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  +  또는

 + 을 누르면 더 큰 폭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장치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8.3.9 조정(F1)

예를 들어, 새로운 제어 장치가 탭 절환장치에 연결되었을 때 자동 조정이 필
요합니다. 제어 장치가 탭 절환장치로 아직 조정되지 않은 경우 디스플레이
에 메시지 E4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한 번 이상 자동 조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수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8.3.9.1 자동 조정(F1.1)

이 기능은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자동 조정을 시작합니다. 각 마이크로 스위
치의 끝 위치 신호가 감지될 때까지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전체 조정 범위가
통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치 디스플레이는 탭 절환장치의 위치와 동기화되
며 작동 위치 개수(P7), 최저 작동 위치(P8.1) 및 최고 작동 위치(P8.2) 파라
미터가 설정됩니다.

부하시 탭 절환장치는 전체 조정 범위를 통해 움직이고 이는 과도한 부하 전
압 편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전압 측의 열린 버스바를 사용하여 자동
조정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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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정을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5. 코드 3이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자동 조정이 시작됩니다.

ð 자동 조정이 완료되면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작동 위치 중간에 놓입니다.

8.3.9.2 수동 조정 n-1(F1.2)

이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탭 위치에서 시작하여 최저 탭 위치(위치 1)까지 부
하시 탭 절환장치의 수동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 조정은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전체 조정 범위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버스바가 닫힌 상태에서 수동 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측정된 전압이 탭 변환
구동 후 각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동 조정 n-1 기능을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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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을 눌러 부하시 탭 변환 구동을 한 번 수행합니다(n-1).

ð 현재 측정된 전압이 표시됩니다.

6. 최저 탭 위치(위치 1)에 도달할 때까지 5단계를 반복합니다.

ð 최저 탭 위치(위치 1)에 도달하면 디스플레이는 구동 카운터, 탭 위치,
측정 전압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ð 수동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8.3.9.3 수동 조정 n+1(F1.3)

이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탭 위치에서 시작하여 최고 탭 위치(위치 N)까지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수동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 조정은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전체 조정 범위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버스바가 닫힌 상태에서 수동 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측정된 전압이 탭 변환
구동 후 각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동 조정 n+1 기능을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을 눌러 부하시 탭 변환 구동을 한 번 수행합니다(n+1).

ð 현재 측정된 전압이 표시됩니다.

6. 최고 탭 위치(위치 N)에 도달할 때까지 5단계를 반복합니다.

ð 최고 탭 위치(위치 N)에 도달하면 디스플레이는 구동 카운터, 탭 위치,
측정 전압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ð 수동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8.3.10 남은 사용 기간 확인(F2)

"남은 사용 기간 확인"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상태(백분율)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남은 사용 기간이 1(%) 이하인 경우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의 기술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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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이유로, 남은 사용 기간은 제품 라이프사이클 초기에 더 빠르게 떨
어지고 구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곡선이 평평해집니다.

100%

시간

그림 53: 남은 사용 기간의 일반적인 진행

진행은 외부 요인, 특히 높은 주변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남은 서비스 수명의 진행을 더 효과적으
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매년 남은 사용 기간을 확인하여 적어두십시오.

남은 사용 기간이 0%이더라도 반드시 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컨트롤러가 에너지 축적기의 용량과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정의되지 않은 스
위칭 상태를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압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미리 선
택된 목표 위치에 도달하는 데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만 스위칭 명령
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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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점검 중 오류 메시지 E5.2(부족전압)가 있는 경우에만 스위칭 명령이
차단됩니다.

이벤트 필요한 조치

남은 사용 기간 = 1%
=> 차단 안 함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기
술 서비스

제어 장치 교체를 준비합니다.

이벤트 메시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컨트롤러가 구동 시 용량 부족을 감지함

▪ 오류 메시지 E5.1

▪ 차단 안 함

제어 장치 교체가 권장됩니다.

컨트롤러가 구동 시 부족전압을 감지함

▪ 오류 메시지 E5.2

▪ 차단 안 함

제어 장치 교체가 권장됩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부하시 전압 강하가 감
지됨

▪ 오류 메시지 E5.2(부족전압)

▪ 오류 메시지 E2.4(에너지 축적기의 에
너지가 너무 낮음)

▪ 탭 변환 구동 차단됨

제어 장치 교체가 필요합니다.

표 11: 남은 사용 기간 권장 조치

남은 사용 기간 쿼리를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남은 사용 기간이 백분율 값으로 표시됩니다.

3. 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종료합니다.

4. 을 눌러 파라미터 설정 메뉴에서 나갑니다.

8.3.11 LED 기능 시험(F3)

이 기능을 사용하여 제어 장치 전면의 모든 LED 기능과 디스플레이를 시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작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제어 장치 전면에 모든 디스플레이 요소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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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종료합니다.

4. 을 눌러 파라미터화 메뉴에서 나갑니다.

8.3.1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F4)

이 기능은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8.3.13 이동 명령 반전(F5)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이동 명령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부하시 탭 절환장치와 모터 구동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장치 동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의미

0 일반 구성:

▪ 작동 위치 1의 최저 전압(저전압 측면)

▪ 작동 위치 n의 최고 전압(저전압 측면)

1 반전 구성:

▪ 작동 위치 1의 최고 전압(저전압 측면)

▪ 작동 위치 n의 최저 전압(저전압 측면)

표 12: 동작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또는 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14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F6)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작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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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종료합니다.

4. 을 눌러 파라미터화 메뉴에서 나갑니다.

8.3.15 이벤트 메시지 E1 및 E2의 고객 메시지(F7)

오류 메시지 E1 EXTERNAL CONTROL 및 E2 Remote control를 고객 메시
지 인터페이스 준비/오류(단말 X5)를 통해 보고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
든 추가 이벤트 메시지는 항상 고객 메시지 인터페이스 준비/오류(단말 X5)
를 통해 보고됩니다.

