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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QUALITY

GRIDCON® ACF

어떠한 환경에서도 청정한 
전력망(CLEAN GRID)을 위한 
능동필터.



2 

거친 환경조건에서 690V까지 적용이 가능한  
산업용 GRIDCON® ACF.
4페이지

GRIDCON® ACF

중성선 보상 및 엄격한 EMC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상업용 GRIDCON® ACF
6 페이지



3

주파수제어 드라이브, 용접 라인, 컴퓨터 전원공
급장치 등에 의한 전력품질상의 부정적인 영향들
은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제
어장치 등과 같은 민감한 기기가 고조파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다면, 전체적인 생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급 전력망 자체가 무효전
력, 부하불평형, 전압변동(플리커), 높은 고조파 
전류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는 간섭 또는 위험한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능동필터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러한 간섭을 
보상합니다. 능동필터는 전력공급계통의 전압과 
전류를 계측하고 정확히 요구되는 효과에 필요
한 전류의 양을 공급합니다. 고조파가 발생하면, 
전력공급계통의 간섭에 반대되도록 전류가 능동
적으로 생성되고, 이에 따라 고조파는 제거됩니
다. 전압변동(플리커)를 줄이기 위하여, 능동필터
는 유도성 무효전력이 전압을 감소시키고 용량성 
무효전력이 전압을 증가시킨다는 원리를 이용합
니다. 능동필터는 따라서 전력공급계통의 부담을 
안정적으로 경감시키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산업시스템의 안전성을 증가시킵니다.

기존의 수동필터와 비교하여, 능동필터는 과부
하의 부담 없이 언제든지 현재의 조건에 맞추어 
매우 정확하게 동작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더 
작아지고 동적으로 필터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필터는 더 작은 손실을 발생시킵니
다. 능동필터는 산업 네트워크와 건물 양쪽 모두
에 미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GRIDCON® 
AC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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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current Compensation current

Grid current

Grid

Load

~~

3선 또는 4선의 더 작은 정격을 위한 
GRIDCON® ACF COMPACT
8 페이지

전력망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능동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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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산업용 GRIDCON® ACF工

캐비닛당 최대 4개
의 독립 전력모듈
(IPU)이 가능한 모
듈 개념 구성

동일한 GRIDCON® 
ACF 구동 소프트웨
어를 가진 터치패널

Anybus 통신 모
듈용 슬롯

최대 5개의 전력장
치(IPU)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유니
트(CCU)

변압기와 결합된 넓
은 범위의 DC 전원 
공급 장치는 전세계
의 저압 젼력계통에
서 사용할 수 있음 

단자구역 후면: 바닥
과 밑면을 통해 공급
되는 IGBT 주냉각공
기가 전원부와 접촉 
없도록 설계된 분리
형 환기덕트

자율제어와 자체 모
니터링이 가능한 IPU 
IGBT 동력유니트

추가 125A 동력 유니
트(IPU)를 추가하기 
위한 확장 옵션

주변요소 냉각용 별
도의 팬. 보호수준은 
IP54까지 가능 

메인 팬을 교체하
기 위한 팬드로워

4 

이동식 계측 유니트 
(MIO) – 전류 및 전압 
계측, 디지털입출력

거친 환경 조건 하에서 690V까지 적용 가능.

GRIDCON® ACF 산업용 버전, 375 A, special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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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GRIDCON® ACF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
구되는, 예를 들어 정상 동작 전압을 넘어서는 주
변 조건하에서 최적의 선택이다;
I  정격 전류가 125A부터 3000A까지 모듈 방식으

로 확장될 수 있음. 예를 들어 STATCOM 시스
템

I  높은 출력 밀도와 컴팩트한 디자인
I  낮은 손실
I  매우 튼튼한 필름 캐패시터
I  1000V까지의 과전압 카테고리 III – 비접지 Y결

