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
O

C
R

_B
ui

lt_
in

_Z
C

T
 ⓒ

20
09

 S
am

w
ha

 E
O

C
R

 L
td

.-
A

ll 
rig

ht
s 

re
se

rv
ed

.

03/2009

삼 화 이 오 씨 알 주 식 회 사

서울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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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R-i3BZ/iFBZ/3BZ2/FBZ2
상변류기 내장 전류계형 디지털 과전류, 지락 보호 계전기

��ZZCCTT를를 내내장장하하고고 있있어어 외외부부 ZZCCTT와와 연연결결없없이이 지지락락보보호호 가가능능

�80A까지 외부CT없이 보호가능 (정한시)

�Low Frequency (5Hz~) 계측 및 보호가능

�iFBZ/FBZ2 인 경우 표시창 (PDM) 없이 운전 가능 - 하나의 표시창 (PDM) 으로 전제품에 호환가능

(표시창을 떼어내고 운전해도 보호기능과 동작에 이상 없음)

�Communication 기능 : Modbus/RS-485 (i3BZ/iFBZ)

�Real Time Processing/High Precision

�보호기능 : 과전류, 부족전류, 결상, 역상, 지락, 전류 불 평형, 기동중 및 운전중 구속 기능.

�진보된 기술에 의한 보호기능 : 열축적 반한시에 의한 보호 (32A까지 외부 CT 없이 사용가능)

�과전류 동작 특성 : 정한시, 반한시, 열축적 반한시 (32A까지 외부 CT 없이 사용가능) 기능설정

�보조기능 : 운전시간 저장기능, 3회 동작원인 저장기능 (Fault History), 재기동 제한기능, Fail Safe기능.

�Monitoring 기능 강화 - 원거리 (400M) 실시간 감시기능 : 3상 전류 및 누설전류 순환표시, 동작 원인 표시 및 설정 가능

�Bar Graph 표시 기능 : 설정전류에 한 운전전류 비율

�3상 및 단상 설정 가능

�MCU (Micro-Controller Unit) 내장

�전자파 NOISE(무전기)에 이상 없이 동작

주요 특징

EEOOCCRR--ii33BBZZ 패패널널내내장장형형 EEOOCCRR--iiFFBBZZ 패패널널매매입입형형

EEOOCCRR--ii33BBZZ 패패널널내내장장��단단자자 형형 EEOOCCRR--iiFFBBZZ 패패널널매매입입��단단자자 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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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R-i3BZ/iFBZ/3BZ2/FBZ2
상변류기 내장 전류계형 디지털 과전류, 지락 보호 계전기

항항 목목 동동작작 조조건건 // 설설정정 범범위위 동동작작 시시간간

설정전류 보다 높은 전류가 흘 을 경우
정한시 : 0.2~30초 설정가능

과과전전류류 정한시 : 0.5~80A, 반한시 : 0.5~32A
반한시(In & th) : 1~30 Class

외부 CT와 조합사용은 불가함.

부부족족전전류류
설정전류 보다 낮은 전류가 흘 을 때

정한시 : 1~30초 설정 가능 (반한시 선택시에도 정한시 동작)
0.5~과전류 설정값 이하

결결 상상
상간의 전류 편차가 85% 이상일 경우 동작.

0.5~5초 설정가능
동작여부 설정가능.

역역 상상 상순이 바뀌어 입력될 때. 동작여부 설정가능 0.15초 이내

기동시에 설정전류 보다 높은 전류가 계속 입력되고
D-Time 경과후 0.5초 이내

SSttaallll 기동시에만 적용됨. 과전류(oc) 설정값의 배수로 설정.
D-Time : 0으로 설정시 동작안함

2~8배, oc × Stall ≤ 250A인 조건에서 설정가능

운전중 급속한 부하의 증가로 설정전류 이상의 전류가
0.2~10초 설정가능

JJaamm 흐를 때. 운전 중에만 적용됨. 과전류 설정값의 배수로 설정. 
반한시 선택시에도 정한시 동작

1.5~8배, oc × Jam ≤ 250A인 조건에서 설정가능.