8.3.15.1 이벤트 메시지 E1의 고객 메시지(F7.1)

이 기능을 사용하여 이벤트 메시지 E1 EXTERNAL CONTROL을 고객 메시지
인터페이스 준비/오류(단말 X5)를 통해 보고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0: 비활성

▪ 1: 활성

이벤트 메시지 E1에 대한 고객 메시지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
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3.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4.  또는 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5.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6.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15.2 이벤트 메시지 E2의 고객 메시지(F7.2)

이 기능을 사용하여 이벤트 메시지 E2 Remote control를 고객 메시지 인터
페이스 준비/오류(단말 X5)를 통해 보고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
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0: 비활성

▪ 1: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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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메시지 E2에 대한 고객 메시지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
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3. 원하는 파라미터가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또는 을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7. 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8.3.16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F8)

이 기능을 사용하여 장치를 공장 설정 [►절 13, 페이지 106]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하기 전에 모든 파라미터를 적어두십시오.
재설정한 후 모든 파라미터가 특히 차단 기능(P5)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
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3. 코드 3이 표시될 때까지 을 누릅니다.

ð

4.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장치가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5. 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종료합니다.

6. 을 눌러 파라미터 설정 메뉴에서 나갑니다.



8 구동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202288 6117331/05 KOECOTAP® VPD® MD&C

8.3.17 제어 파라미터 표시(F9)

이 기능을 사용하여 장치의 설정값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치는 파
라미터 명칭, 다음 파라미터와 기능에 대한 설정값을 연속해서 표시합니다.

▪ 파라미터 P1~P9

▪ 기능 F2, F5, F6, F7.1, F7.2

제어 파라미터를 점검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누릅니다.

ð

2. 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ð 디스플레이는 파라미터 명칭과 설정값을 1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표시
합니다.

3. 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종료합니다.

4. 을 눌러 파라미터 설정 메뉴에서 나갑니다.

8.3.18 이벤트 메모리 표시(E)

이벤트 메모리는 저장된 이벤트 코드를 보여줍니다. 이벤트 메시지 [►절
12.2, 페이지 104] 절에서 이벤트 코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모리는 20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으며 최근 20개 항목을 표시합니
다. 메모리 슬롯 1이 최신 항목이며 메모리 슬롯 20이 가장 오래된 항목입니
다. 장치는 이벤트 메시지가 발생하거나 초기화될 때 탭 변환 구동 수를 기록
합니다.

메모리 슬롯 항목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벤트 코드

▪ 탭 변환 구동 횟수

항목이 탭 변환 구동 횟수만 포함하고 이벤트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이전 메모리 슬롯의 이벤트 코드가 이 탭 변환 구동 횟수에서 초기화되었음
을 의미합니다.

이벤트 코드 E6을 제외하고 오류가 제거된 후 정상적인 탭 변환 구동이 완료
되면 모든 이벤트 코드는 초기화됩니다. 이벤트 코드 E6은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기술 서비스 부서에서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모리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ü AVR MANUAL 구동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1. 이벤트 메모리의 첫 번째 메모리 슬롯이 표시될 때까지  > 을 반
복적으로 누릅니다.

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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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는 을 눌러 원하는 메모리 슬롯을 선택합니다.

ð

3. 을 눌러 메모리 슬롯을 불러옵니다.

ð 이벤트 코드 또는 탭 변환 구동의 수가 표시됩니다.

ð

4. 을 눌러 추가적인 이벤트 코드를 표시합니다. 추가적인 이벤트 코드가
없으면 탭 변환 구동 횟수가 표시됩니다.

ð

5. 을 눌러 메모리 슬롯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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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어 시스템 프로토콜

9.1 Modbus RTU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는 전압 장애가 발생한 경우 영구 저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
력이 복구되면 상태 비트가 다시 쿼리됩니다.

장치는 Modbus RTU 제어 시스템 프로토콜(마스터-슬레이브 통신)을 다음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합니다.

납품 시 장치 파라미터

파라미터 재료 번호
10117333XX

재료 번호
10165307XX

전송 형식 RTU RTU

직렬 인터페이스 RS485 RS485

전송 속도[보] 38400 19200

Modbus 주소(슬레이브) 1 51

데이터 비트 수 8 8

패리티 짝수 짝수

정지 비트 수 1 1

표 13: 납품 시 장치 파라미터

조정 가능한 장치 파라미터

파라미터 Modbus RTU

전송 속도[보] 9600, 19200, 38400, 57600

Modbus 주소(슬레이
브)

1…247

표 14: 장치 파라미터 설정 범위

전송 속도는 기능 FC8.1 "통신 재시작 옵션"이 트리거된 후에만 변경됩니다.

대체 옵션:

1. 에너지 축적기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LED   에너지 축적기 꺼짐) 약
4시간 동안 컨트롤러를 주 장치로부터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를 전기적으로 재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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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기능 코드

기능 코드 그룹 설명 R = 읽기/W
= 쓰기

01 (0x01) 개별 출력 코일 읽기 R

02 (0x02) 개별 입력 접점 읽기 R

03 (0x03) 아날로그 출력 홀딩 레지스터 읽기 R

04 (0x04) 아날로그 입력 레지스터 읽기 R

05 (0x05) 개별 출력 코일 쓰기 W

06 (0x06) 아날로그 출력 홀딩 레지스터 쓰기 W

15 (0x0F) 여러 개별 출력 코일 쓰기 W

16 (0x10) 여러 아날로그 출력 홀딩 레지스터 쓰기 W

표 15: 기능 코드

9.3 데이터 형식

유형 설명 범위

BIT 1비트 0, 1 (= OFF, ON)