선의 전력계통(IIT system)까지 포함
I  보호등급 IP54까지 가능. 선택사양으로 완전 밀

폐형 외부 수냉방식 가능
I  하나의 유니트에서 부하 균형 뿐만이 아니라 무

효전력, 고조파, 플리커의 동적 보상

이러한 장점이 산업용 GRIDCON® ACF를 다양한 
분야에서 첫 번째로 선택하게 한다;
I  생산 라인,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
I  광산
I  화학 산업
I  대규모 인쇄 공장
I  크레인 및 교통 시스템 
I  해양 구조물 및 선박 
I  정유 및 가스
I  제지 산업
I  제철 산업
I  수처리 및 펌프장

터치패널 또는 PC를  
이용한 직관적 운전
GRIDCON® ACF의 중앙 운전 및 디스
플레이 요소는 캐비닛 앞면에 있는 터
치패널입니다. 터치패널은 알기 쉬운 
메뉴구조로 되어있으며 데이터를 표
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터
치패널의 장점은;
I  추가적인 계측장치 없이 필터 기능

의 단순한 매개변수화
I  쉬운 문장으로 된 설명 및 상태 메

시지
I  직관적 조작 및 암호보호

GRIDCON® ACF 는 또한 웹을 통해 운전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거나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브라우저를 통해 원격으로 감시되거나 매개변수화 될 수 있습니다.

5

기기 상태 및 현재 
파라미터 설정

에러 및 경고  
메시지 화면

계측된 값 – 상세사항 
은 터치하여 확인

날짜, 시간   언어     홈       메뉴          Stop  Pause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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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상업용 GRIDCON® ACF
엄격한 EMC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분산 설치로 중성선의 부하
를 경감할 수 있는 솔루션.

최대 5개의 전력장치
(IPU) 를 제어할 수 있
는 제어 유니트(CCU)

GRIDCON® ACF작동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터치판넬

분산형 동기제어(DSC-
Distributed Synchro-
nous Control®) 방식의 
전력모듈

넓은 범위의 DC 공
급장치

상 전류의 3배까지 보상
될 수 있는 도체 및 중성
선 연결

이동식 계측장치(MIO) 
– 전류 및 전압 계측, 
디지털 입출력

엄격한 EMC 요구사항
을 위한 특별 버전 가능 
(EN55011에 따른 방출 
클래스 B)

파워 모듈별 개별 퓨즈

전력모듈 및 캐비닛 냉각
용 가변속 팬, 보호등급 
IP21까지 가능 

상 전류의 3배까지 보상
될 수 있는 도체 및 중성
선 연결

엄격한 EMC 요구사항
을 위한 특별 버전 가능 
(EN55011에 따른 방출 
클래스 B)

파워 모듈별 개별 퓨즈

전력모듈 및 캐비닛 냉각
용 가변속 팬, 보호등급 
IP21까지 가능 

개별 제어 및 자체 감시 
기능을 지닌 IPU (IGBT 
Power Unit)를 최대 5
개 까지 설치 가능

GRIDCON® ACF 빌딩 버전, 240 A, special color

추가 60A 전력모듈 
(IPU)를 위한 확장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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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GRIDCON® ACF는 3상4선식 장비입니
다. 만약 필요하다면, 중성선의 전류는 정격전류
의 3배까지 제거됩니다.

또한, 이 장비는 매우 컴팩트합니다. 고객에 의
해 요구된 경우, 주거용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
합하도록 매우 엄격한 EMC 기준을 만족합니다. 
산업환경 외에서, 경우에 따라 분산 적용하는 것
이 전기품질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

I  중성선 전류의 최대 3배까지의 3상4선 장비
I  정격용량 감소없이 전체 전력 415 V +10%까

지 운전
I  정격 전류 60A부터 300A까지 작은 단위의 모

듈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
 

I  높은 전력밀도와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
I  낮은 손실
I  보호등급 IP 21까지 가능
I  하나의 유니트에서 부하 균형 및 중성선 경감 

뿐만이 아니라 무효전력, 고조파 및 플리커의 
동적 보상

상업용 GRIDCON® ACF 는 특히 아래의 분야에
서 적합합니다;
I  사무 및 상업용 빌딩
I  신재생 에너지
I  데이터센터
I  병원

절연된 디지털 
입력과 출력

유연한 설치가 가능한  
MIO 계측 유니트
MIO는 분산방식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MIO는 변류기 근처에 위치
할 수 있습니다. 표준 네크워
크 케이블이 제어컴퓨터에 연
결됩니다.