상간 전류 불평형율이 설정 이상으로 편차가 있을 경우,

불불평평형형 10~50% 설정가능 1~10초 설정가능

불평형율=(최고 상전류-최소 상전류)/최 상전류 x 100%

지지락락전전류류
설정된 지락전류 보다 높은 지락전류가 흘 을 경우.

0.1~10초 설정가능
0.03~10A 설정가능

보호기능

PPaasssswwoorrdd 설설정정 비 번호를 저장하여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설정 또는 설정을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3상상//단단상상 선선택택 선택에 의해 다른 조작 없이 3상 또는 단상 모터에 사용 가능

동동작작 특특성성 선선택택 정한시/반한시를 사용자의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

지지락락동동작작 지지연연시시간간
기동전류 또는 기동시 발생하는 고조파에 의해 지락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시 지락동작을 지연시키는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

FFaaiill SSaaffee 선선택택 계전기의 조작전원의 인가 또는 계전기의 이상을 체크하는 기능으로 선택 사용 가능

총총 운운전전시시간간 저저장장 총 운전한 시간이 누적되어 저장되는 기능으로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기능

운운전전시시간간 저저장장
설정 또는 삭제가 가능한 운전 시간 저장기능으로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가능한 기능

운전시간을 설정 → 경과 후 미터에 표시가 됨

복복귀귀 방방법법 선선택택 수동/자동/전기적 복귀 선택기능

동동작작 이이력력 저저장장 최근에 동작한 원인과 동작시의 전류를 3회까지 저장하고 운전 중에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

재재기기동동 제제한한 기기능능 자동 복귀를 설정했을 경우 30분내에 자동으로 복귀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기능

보조기능

항항 목목 사사양양 비비고고

통통신신 프프로로토토콜콜 Modbus RTU 

통통신신 방방식식 RS-485  

통통신신 속속도도 1.2, 2.4, 4.8, 9.6, 19.2, 38.4 kbps  

통통신신 거거리리 최 1.2kM 사용환경에 따라 다름

통통신신선선 범용RS-485 Shielded Twist 2-Pair Cable   

통신기능 (i3BZ/iFBZ에만 해당)

*1)

*1) th 기능은 3BZ2/FBZ2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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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전전류류
정격전류 조정범위(A) 정한시 : 0.5~80A(1개 모델 설정).

반한시/열축적 반한시 : 0.5~32A

외부 CT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부부족족전전류류 정격전류 조정범위(A) 0.5~과전류 설정치 이하 또는 oFF(적용하지 않을 때)

지지락락전전류류 oFF, 0.03~10A

동동작작 시시간간특특성성 정한시(Definite)/반한시(Inverse)/열축적 반한시(Thermal Inverse)

과전류/정한시 기동 지연시간 D-Time 0~200초

과전류/정한시동작시간 O-Time 0.2~30초

시시간간설설정정 반한시(열축적 반한시) 1~30 Class

지락전류/동작지연시간(Edt) 0~30초

지락전류/동작시간(Et) 0.1~10초

자동복귀 시간 0.5초~20분(20n) (A-r)/수동 즉시 복귀(H-r)/전기적 복귀(E-r)

전압 100~240VAC(-15%, +10%, Free Voltage), 24VAC/DC(-15%, +10%)

제제어어전전원원 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7VA 이하

출출력력접접점점
용량 3A/250VAC 저항부하

구성 과전류(OL) : 1a1b, 지락 전류(GR) : 1a

표표시시기기능능
7 Segment LED 3상 전류표시, 트립 원인 표시, 설정값 및 설정항목 표시

Bar graph 실 부하율 표시(65~100%)

통통신신기기능능 ((ii33BBZZ//iiFFBBZZ)) Modbus/RS-485

설설치치방방식식 Panel 내장형 : EOCR-i3BZ/3BZ2, Panel Mounting 형 : EOCR-iFBZ/FBZ2

절절연연저저항항 회로와 외함간 DC 500V 10MΩ 이상

회로와 외함간 2KV, 50/60Hz , 1 Min.