UINT16 unsigned integer 16 bit 0...65 535

SINT16 signed integer 16 bit -32 768...+32 768

SINT32 signed integer 32 bit -2.147483648 x 109…
+2.147483648 x 109

FLOAT32 32비트(단일 정밀도), IEEE 754
에 따름

IEEE 754

표 16: 데이터 형식

9.4 데이터 포인트(단일 문의)

9.4.1 코일

주소(오프셋
없음)

이름 유형 상태 EXTERNAL CONTROL
R = 읽기/W = 쓰기

CONTROL PRO 기타

0 Change tap position raise BIT 1 = 올림 R/W R/W

1 Change tap position lower BIT 1 = 내림 R/W R/W

2 P9 Parameter local/remote BIT 1 = 원격 R R

3 Error ISM BIT 1 = 오류 R/W R/W

41) Blocking activation P5, mode 1 BIT 1 = 활성 R R

5 Internal datapoint BIT - - -

6 Internal datapoint BIT - - -

7 F5 command inverted BIT 1 = 활성 R 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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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오프셋
없음)

이름 유형 상태 EXTERNAL CONTROL
R = 읽기/W = 쓰기

CONTROL PRO 기타

8 Internal datapoint BIT - - -

9 Internal datapoint BIT - - -

10 F7.1 E1 to relay output BIT 1 = 활성 R R/W

11 F7.2 E2 to relay output BIT 1 = 활성 R R/W

121) Blocking activation P5, mode 2 BIT 1 = 활성 - R

13 Set mechanical PreCheck (test) BIT 1 = 활성 - R/W

14 Release of multiple tap-change operation BIT 1 = 활성 - R

152) E1 at AVR AUTO BIT 1 = 활성 - R/W

16 P4.3 Voltage blocking activation/deactivation BIT 1 = 활성 - R/W

표 17: 코일

1) 차단 기능(P5) [►절 8.3.3, 페이지 74] 활성화

주소 4 주소 12 결과

0 0 모드 0 = 비활성

1 0 모드 1 = AUTO/EXTERNAL 구동 모드에서 활성 상태

0 1 모드 2 = MANUAL/AUTO/EXTERNAL 구동 모드에서 활
성 상태

1 1 허용되지 않음

표 18: 차단 기능 모드

2) AVR AUTO 구동 모드에서 이벤트 E1 [►절 12.2, 페이지 104]도 표시해
야 하는 경우 상태를 1로 설정하십시오.

9.4.2 개별 입력

주소(오프
셋 없음)

이름 유형 코일 상태 EXTERNAL CONTROL
R = 읽기/W = 쓰기

CONTROL PRO 기타

0 E1 No connection to EXTERNAL CONTROL BIT 1 = 활성 R R

1 E2 EXTERNAL CONTROL command could not
be performed

BIT 1 = 활성 R R

2 E3.1 Error mosfet switch BIT 1 = 활성 R R

3 E3.2 Error direction of rotation BIT 1 = 활성 R R

4 E3.3 Time delay microswitch BIT 1 = 활성 R R

5 E3.4 Both end microswitch active or not wired BIT 1 = 활성 R R

6 E4.1 Automatic adjustment not undertaken or
incorrect

BIT 1 = 활성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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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오프
셋 없음)

이름 유형 코일 상태 EXTERNAL CONTROL
R = 읽기/W = 쓰기

CONTROL PRO 기타

7 E4.2 Desired target position could not be
reached when voltage failed (error blackstart)

BIT 1 = 활성 R R

8 E5.1 Residual capacity buffer BIT 1 = 활성 R R

9 E5.2 Undervoltage buffer BIT 1 = 활성 R R

10 E5.3 Error power supply BIT 1 = 활성 R R

11 E6.1 Motor blocking BIT 1 = 활성 R R

12 E6.2 Motor rough-running BIT 1 = 활성 R R

13 E6.3 Tap change command cannot be
performed, timeout motor run

BIT 1 = 활성 R R

14 E7.1 Permanent signal microswitch BIT 1 = 활성 R R

15 E7.2 Position fail, loss microswitch BIT 1 = 활성 R R

16 Internal datapoint BIT - - -

17 Internal datapoint BIT - - -

18 Internal datapoint BIT - - -

19 Internal datapoint BIT - - -

20 Signal: blocking contact BIT 0 = 도어 열림
1 = 도어 닫힘

R R

21 Relay OK BIT 1 = 활성 R R

22 Relay error BIT 1 = 활성 R R

231) E2.1 Highest or lowest operating position
reached

BIT 1 = 활성 R R

241) E2.2 Previous tap-change operation has not
been completed or fault motor-drive unit

BIT 1 = 활성 R R

251) E2.3 Inrush interlock is active or automatic
adjustment required

BIT 1 = 활성 R R

261) E2.4 Energy in the energy accumulator too low BIT 1 = 활성 R R

271) E2.5 Signal for blocking activated (door
interlock or temperature blocking)

BIT 1 = 활성 R R

28 Motor drive running BIT 1 = 활성 R R

29 Ready for tap-change operation BIT 1 = 활성 R R

30 Voltage failure (detection < 60 V,
communication impossible)

BIT 1 = 활성 R R

311) E2.6 Error in wiring BIT 1 = 활성 R R

32200 AVR error (including E2.6, E3.x, E4.x, E5.x,
E6.x and E7.x)

BIT 1 = 활성 - R

32201 Out of bandwidth: Highest or lowest operating
position reached + tap change command (AVR
AUTO or EXTERNAL CONTROL)

BIT 1 = 활성 - R

표 19: 개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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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벤트가 그룹 오류 메시지 E2(Modbus 주소 1)에 속합니다.