최대 1000V의 계측 전압
과 높은 과전압을 견디는 
특성 (CAT III)

4개의 전류입력을 따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I  고정밀 A/D 변환기로 계측
I  1A / 5A 전환 가능
I  1초동안 최대 100A까지 과부하 가능



GRIDCON®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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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컴팩트.
3선 또는 4선 환경에서 낮은 정격으로 작은 공간에 설치.

GRIDCON® ACF compact 는 작은 정격이 필요하고 
공간이 협소할 때 항상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상업용 
GRIDCON® ACF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매우 컴
팩트한 형태입니다;
I  정격전류의 최대 3배까지의 중성선전류4선 장비
I  정격용량 감소없이 전체 전력 415 V +10%까지 운전
I  정격 전류  60 A의 모듈 방식으로 확장 가능
I  모든 GRIDCON® ACF 버전의 가장 컴팩트한 디자인
I  낮은 손실
I  하나의 유니트에서 부하 균형 및 중성선 경감 뿐만이 

아니라 무효전력, 고조파 및 플리커의 동적 보상

GRIDCON® ACF compact의 특별한 특징들이 
특히 아래의 분야에 이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
록 합니다;
I  사무용 및 상업용 빌딩
I  정류기에 추가
I  병원
I  작은 정격의 산업용 플랜트

고유의 GRIDCON® ACF 운영 
소프트웨어의 터치패널
operating software

계측유니트(MIO)의 연결 – 디지털 
입출력과 함께 전압 및 전류의 계측

가변속 팬

상 전류의 3배까지 보상될 수 있는 
도체 및 중성선 연결

공간 절약 및 분산 사용을 위해 벽면 설
치를 허용

내부에 구현된 MR의 기술:
자율 제어 및 자체 모니터링 기능
의 CCU(Control Computer Unit)를 
IGBT 전력 유니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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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의 네트워크 구조는 융통성이 매우 뛰어
납니다; 컨트롤러 설비의 Anybus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여 산업용 네트워크에서 간단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
욱이 모든 내부 연결들은 오류 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
고, 전자기 교란의 영향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전송합니
다. 내부 네트워킹은 공간 융통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GRIDCON® ACF와  MIO를 서로 다른 방에 설치할 수 있습
니다. 전류도 하나 이상의 MIO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지점에서 계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은, 예를 들어, 몇몇 배전계통 또는 비상전원 공급계통에 
중요합니다. “DSC-Distributed Synchronous Control® 
(분산동기제어)” 기술은 모든 구성품간에 동기화된 통신
을 보장하여  GRIDCON® ACF의 분산 계측 및 제어 시스
템이 언제나 잘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TCP/IP

DSC**

Anybus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산업용 네
트워크에서 융통성있
게 통합

              Up to six IPU* 125 A, 3-wire       or       up to five IPU* 60 A, 4-wireIPU*: IGBT Power Unit
DSC**: Distributed Synchronous Control® 
MIO***: Measurement / Input / Output

4개까지의 계측유니트 (MIO***)

4 x 전압계측                                    
4 x 전류 계측
4 x 디지털 입출력

www

터치패널

9

구조: NETWORKED. 
설치: FLEXIBLE. 
취급: SIMPLE.

3선 또는 4선 환경에서 낮은 정격으로 작은 공간에 설치.

IPU
* 2

IPU
* 3

IPU
* 4

IPU
* 5

IPU
* 6

DSC**

DSC**
IPU* 2

IPU* 3

IPU* 4

IPU* 5

MIO***2

MIO***3

MIO***4

CCU Control 
Computer Unit

DSC**

Comput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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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GRIDCON® ACF

MR사는 수동 및 능동필터의 설계와 운영에서 축
적한 방대한 경험을 토대로 GRIDCON® ACF 제품
군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분야에도 
적합한 고조파필터 제품군을 생산합니다.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GRIDCON® ACF 
제품군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듈화 구조, 낮은 손실 및 안정성입니다.