절절연연내내압압 접점 상호간 1kV, 50/60Hz, 1 Min

회로간 1.5kV, 50/60Hz, 1 Min

EElleeccttrroossttaattiicc DDiisscchhaarrggee ((EESSDD)) IEC61000-4-2 Level 3 : Air Discharge : ±8kV, Contact Discharge : ±6kV

RRaaddiiaatteedd DDiissttuurrbbaannccee IEC61000-4-3 Level 3 : 10V/m, 80~1000MHz

CCoonndduucctteedd DDiissttuurrbbaannccee IEC61000-4-6 Level 3 : 10V, 0.15~80MHz

EEFFTT//BBuurrsstt IEC61000-4-4 Level 3 : ±2kV, 1 Min

SSuurrggee IEC61000-4-5 Level 3 : 1.2×50μs, ±2kV(0�, 90�, 180�, 270�)

11MMHHzz BBuurrsstt DDiissttuurrbbaannccee IEC61000-6-12 Level 3 : 2.5KV, 1MHz

EEmmiissssiioonn CISPR11 Class A(Conducted and Radiated)

사사용용환환경경 온도 저장(Store) -40℃~+85℃

운전(Operation) -20℃~+60℃

습도 30~85% RH(결로가 없는 상태)

치치수수 70W×56.3H×108.1D

중중량량 EOCR-i3BZ : 295g, EOCR-iFBZ : 280g

EOCR-3BZ2 : 292g, EOCR-FBZ2 : 276g

PDM(Cable 3M기준) 125g (120g)

정격사양

모모델델명명 EEOOCCRR--ii33BBZZ//iiFFBBZZ,, EEOOCCRR--33BBZZ22//FFBBZZ22

*1)

*1) 3BZ2/FBZ2에는 열축적 반한시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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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R-i3BZ/iFBZ/3BZ2/FBZ2
상변류기 내장 전류계형 디지털 과전류, 지락 보호 계전기

과전류 동작시간 특성곡선

표2. 과전류보호 정한시 동작특성곡선 표3. 과전류보호 열축적 반한시 동작특성 (0.5~32A) 

표1. 과전류보호 반한시 동작특성 (0.5~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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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시간설정 요령

● 과과전전류류 보보호호

정한시(Definite)로 사용할 경우의 설정

1.전류 설정

- 모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에 설정하되 기계 또는 부하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동이 완료된 후 정상적인 부하로 운전되고 있을 때 그 운전

전류 보다 110~120% 높게 설정합니다.

2.기동지연시간

- 그 모터의 예상 기동시간을 설정합니다. 기동시간을 모르는 경우에는 15초에 설정하고 모터를 기동하고 표시창에 표시되는 전류가 정상 운전

전류로 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설정을 측정된 기동시간보다 약 2초 정도 길게 수정합니다. Y-D 기동기 일 때에는 Y 기동에서 Delta로 전환되는

Timer의 설정시간 보다 2초 길게 설정합니다. Blower(AHU)와 같이 관성이 큰 부하의 경우에는 기동 상태에 따라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3.동작시간(O-Time) : 전류설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계전기가 동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O-TIME Knob로 설정합니다.

반한시(Inverse) 또는 열축적 반한시(Inverse Thermal)로 사용할 경우의 설정

1.전류 설정

- 모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에 설정합니다.

2.기동지연시간

- 반한시(Inverse) 사용할 경우에는 기동 지연시간의 설정이 필요 없으나, 기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전 중 과전류가 흐를 때 빠른 동작을 원할

경우에는 D-Time을 설정하면 설정한 D-Time 동안에는 과전류는 동작하지 않고 지연되며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Hot Curve로 동작하게 됩니다.