9.4.3 입력 레지스터

주소(오프
셋 없음)

이름 유형 단위 소수 자리 EXTERNAL CONTROL
R = 읽기/W = 쓰기

CONTROL PRO 기타

0 Device number part 1/2 SINT32 - 0 R R

1 Device number part 2/2 SINT32 - 0 R R

2 Capacitor health UINT16 % 0 R R

3 Input voltage (data value = 2 x measured
value; example: measured value = 125.5
V => data value = 251)

UINT16 V 0 - R

4 Voltage capacitor (data value = 10 x
measured value; example: measured
value = 10.6 V => data value = 106)

UINT16 V 0 - R

5 Software version year (YY) UINT16 - 0 R R

6 Software version month (MM) UINT16 - 0 R R

7 Software version day (DD) UINT16 - 0 R R

8 Motor pause before next tap-change
operation (data value = 10 x measured
value; example: measured value = 3 sec.
=> data value = 30)

UINT16 초 1 R R

9 Status activation Modbus RTU (1 =
active, 0 = inactive)

UINT16 - 0 - R

10 Remaining time to the next PreCheck UINT16 분 1 - R

11 Internal datapoint UINT16 - - - -

12 Input voltage FLOAT32 V - - R

13 Input voltage FLOAT32 V - - R

14 Buffer voltage FLOAT32 V - - R

15 Buffer voltage FLOAT32 V - - R

36600 Tap position UINT16 - - - R

표 20: 입력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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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홀딩 레지스터

주소(오프
셋 없음)

이름 유형 단위 소수 자리 EXTERNAL CONTROL
R = 읽기/W = 쓰기

CONTROL
PRO

기타

0 Operating mode

▪ 1 = AVR AUTO

▪ 2 = AVR MANUAL

▪ 3 = EXTERNAL CONTROL

UINT16 - 0 R R

1 Tap position UINT16 - 0 R R

2 Operations counter (MSB) SINT32 - 0 R R

3 Operations counter (LSB) - 0 R R

4 Internal datapoint SINT32 - - - -

5 Internal datapoint - - - -

6 P1 Desired value UINT16 V 0 - R/W

7 P2.1 Bandwith B1 (data value = 2 x set
value; example: set value = 2.5% =>
data value = 5)

UINT16 % 0 - R/W

8 P2.2 Delay time T1 UINT16 초 0 - R/W

9 P3.1 Bandwith B2 (data value = 2 x set
value; example: set value = 4.5% =>
data value = 9)

UINT16 % 0 - R/W

10 P3.2 Delay time T2 UINT16 초 0 - R/W

11 P4.1 Undervoltage blocking UINT16 V 0 - R/W

12 P4.2 Overvoltage blocking UINT16 V 0 - R/W

13 P7 Number of operating positions UINT16 - 0 - R/W

14 P8.1 Lowest operating position UINT16 - 0 - R/W

15 P8.2 Highest operating position UINT16 - 0 - R/W

16 P6.1 Setting the target position (black
start)

UINT16 - 0 - R/W

17 Tap-change operation (-3, -2, -1, +1,
+2, +3) 1)

UINT16 - 0 - R/W

18 Internal datapoint UINT16 - - - -

19 P2.1 bandwidth 1 FLOAT32 - - - R

20 P2.1 bandwidth 1 - - - R

21 P3.1 bandwidth 2 FLOAT32 - - - R

22 P3.1 bandwidth 2 - - - R

31506 Internal datapoint UINT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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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오프
셋 없음)

이름 유형 단위 소수 자리 EXTERNAL CONTROL
R = 읽기/W = 쓰기

CONTROL
PRO

기타

31507 Set baudrate UINT16 보 0 - R/W

31508 Modbus ID UINT16 - 0 - R/W

표 21: 홀딩 레지스터

1) "다중 스위칭 운전" 명령(선택 사항)을 사용하면 3초의 정기적인 일시 정지
없이 최대 3개의 스위칭 운전을 연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냉각 기간
이 이어집니다.

▪ 부하시 탭 변환 구동 1회당 3초

▪ 부하시 탭 변환 구동 2회당 6초

▪ 부하시 탭 변환 구동 3회당 9초

9.4.5 기능 코드 8 - 진단

하위 기능 코드 기능

FC8.1 통신 재시작 옵션

FC8.10 카운터 및 진단 레지스터 지우기

FC8.11 버스 메시지 수 반환

FC8.12 버스 통신 반환

FC8.13 버스 예외 오류 수 반환

FC8.14 서버 메시지 수 반환

FC8.15 서버 응답 없음 수 반환

FC8.16 서버 NAK 수 반환

FC8.17 서버 사용 중 수 반환

표 22: 기능 코드 8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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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데이터 포인트(공통 문의)

주소(오프
셋 없음)

범위 파라미터 설명 유형 값 R/W
기타

201 0 E1 EXTERNAL CONTROL에 연결되어 있
지 않음

BIT 0 = 정상
1 = 오류

R

201 1 E2 EXTERNAL CONTROL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

BIT 0 = 정상
1 = 오류

R

201 2
3
4

E3.1
E3.2
E3.3
E3.4

제어 장치와 모터 구동 장치 간 연결 오
류

BIT 0 = 정상
1 = 오류

R

201 6 E4.1 자동 조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잘못됨 BIT 0 = 정상
1 = 오류

R

201 7 E4.2 전압 장애가 발생하면 희망 목표 위치
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BIT 0 = 정상
1 = 오류

R

201 8
9
10

E5.1
E5.2
E5.3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음 BIT 0 = 정상
1 = 오류