모듈화 원리: 확장을 위한 최대의 범위
모든 GRIDCON® ACF 필터는 모듈화 구조를 가
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규격화되고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상세히 기술하면, 산업
용 GRIDCON® ACF의 각각의 모듈은 125A 전류 
용량으로 제공됩니다. 용량이 변경되면, 최대 6개
까지의 모듈을 결합하여 총 750A까지의 전류를 
생산합니다. 컨트롤러를 추가하여, 시스템은 최
대 3,000A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류 
레벨은 제작 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입니다. 상업
용 GRIDCON® ACF에서 유효전류는 상업용에 적
합한 사이즈를 만들기 위하여 모듈당 60A 입니다. 
GRIDCON® ACF compact에서도 유니트를 확장 
추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안정성, 서비스 시간 단축

GRIDCON® ACF 제품군은 모듈형 구조이기 때문
에 고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의 모듈이 고장나더라도 고장이 고쳐질 때까지 
나머지 모듈들은 동작됩니다. 고장의 진단도 매
우 면밀합니다. 컨트롤러 안에 있는 SD메모리 카
드에는 시스템의 작동 상태가 기록됩니다. 필요시 
원인분석을 위하여 제작사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작업: 시스템은 개별 구성요소가 운
영자에 의해 빠르고 쉽게 교체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경험에 의한 제작.

GRIDCON® ACF Industrial version with 125 A extension module

GRIDCON® ACF Building version with 60 A extension module

GRIDCON® ACF compact with 60 A extens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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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벨 기술.

GRIDCON® ACF의 3-레벨 회로는 12개의 IGBT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기존의 2-레벨 능동필터는 
단지 6개로 구성됩니다. 이 특수 회로는 전력 반도
체의 전압부하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것은 한편
으로는 손실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높은 정격 
전압을 가진 전력망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DC 링크 전압도 더 높아서 높은 대역폭으
로 고조파를 여과하는데 필수인 더 높은 첨두 전류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낮은 손실과 높은 절연 내력.

3-레벨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2-레벨 구조에 비해 
출력 전류의 리플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분할 DC 
링크와 더 많은 수의 IGBT는 출력에서 추가적 3번
째 변환장치를 만듭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라인필
터와 EMC 필터를 동일한 개폐 주파수를 가진 채 
더 소형화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

100

150

200
Schaltzustand und resultierender Ripple des Stroms ‐ 2 Level Architektur

Schaltzustand
Strom in A

‐200

‐150

‐100

‐50

0

50 Schaltzustand
Strom in A

‐200

100

150

200
Schaltzustand und resultierender Ripple des Stroms ‐ 3 Level Architektur

‐150

‐100

‐50

0

50

100

Schaltzustand
Strom in A

‐200

‐150

스위칭상태
Current in A

스위칭 상태
Current in A

스위칭 상태와 결과 전류 리플 - 2-레벨 구조

스위칭 상태와 결과 전류 리플 - 3-레벨 구조

L1
L2
L3
N

~

Fuse Contactor EMC filter LCL filter   3-level inverter   DC link

Only GRIDCON® ACF Building version 
and GRIDCON® ACF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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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에서의 사용.
자동차 산업에서의 GRIDCON® ACF.

특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오늘날 부하의 대부분
은 전자 전력 소비장치입니다. 여기 생산라인은 종
종 전력 배전계통에 다른 주파수의 고조파를 발생
시키는 인버터로 구동되는 로봇에 의하여 작동됩
니다.  이러한 고조파는 발열의 원인이 되고 따라
서 전기장비의 조기 노후화, 전자제어기의 고장 및 
변압기 및 케이블 과부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
엇보다도, 고조파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능동 필터의 적합한 사용은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 전압의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있어서 규정된 제한의 준수를 가능하게  
하고 장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5, 43 및 49차 고조파로 인한 제한값 침해를 아래
에 표시된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능동 필터를 사
용하는 것은 모든 전압 한계값의 준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의 500A로 변압기상의 전류 부
하를 감소시킵니다.