열축적 반한시(Inverse Thermal)를 선택하면 기동지연 시간의 설정과 관계없이 계산된 열의 축적에 따라 동작시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열축적

반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D-Time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특성곡선(Class) : 전류-시간 특성곡선으로 1-30 곡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곡선은 IEC 표준과 일치하는 동작 곡선입니다. 또한 1, 5, 10 등의

Class 의미는 설정 전류의 550%의 전류가 흘 을 때 Cold Curve에서의 동작 시간과 일치합니다. 설정 시에 참조가 가능합니다.

주의 : 외부 CT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AAuuxx ““AA””

FFlliicckkeerr ““FF””

HHoolldd ““HH””

정정상상운운전전기기동동중중
부부하하상상태태

““AALLoo설설정정””

AAlleerrtt 설설정정 이이상상의의

전전류류에에서서 동동작작 상상태태
TTrriipp

경보 (Alert) 동작 특성표

이 기능은 OL과 GR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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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R-i3BZ/iFBZ/3BZ2/FBZ2
상변류기 내장 전류계형 디지털 과전류, 지락 보호 계전기

디스플레이 정면도

3상의 운전전류를 EOCR 전면에 설치된 5 Digit 7 Segment 디지털 모니터에 상 표시와

함께2초간격으로자동순환표시되는디지털3상전류계기능입니다.

77 SSeeggmmeenntt LLEEDD

제어판넬 어느 방향에서나 반사로 인한 사용자의 식별 오류를 없애기 위해 문자 크기가

크고안정감을주는배경색을적용하 습니다.

BBaarr ggrraapphh

�OC(과전류보호)설정전류에 한현재의운전전류의비율을나타내므로모터의부하

상태를알수있습니다.

�OC설정치를 모터의 정격전류로 하면 Bar graph가 표시하는 백분율(%)은 모터의

부하율을 나타냅니다.

�과전류설정치에 한현재흐르고있는전류의비율을표시

즉,  % 표시= (현재의전류/과전류설정치) ×100%

�65%이하의 전류일 경우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전류 설정을 4.5A로 했을 경우 흐르는 전류가 3.6A이면 80%까지의

LED가 켜지고, 2.92A 이하의 전류에서는 켜지지 않으며, 4.5A이상이 흐르면

100%(빨간색)까지 켜져서 과부하 상태를 나타냅니다.

각각 상상의의 표표시시

�과전류, Stall 및 Jam 동작시에는 제일 높은 전류의 상을 표시

�저전류와 전류 불평형으로 동작시에는 제일 낮은 전류의 상을 표시

�결상 동작시 결상된 상을 표시

�운전중에는 상 표시와 그 상의 전류를 표시

AAmmpp :: 전류가 흐르거나 전류를 설정할 때 Amp LED가 ON상태가 됩니다.

××1100 :: 표시할 전류가 999 암패어 이상이 될때 ON상태가 되어 10배의 전류가 흐른

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운전시간 설정시에 10시간 단위로 설정되며 이 때,

LED가 ON상태가 됩니다.

SSeecc :: Second(초)단위의 시간을 나타낼 때 ON이 표시됩니다.

77 sseeggmmeenntt LLEEDD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

복복귀귀

SSeett//SSttoorree

OOLL 출출력력 aa접접점점

OOLL 출출력력 bb접접점점

통통신신전전원원

지지락락출출력력 aa접접점점

모모드드선선택택

스스위위치치

OOLL 출출력력 aa접접점점

OOLL 출출력력 bb접접점점

통통신신전전원원

지지락락출출력력 aa접접점점

77 sseeggmmeenntt LLEEDD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

모모드드선선택택

스스위위치치

복복귀귀

SSeett // SSttoorree

65 70 75 80 85 90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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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디지털 전류계 기능

※ 운전중 SET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동순환표시 신 수동순환표시로 되며 수동순환모드에서는 SET(store) 버튼을

한 번 누를때마다 위의 순서 로 순환하므로 필요시 어느 한 상의 전류를 고정시켜 집중관리가 가능합니다.

※ ESC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동순환표시로 되돌아갑니다.