R

201 11
12
13

E6.1
E6.2
E6.3

탭 변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 BIT 0 = 정상
1 = 오류

R

201 14
15

E7.1
E7.2

올바른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BIT 0 = 정상
1 = 오류

R

202 4 n/a 차단 접점 BIT 1 = 정상 R

202 5 n/a Relay OK BIT 1 = 정상 R

202 6 n/a Relay ERROR BIT 1 = 오류 R

202 7 E2.1 Highest or lowest operating position
reached

BIT 0 = 정상
1 = 오류

R

202 8 E2.2 Previous tap-change operation has
not been completed or fault motor-
drive unit

BIT 0 = 정상
1 = 오류

R

202 9 E2.3 Inrush interlock is active or
automatic adjustment required

BIT 0 = 정상
1 = 오류

R

202 10 E2.4 Energy in the energy accumulator
too low

BIT 0 = 정상
1 = 오류

R

202 11 E2.5 Signal for blocking activated (door
interlock or temperature blocking)

BIT 0 = 정상
1 = 오류

R

202 12 Motor drive running BIT 1 = 모터 작동 R

202 13 Ready for tap-change operation BIT 1 = 준비 R

202 14 Voltage failure BIT 0 = 정상,
1 = 오류

R

202 15 E2.6 No connection to OLTC BIT 0 = 정상
1 = 오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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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오프
셋 없음)

범위 파라미터 설명 유형 값 R/W
기타

203 0~15 Operating mode UINT16 1 = AVR AUTO
2 = AVR MANUAL
3 = EXTERNAL
CONTROL

R

204 0~15 Current tap position UINT16 1~15 R

205, 206 0~31 Counter SINT32 R

207 0~15 Cooling time motor drive after tap
change

UINT16 예: 값 "12" = 1.2초 R

209 0~15 Hardware version
year (18, high-byte),
month (19, low-byte)

UINT16 0~65,535 R

210 0~15 Firmware version (1/2)
month (21, high-byte)
year (22, low-byte)

UINT16 0~65,535 R

211 0~15 Reserve: Firmware-Version (2/2)
day (23, low-Byte)

UINT16 0~65,535 R

212 0~15 Reserve: MR serial number MD&C
(1/2)

UINT16 0~65,535 R

213 0~15 Reserve: MR serial number MD&C
(2/2)

UINT16 0~65,535 R

214 0~15 Reserve: MR serial number OLTC
(1/2)

UINT16 0~65,535 R

215 0~15 Reserve: MR serial number OLTC
(2/2)

UINT16 0~65,535 R

216 0~15 Reserve: Material number MD&C
(1/3)

UINT16 0~65,535 R

217 0~15 Reserve: Material number MD&C
(2/3)

UINT16 0~65,535 R

218 0~15 Reserve: Material number MD&C
(3/3)

UINT16 0~65,535 R

219 0~15 Reserve: Set of parameters UINT16 0~65,535 R

220 0~15 Remaining time to the next PreCheck
[min]

UINT16 0~65,535 R

4011) 0~15 Multiple tap changes SINT16 -3~+3 W

403 0 Testing PreCheck BIT 1 = 활성 W

404 0~15 MR serial number MD&C (1/2) UINT16 0~65,535 W

405 0~15 MR serial number MD&C (2/2) UINT16 0~65,535 W

406 0~15 MR serial number OLTC (1/2) UINT16 0~65,535 W

407 0~15 MR serial number OLTC (2/2) UINT16 0~65,535 W

408 0~15 Material number MD&C (1/3) UINT16 0~65,535 W

409 0~15 Material number MD&C (2/3) UINT16 0~65,535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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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오프
셋 없음)

범위 파라미터 설명 유형 값 R/W
기타

410 0~15 Material number MD&C (3/3) UINT16 0~65,535 W

411 0~15 Set of parameters UINT16 0~65,535 W

표 23: 데이터 포인트

1) "다중 스위칭 운전" 명령(선택 사항)을 사용하면 3초의 정기적인 일시 정지
없이 최대 3개의 스위칭 운전을 연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냉각 기간
이 이어집니다.

▪ 부하시 탭 변환 구동 1회당 3초

▪ 부하시 탭 변환 구동 2회당 6초

▪ 부하시 탭 변환 구동 3회당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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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장 제거

이 장에서는 단순 구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0.1 일반 고장

특징/세부 사항 원인 해결법

작동하지 않음

▪  LED가 켜지지 않음

전압 공급 없음 전압 공급을 확인하십시오.

장치 내부 퓨즈(F1) 트립됨 퓨즈(F1) [►절 4.4.1, 페이지 19]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십시오.

표 24: 일반 고장

10.2 자동 전압 조정(AVR AUTO)의 문제

특징/세부 사항 원인 해결법

자동 전압 조정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대역폭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습니
다.

"대역폭 B1"(P2.1) 파라미터를 확인합니다 [►
절 8.3.1.2, 페이지 70].

자동 전압 조정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끝 위치
에 있습니다.

▪ 측정된 전압의 조정을 위한 이
동 명령이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동 명령 반전(F5)" 기능이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이동 명령 반전(F5)" 기능을 확인합니다 [►절
8.3.13, 페이지 85].

자동 전압 조정이 차단됩니다.

▪  LED가 켜졌습니다.

▪ 디스플레이에 이벤트 코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차단 기능이 활성화되고 차단 접점
(X3)이 닫힙니다.

신호 소스를 확인하십시오.

차단 기능(P5)을 설정합니다 [►절 8.3.3, 페이
지 74].

ECOTAP® VPD® CONTROL PRO
의 공통 메시지.

ECOTAP® VPD® CONTROL PRO를 확인합니
다.

자동 전압 조정이 차단됩니다.

▪  LED가 켜졌습니다.

▪ 디스플레이에 이벤트 코드가
표시됩니다. 예: "E6".

이벤트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벤트 메모리 표시 [►절 8.3.18, 페이지 88].

이벤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절 12.2, 페이
지 104].