장비의 확장을 위한 유연한 사용 및 범위는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규모 생산 라인 또
한 증가되는 보상 용량을 요구합니다. GRIDCON® 
ACF는 기존 설치된 캐비닛에 모듈을 추가함으로
써 생산 용량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체 공장과 페인트 공정에서 직면하는 
것과 같은 매우 다른 부하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GRIDCON® ACF의 동일한 버전은 작업, 서비스 
및 조달에서 낮은 복잡도를 보장하도록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류 (A)전압 (정격전압의 %)

             Without active filter                       With GRIDCON® ACF

1

0,5

0

-0,5

-1

전류 및 전압 곡선

Current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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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조건 하에서의 성공.
해양 플랜트에서 GRIDCON® ACF  
를 기반으로 하는 STATCOM 시스템.

해양플랜트에서의 사용은 검증되고 확인된 기술
을 요구하며, 또한 어려운 조건하에서 완벽하게 동
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히 전력 배급
의 유용성, 공급 전압의 안정성 및 전력 품질의 관
점에서 가장 엄격한 요구사항 하에서 운영되는 효
율적인 에너지 분배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해양 플
랫폼(예를 들어, 풍력 발전 또는 정유 및 가스산업
에서 사용되는)은 일반적으로 육지 기반의 연결
이 실패할 경우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해저 케이블 
연결과 병렬로 자체 발전으로 구성합니다. 여기에 
GRIDCON® ACF 기반의 STATCOM 시스템이 선
간 전압 및 무효전력 조정, 심지어 제한된 공급 조
건 하에서의 동적 안정화를 보장합니다. 

GRIDCON® ACF 기술, 3-권선 변압기 및 적합한 
규정의 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STATCOM 시스템
은 7.2 Mvar까지의 동적 보상 전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제어모드는 전압 조정 및 무효전력 조정
을 포함합니다. 적용에 따라, 상승 시간은 10ms에
서 40ms 입니다.

해양 플랜트에서 일시적인 오류 시나리오에 
대한 시스템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GRIDCON® ACF 기반의 STATCOM 시스템
은 대응하는 전력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특
별한 LVRT(Low-Voltage-Ride-Through) 및 
FRT(Fault-Ride-Through) 전략의 사용이 가능
합니다.

GRIDCON® STATCOM in fully  
air-conditioned offshore-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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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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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전력, 
더 많은 가치.

GRIDCON® ACF – 어떠한 환경에서도 깨끗한 전력망.

모든 적용에 올바른 솔루션 
I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하나의 제품 범위: 컴팩트한 벽부형 장비부터 3Mvar의 

여러 캐비닛 조합까지 가능
I  최적화된 전력 전자장치는380V 이하 또는 690V 이상의 넓은 전압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능
I  손실이 작고 격리된 주 냉각덕트가 있으면, 까다로운 환경 조건하에서도 

신뢰성있는 동작 가능

미래 응용에 적합
I  모듈 개념으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확장 및 개조가 간단
I  운전자가 새로운 작업 또는 수정된 작업을 위해 파라미터를 직접 설정할 수 있음, 

평생의 유연성 보장 
I  GRIDCON® ACF는 향후 51차 이상의 고조파도 보상 준비

모든 상황에서 최대의 운전 신뢰성
I  정격 전압 690V 이상의 과전압 카테고리 III 에서도 안전한 동작이 가능 
I  모든 장비는 산업 환경의 EMC 요구사항을 준수옵션으로, 4선 장비도 주거 환경에 

대한 엄격한 EMC  클래스 B를 만족 (EN55011)
I  통합 기계 및 전기 테스트에서 인증시험의 요건을 한참 뛰어넘는 매우 견고한 구조

낮은 생애주기 ( life-cycle) 비용
I  모듈 개념과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 주도형 투자가 가능하고 설치 

및 서비스 비용이 절감
I  예비품 및 확장 모듈의 보장되는 유효성은 안전한 투자와 긴 수명을 보장
I  손실이 아주 적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작고 공조 비용이 절감

유지보수 서비스와 운전의 간편함
I  옵션인 Anybus 통신모듈 덕분에 이더넷이나 기타 네트워크를 사용해 직관적이고 

안전한 터치패널 기반의 운전과 모니터링이 가능
I  훈련된 운영자가 쉽게 시스템을 체크하고, 팬 또는 전력 모듈 전체를 직접 교체할 수 있음
I  SD 메모리 카드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있어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시운전, 