제공된 결선도에 따라 모든 연결부의 배선을 점
검합니다.

자동 전압 조정이 차단됩니다. 전압 차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전압 차단 설정을 확인합니다 [►절 8.3.2, 페
이지 73].

변압기의 조정 범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동 위치 개수(P7)" 파라미터가
부하시 탭 절환장치와 일치하지 않
습니다.

"작동 위치 개수(P7)" 파라미터를 확인합니다
[►절 8.3.5, 페이지 76].

조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정 범위 설정을 확인합니다 [►절 8.3.6, 페
이지 77].

표 25: 자동 전압 조정(AVR AUTO)의 문제



10 고장 제거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2022 1016117331/05 KO ECOTAP® VPD® MD&C

10.3 기타 고장

현장에서 쉽게 시정할 수 없는 부하시 탭 절환장치, 모터 구동 장치 또는 제
어 장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공인 MR 담당자, 변압기 제조사에 알리거나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MR)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다음 데이터를 준비해 주십시오.

▪ 일련 번호(명판)

▪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버전 [►절 8.3.14, 페이지 85]

연락처 주소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Technical Service

Postfach 12 03 60
93025 Regensburg
Germany

전화: +49 941 40 90-0

이메일: service@reinhausen.com
인터넷: www.reinhausen.com

mailto:service@reinhau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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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점검 및 정비

 주의 상해 위험

외부 소스에 의해 갑자기 스위칭 작업이 트리거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
다.

►외부 탭 변환 명령의 실행을 방지하려면 제어 장치(X6)의 COM1 통신 인
터페이스에서 D-SUB 커넥터를 제거하십시오.

11.1 검사

변압기를 검사할 때 동시에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를 검사합니다. 이렇
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1.1.1 육안 검사

다음을 따라 육안 검사를 시작하십시오.

► 눈에 띄는 외부 손상이나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ð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으면,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의 기술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11.1.2 제어 장치 확인

1. 에너지 축적기의 남은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절 8.3.10, 페이지 82].

ð 남은 사용 기간이 1(%) 미만인 경우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의 기술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2. LED의 기능을 확인합니다 [►절 8.3.11, 페이지 84].

11.1.3 온도 차단 점검하기

대체 절연유로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작동하면 온도 차단 [►절 7.3.8, 페이
지 61]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ü 제조사의 세부사항에 따라 온도 센서 기능을 점검하십시오.

ü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류의 원인을 해결하십시
오.

► 차단 신호를 시뮬레이션하려면 단말 X3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ð 차단 기능이 작동하고 LED 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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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지보수

ECOTAP® VPD®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ECOTAP® VPD® MD&C 모터 구
동 장치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격 작업

500,000회 구동 후 부하시 탭 절환장치 교체: 이 사항은
Maschinenfabrik Reinhausen 기술 서비
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최대 20년 후 제어 장치를 교체합니다.
Maschinenfabrik Reinhausen 기술 서비
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11.3 관리

장치 하우징을 마른 천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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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메시지

12.1 LED

LED 상태 의미

꺼짐 전압 공급 없음

깜박거림 유입 인터로크 활성화

켜짐 준비

꺼짐 에너지 축적기가 준비되지 않음

깜박거림 에너지 축적기 충전 중

켜짐 에너지 축적기가 준비됨

꺼짐 모터 정지

켜짐 모터 작동 중

꺼짐 준비

켜짐 고장

표 26: LED를 통한 메시지

12.2 이벤트 메시지

코드 유형 원인 해결법

E1 정보 EXTERNAL
CONTROL에 연결
되어 있지 않음

제어 장치와 EXTERNAL CONTROL 간 케이블 연결이 올바
른지 확인하십시오.

EXTERNAL CONTROL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이 경우 해당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십시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MR에 문의하십시오.

E2 정보 EXTERNAL
CONTROL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
다.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허용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구동 모드를 MANUAL로 설정하고 탭 변환 구동을
시험하십시오.

EXTERNAL CONTROL 구동 모드에서 수동 탭 변환 구동을
수행한 후 원격 제어를 시험하십시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MR에 문의하십시오.

E2.1 정보 허용된 최고 또는
최저 작동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조정 범위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E2.2 정보 탭 변환 구동이 완
료되지 않았거나
모터 구동 장치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음 탭 변환 명령 후에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MR에 문
의하십시오.

E2.3 정보 유입 인터로크가
활성화되었거나 자
동 조정이 필요합
니다.

유입 인터로크를 기다리십시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자동
조정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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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유형 원인 해결법

E2.4 정보 에너지 축적기 내
에너지가 너무 낮
습니다.

전압 공급을 사양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에너지 축적기(F2)의 남은 사용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E2.5 정보 자동 전압 조정 차
단 신호가 활성 상
태입니다.

신호 소스를 확인하십시오.

E2.6 정보 OLTC 연결 오류 연결 케이블이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3.1

E3.2

E3.3

E3.4

경고 제어 장치와 모터
구동 장치 간 연결
오류

제어 장치의 모든 플러그가 올바르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연결 케이블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
오.

X2 또는 X4의 공장 설정 배선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상태로 복원하십시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MR에 문의하십시오.

E4.1 오류 자동 조정이 수행
되지 않았거나 잘
못되었습니다.

자동 조정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E4.2 오류 전압 장애가 발생
하면 희망 목표 위
치에 도달할 수 없
습니다.

"전압 손실 시 목표 위치" 기능(P6)의 올바른 설정을 확인하
십시오. 목표 위치는 조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축적기(F2)의 남은 사용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MR에 문의하십시오.

E5.1

E5.2

E5.3

경고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음

작동 준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LED(전압 공급)와  LED(에너지 축적기)가 계속 켜
져 있어야 합니다.

전압 공급을 사양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에너지 축적기(F2)의 남은 사용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MR에 문의하십시오.

E6.1

E6.2

E6.3

오류 탭 변환 구동 명령
을 수행할 수 없습
니다.

MR에 문의하십시오.

E7.1

E7.2

오류 올바른 위치를 지
정할 수 없음

X2 또는 X4의 공장 설정 배선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상태로 복원하십시오.

자동 조정을 수행하십시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MR에 문의하십시오.

표 27: 이벤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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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라미터 개요

파라미터 설정 범위 공장 설정 현재 설정

P1: 희망 전압 100~240V 230V

P2: 일반 조정

P2.1: 대역폭 B1 0.5~8% 2%

P2.2: 지연시간 T1 3~1,800초 10초

P3: 빠른 조정

P3.1: 대역폭 B2 3~9%, 꺼짐1) 4%

P3.2: 지연시간 T2 2초~(T1 - 1초/5초)2) 2초

P4: 전압 차단

P4.1: 부족전압 차단 85~265V 85V

P4.2: 과전압 차단 85~265V 265V

P4.3: 전압 차단 활성화/비활성화 0 = 비활성

1 = 활성

0

P5: 차단 기능 0 = 비활성

1 = 활성 AUTO/
EXTERNAL

2 = 활성 MANUAL/AUTO/
EXTERNAL

0

P6: 전압 손실 시 목표 위치

P6.1: 목표 위치 설정 1~9(17) 1

P6.2 기능 활성화/비활성화 0 = 비활성, 1 = 활성 0

P7: 작동 위치 개수 9 또는 17 9

P8: 조정 범위

P8.1: 최저 작동 위치 1~9(17)3) 1

P8.2: 최고 작동 위치 1~9(17)3) 9

P9: 원격 동작 0 = 로컬, 1 = 원격 1

P10: 비밀번호 보호

P10.1: 비밀번호 설정 0~999 0

P10.2: 비밀번호 보호 활성화/비
활성화

0 = 비활성, 1 = 활성 0 = 비활성

F1: 자동/수동 조정

F1.1: 자동 조정 - -

F1.2: 수동 조정 n-1 - -

F1.3: 수동 조정 n+1 - -

F2: 에너지 축적기의 남은 사용
기간

- -

F3: LED 기능 시험 - -

F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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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설정 범위 공장 설정 현재 설정

F5: 이동 명령 반전 0 = 비활성, 1 = 활성 0 = 비활성

F6: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 -

F7: 계전기 오류

F7.1: 계전기 오류 E1 0 = 비활성, 1 = 활성 1 = 활성

F7.2: 계전기 오류 E2 0 = 비활성, 1 = 활성 1 = 활성

F8: 공장 설정 - -

F9: 제어 파라미터 표시 - -

전송 속도 홀딩 레지스터 31507 9600, 19200, 38400,
57600

38400

Modbus 주소 홀딩 레지스터
31508

1~247 1

표 28: 파라미터 개요

1) 대역폭 B2는 항상 대역폭 B1보다 0.5% 이상 커야 합니다.

2)지연시간 T2는 항상 T1에 비해 1초 미만(T1 ≤ 10초인 경우) 또는 5초 미만
(T1 > 10초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3)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탭 위치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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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처분

처분 시 사용 국가에서 적용되는 국가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해체 및 처분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의 기술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15 기술 데이터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2022 1096117331/05 KO ECOTAP® VPD® MD&C

15 기술 데이터

15.1 제어 장치의 기술 데이터

허용 공칭 전압 범위

참고: 측정되는 전압은 공급 전압
입니다.

UN: 100~240V AC

측정 범위: 85~264V AC

UN의 측정 정확도 = 100V(-25~+70°C):
< ±2.00%

UN의 측정 정확도 = 240V(-25~+70°C):
< ±0.85%

고유 소비량: 7.5W

허용 주파수 범위 50/60Hz

과전압 범주 IV

선택적 어댑터 케이블을 사용할
때의 과전압 범주

III

입력 전류 100V AC, 최대 1.5A

240V AC, 최대 0.63A

소비 전력 최대 150W

내부 퓨즈(F1) 미세 와이어 퓨즈, 6.3 x 32mm, 최소 250V,
T4A

제어 회로의 공칭 전압 24V DC

제어 회로의 공칭 전류 5A

탭 변환 구동 시간 약 420ms

표 29: 전기 데이터

작동 온도 -25°C~+50°C(연속)

-25°C~+70°C(최대 2시간/1일)

보관 온도 -25°C~+85°C

상대 습도 10~95% 비응축

공기압 해발 2000m 고도에 해당

보호 등급 제어 장치: IP30

제어 캐비닛 포함: 치수도 참고

오염 수준 2

설치 현장 표준 제어 캐비닛 포함/제외: 실내

선택 사항: 실외용 제어 캐비닛

제어 캐비닛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
니다.

표 30: 허용 주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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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X5 단말 설명

고객 메시지 1, 2 준비

3, 4 오류

표 31: X5/고객 메시지

스위칭 용량 X5 접점 UN IN

AC 125 V 0.5A

DC 30 V 1.0A

DC 60 V 0.3A

표 32: X5/스위칭 용량

인터페이스 X6/COM1(RS485) 단말 설명

5 GND

6 A (+)

9 B (-)

표 33: X6/COM1(RS485)

종단 저항기

제어 장치 버전

재료 번호10117333XX 종단 저항기 포함

재료 번호10165307XX 종단 저항기 제외

표 34: 장치 버전(종단 저항기)

재료 번호 10165307XX에 두 개의 선택적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1용 어댑터 케이블 옵션(250mm)

X1용 연결 플러그 핀 설명 연결 플러그, 원형 핀

X1: L L(검은색) 1

X1: N N(검은색) 3

X1: PE PE(녹색-노란
색)