문제해결, 제품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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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기술 사양.    
Technical data GRIDCON® ACF Industrial version

Nominal voltage 400 V (maximum 480 V) +10% 690 V (maximum 800 V on request) +10%

Nominal frequency 50 Hz / 60 Hz

Peak current 2 x rated current

Connection 3-phase + PE, neutral conductor connection not required (network topology: TN, TT, IT)

Compensation 3-wire operation: Outer conductors balanced and unbalanced (positive and negative sequence)

Filter function
harmonics

1st .. 51st harmonic (50 Hz) // 1st .. 41st harmonic (60 Hz)
All harmonics can be filtered simultaneously

Additional functions

Dynamic reactive power compensation 
Active and reactive power balancing (up to 100% of rated current) 
Voltage stabilization via Q(U)-control
Flicker compensation

Power losses < 2,5% of compensation power maximum,                                             < 2,1% of compensation power maximum,
< 2,2% in typical operation, < 0,4% when idle, < 100 W in standby       < 1,8% in typical operation < 0,4% when idle, < 100 W in standby

Switching frequency 10 kHz (low-loss version)

Control Internal control computer with two digital signal processors

Device setup and display Via touch panel with graphic display or internal web server (TCP/IP) and PC – No additional software required

Response time << 1 ms

Interfaces

Ethernet (TCP/IP)
Various field buses via optional Anybus modules (e.g. Profibus, Modbus)
4 x digital output (isolated, parameterized) for status messages
4 x digital input (24 VDC, parameterized) for external control and parameter set selection

Current transformer Either 2-phase or 3-phase current measurement, xx/5 A or xx/1 A (parameterized)
Current transformers are not included, 15 VA, class 1 or better recommended

Inverter 3-Level IGBT with voltage link (DC film capacitors)

Coloring Standard: RAL 7035 light grey (other colors and designs on request)

Dimensions
(approx. W x D x H)

800 x 600 x 2000 mm
800 x 600 x 2200 mm with optional base (needed for main air supply from front or back)

Cooling Standard: Air cooling with speed-controlled fans
Optional: Liquid cooling with connection to external cooling system via heat exchanger unit

IP protection degree Standard: IP20, optional: IP21 .. IP54 

Ambient conditions

Maximum ambient temperature without derating: 40° C 
Recommended ambient temperature for continuous operation: < 25° C 
Minimum operating temperature: 0° C, relative humidity: maximum 95%
Transport / storage: -20° C .. 70° C

Number of modules  1 2 3 4 1 2 3 4

Compensation power 87 kvar 174 kvar 261 kvar 348 kvar 150 kvar 300 kvar 450 kvar 600 kvar

Rated current 125 A 250 A 375 A 500 A 125 A 250 A 375 A 500 A

Neutral current – – – – – – – –

Weight About 340 kg About 460 kg About 580 kg About 700 kg About 340 kg About 460 kg About 580 kg About 700 kg

Extendability Up to a maximum of 5 cabinets (1,7 Mvar, 2,5 kA) Up to a maximum of 5 cabinets (3 Mvar, 2,5 kA)

EMC class EN 55011, class A1 (industrial environment)

Standards EN 50178, EN 61439-1, EN 61439-2, EN 61000-6-2, EN 61000-6-4, EN 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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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GRIDCON® ACF Building version                                                                        GRIDCON® ACF compact

Nominal voltage 400 V (maximum 415 V) +10%

Nominal frequency 50 Hz / 60 Hz

Peak current 2 x rated current

Connection 3-phase + PE + N / PEN, neutral conductor connection mandatory (network topology: TN)

Compensation 3-wire operation: Outer conductors balanced and unbalanced (positive and negative sequence)
4-wire operation: Additionally neutral conductor (positive, negative and zero sequence)

Filter function
harmonics

1st .. 51st harmonic (50 Hz) // 1st .. 41st harmonic (60 Hz)
All harmonics can be filtered simultaneously