PE

표 35: X1용 어댑터 케이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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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용 어댑터 케이블 옵션(250mm)

X6용 연결 플러그 핀 설명 연결 소켓 단말

X6: 5 GND(녹색) 5

X6: 9 (흰색) 2

X6: 6 (갈색) 3

X6: 4 (노란색) 6

표 36: X6용 어댑터 케이블 옵션

15.2 모터 구동 장치의 기술 데이터

작동 온도 -25°C~+70°C

보관 온도 -25°C~+85°C

공기압 해발 2000m 고도에 해당

보호 등급 IP66

설치 현장 실내, 실외

표 37: 허용 주변 조건

길이 10m

연결 사전 조립됨

작동 온도 -25°C~+70°C

보관 온도 -25°C~+85°C

표 38: 모터 구동 장치와 제어 장치를 연결하는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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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OLTC 사전 확인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변압기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탭 절환 구동 전에 부하시 탭 절환장치
작동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RTU

원격 단말 장치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Falkensteinstrasse 8
93059 Regensburg

+49 (0)941 4090-0
sales@reinhausen.com

www.reinhausen.com

6117331/05 KO - ECOTAP® VPD® MD&C -
- 04/22 -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2022

THE POWER BEHIND POWER.


	목차
	1 서론
	제조자
	완전성
	보관
	표기 약속
	위험 표시 시스템
	절 관련 경고
	내포된 경고 정보
	신호어와 그림 문자

	정보 시스템
	지침 시스템
	인쇄 규칙


	2 안전
	적절한 사용
	기본 안전 지침
	인력의 자격
	개인보호장구

	3 IT 보안
	일반

	4 제품 설명
	납품 범위
	기능 설명
	구동 모드
	설계
	제어 장치
	제어 캐비닛(옵션)

	제어 장치 구동 개념

	5 포장, 수송 및 보관
	포장
	적절성
	표시

	선적물의 수송, 수령 및 취급
	선적물 보관
	선적물을 개봉하고 수송 손상 점검하기

	6 장착
	모터 구동 장치 장착
	제어 장치에 부하시 탭 절환장치 명판 부착
	변압기 제조자 현장에서 제어 장치 연결
	권장 케이블
	모터 구동 장치와 전압 공급 연결


	7 시운전
	변압기 제조자의 부지에서 시운전하기
	시험 탭 변환 구동 수행
	변압기 건조 전 해체
	변압기에서 시험
	변압기에서 고전압 시험
	자동 조정 초기화
	변압기 배선에서 절연 시험


	운전 현장으로 변압기 운송
	운전 현장에서 변압기 시운전
	제어 장치 장착
	평면에 장착
	낮은 전압 버스바에 장착
	제어 캐비닛 장착

	운전 현장에서 제어 장치 연결
	권장 케이블
	전자기 적합성
	설치 현장의 배선 요건 
	운영 현장의 배선 요건 

	전원 공급 회로의 요건
	표준 설계의 제어 장치 연결
	제어 캐비닛의 제어 장치 연결

	전력 공급 전환
	시험 탭 변환 구동 수행
	중간 전압으로 전환
	파라미터 설정
	자동 전압 조정 점검
	대체 절연유로 작동 시: 온도 차단 활성화
	낮은 전압 버스바에서 전환


	8 구동
	구동 모드 선택
	비상 구동축을 사용한 부하시 탭 절환장치 작동
	제어 장치 구성
	조정
	희망 전압(P1)
	대역폭 B1(P2.1)
	지연시간 T1 (P2.2)
	대역폭 B2(P3.1)
	지연시간 T2(P3.2)

	전압 차단(P4)
	부족전압 차단(P4.1)
	과전압 차단(P4.2)
	전압 차단 작동/정지(P4.3)

	차단 기능(P5)
	전압 손실 시 목표 위치(P6)
	목표 위치 설정(P6.1)
	전압 손실 시 목표 위치 활성화/비활성화(P6.2)

	작동 위치 개수(P7)
	조정 범위(P8)
	최저 작동 위치(P8.1)
	최고 작동 위치(P8.2)

	원격 동작(P9)
	비밀번호 보호(P10)
	비밀번호 설정(P10.1)
	비밀번호 보호 활성화/비활성화 (P10.2)
	비밀번호 입력(C2)

	조정(F1)
	자동 조정(F1.1)
	수동 조정 n-1(F1.2)
	수동 조정 n+1(F1.3)

	남은 사용 기간 확인(F2)
	LED 기능 시험(F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F4)
	이동 명령 반전(F5)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F6)
	이벤트 메시지 E1 및 E2의 고객 메시지(F7)
	이벤트 메시지 E1의 고객 메시지(F7.1)
	이벤트 메시지 E2의 고객 메시지(F7.2)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F8)
	제어 파라미터 표시(F9)
	이벤트 메모리 표시(E)


	9 제어 시스템 프로토콜
	Modbus RTU 파라미터
	기능 코드
	데이터 형식
	데이터 포인트(단일 문의)
	코일
	개별 입력
	입력 레지스터
	홀딩 레지스터
	기능 코드 8 - 진단

	데이터 포인트(공통 문의)

	10 고장 제거
	일반 고장
	자동 전압 조정(AVR AUTO)의 문제
	기타 고장

	11 점검 및 정비
	검사
	육안 검사
	제어 장치 확인
	온도 차단 점검하기

	유지보수
	관리

	12 메시지
	LED
	이벤트 메시지

	13 파라미터 개요
	14 처분
	15 기술 데이터
	제어 장치의 기술 데이터
	모터 구동 장치의 기술 데이터

	16 도면
	TUS_100146800M_000_02_1.pdf
	SBI_4784850_05_200_4

	키워드 목록
	용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