Additional functions

Dynamic reactive power compensation 
Active and reactive power balancing (up to 100% of rated current) 
Voltage stabilization via Q(U)-control
Flicker compensation
Neutral conductor relief

Power losses < 2,6% of compensation power maximum,                                       
< 2,3% in typical operation, < 0,7% when idle, < 100 W in standby

Switching frequency 20 kHz (low-loss version)

Control Internal control computer with two digital signal processors

Device setup and display Via touch panel with graphic display or internal web server (TCP/IP) and PC – No additional software required

Response time << 1 ms

Interfaces

Ethernet (TCP/IP)
Various field buses via optional Anybus modules (e.g. Profibus, Modbus)
4 x digital output (isolated, parameterized) for status messages
4 x digital input (24 VDC, parameterized) for external control and parameter set selection

Current transformer 3-phase current measurement, xx/5 A or xx/1 A (parameterized)
Current transformers are not included, 15 VA, class 1 or better recommended

Inverter 3-Level IGBT with voltage link (DC electrolytic capacitors)

Coloring Standard: RAL 7035 light grey (other colors and designs on request) Dark grey

Dimensions
(approx. W x D x H)

Standard: 600 x 600 x 1800 mm
Optional: Other form factors and dimensions on request 

Device: 441 x 252 x 554 mm
MIO: 243 x 77 x 143 mm

Cooling Air cooling with speed-controlled fans

IP protection degree Standard: IP20, optional: IP21

Ambient conditions

Maximum ambient temperature without derating: 40° C 
Recommended ambient temperature for continuous operation: < 25° C 
Minimum operating temperature: 0° C, relative humidity: maximum 95%
Transport / storage: -20° C .. 70° C

Number of modules  1 2 3 4 5 1

Compensation power 42 kvar 83 kvar 125 kvar 166 kvar 208 kvar 42 kvar

Rated current 60 A 120 A 180 A 240 A 300 A 60 A

Neutral current 180 A 360 A 540 A 720 A 900 A 180 A

Weight About 225 kg About 285 kg About 345 kg About 405 kg About 465 kg About 58 kg

Extendability  Up to a maximum of 5 modules (208 kvar, 300 A) Up to 4 extension modules

EMC class Standard: EN 55011, class A1 (industrial environment), optional: class B (residential environment)

Standards EN 50178, EN 61439-1, EN 61439-2, EN 61000-6-2, EN 61000-6-4, EN 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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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크기
GRIDCON® ACF Industrial version

Standard version with main air supply through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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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Industrial version

Version with optional base for main air supply from front or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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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Building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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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Industrial version with liquid cooling

Version with heat exchanger unit on top

Connection to external cool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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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CON® ACF compact + MIO

GRIDCON® ACF Building version – power unit (IPU) for separate installation / extension

Extension module compact IPU

 
 

40
1

427

21
7

Main device with integrated control computer, touch panel, main switch and MIO

MIO (measurement unit with digital inputs and outputs)  
To be installed seperatly, e.g. in supply section

Wall-mounted installation („book-style“) Installation in 19 inch frame (height of 5 RU)

Extension module (IPU), controlled from main device

  

45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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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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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Achtung – Strompfad! K/L vor Abtrennung kurzschließen
Caution – Current Circuit! Short-circuit K/L before disconnecting

Supply OK
Status

X6.1                             X6.2                              X6.3                              X6.4                                          X7 Voltage Measurement
K   L                            K   L                                   K   L                                 K   L                              N               L1              L2               L3              PE

Current Transformer

 DSC 1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     +                               

X1 AC
Monitoring

X2 Digital Out X3 Digital In X4 Temperature X5 24V DC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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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upport.pq@reinhausen.com

MEDIUM-VOLTAGE SOLUTIONS: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Power Quality
Alte Chaussee 73
99097 Erfurt, Germany
Phone: +49 361 30103-0
Fax: +49 361 30103-20
E-mail: support.pq@reinhausen.com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Falkensteinstrasse 8
93059 Regensburg, Germany
Phone: +49 941 4090-0
Fax: +49 941 4090-7001
E-mail: info@reinhausen.com

www.reinhause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