※ 동작이력(Fault History) 확인 : 전류순환표시에서 ESC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가장 최근 동작 원인과 동작상의 전류

또는 동작 상이 표시되며, DN 버튼을 다시 누르면 DN 버튼을 누를 때마다 R상, S상, T상, (지락전류)가 차례로 표시되며,

그 이전 동작이력을 확인하려면 DN 버튼을 다시 누르면 동작 정보가 표시됩니다. 동작 정보가 표시되는 동안 Bar

graph는 가장 최근 동작 내용 표시동안에는 100% LED만 켜지고, 그 이전 동작 내용 표시 동안에는 95%와 100%

LED 2개가 켜지며, 가장 오래된 동작 내용이 표시되는 동안에는 90%, 95%, 그리고 100% LED 3개가 켜집니다. 

동작이력 확인 도중에 ESC를 짧게 누르면 전류순환표시로 전환되며, UP 또는 DN 버튼을 누르면 고장 전류 표시일

때는 좌측 L1, L2, L3 LED중에 해당 상의 LED가 표시되며, 다른 고장 정보 표시에는 고장 항목 정보가 함께 표시

됩니다. 고장이력은 최 3개까지 저장되며, 3개가 초과되면 가장 오래된 고장이력을 덮어 니다.

버버튼튼표표시시 기기능능설설명명

UP 또는 DN 버튼을 눌러 설정 하려고 하는 메뉴를 찾습니다. 메뉴는 설정순서 및 표시의

설명을 참조합니다.

SET 버튼을한번눌러설정을시작한다는신호를계전기에보냅니다. 이때설정하고자하는숫자나

문자가깜박거리기시작합니다. 설정이가능하다는것을알리는신호입니다.

UP 또는 DN 버튼을 눌러 설정하려고 하는 숫자나 문자를 찾습니다.

설정하려고 하는 문자나 숫자가 표시되면 SET 버튼을 눌러 계전기에 기억시킵니다.

깜박이던 문자나 숫자가 멈춘다. 설정이 기억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SC 버튼을 누르면 전류 표시로 돌아갑니다. 설정이 끝나고 ESC 버튼을 누르지 않고 50초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전류 표시로 돌아갑니다.

버튼스위치 역할 및 설정순서

●설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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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R-i3BZ/iFBZ/3BZ2/FBZ2
상변류기 내장 전류계형 디지털 과전류, 지락 보호 계전기

순순서서 설설정정 내내용용 표표 시시 내내 용용 DDeeffaauulltt

기능설정순서 및 설정 메뉴

사용자이외의사람이설정이나설정내용을수정이불가능하도록하기위해설정하는

비 번호입니다. 분실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편리합니다. 000으로설정하면설정변경시비 번호를체크하지않습니다.

3상의경우에는Ph:3Ph을, 단상에사용할경우에는Ph:1Ph를설정하여사용해야

합니다. 단상을 선택하면 역상,결상 및 불평형 기능과 선택이 없어집니다.

Time-Current Characteristic(전류-시간 동작특성)으로 dE는 Definite로 정한시를,

In은 Inverse로 반한시를, th는 Thermal로 열축적 반한시 특성을 의미하며, no를

선택하면 과전류 기능만 동작하지 않고 다른 모든 보호기 능은 작동합니다.

3BZ2/FBZ2의 경우에는 열축적반한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통의 기본 주파수로 50 또는 60을 선택합니다.

Fail Safe기능선택으로 조작전원이 인가되면 OL(과부하)출력접점이 a는 b로,

b는 a로 전환되며 동작(Trip)되면 원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기능을 선택할

경우에는 on을 선택하면 됩니다. oFF를 선택하면 OL접점의 변화는 없고 동작

시에만 상태가 바뀝니다. 설정을 변경한 경우에 전원을 OFF하고 다시 재인가해야

새로운 설정이 적용됩니다.

Reverse Phase(역상)기능의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on하면 역상기능이 있는 것

입니다. oFF를 설정하면 역상이 입력되어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모터를 고정하고

사용하는 곳에서는 oFF에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Over Current로 원하는 과전류 값을 설정합니다. 단 설정된 부족전류(uc:xx) 값 이하

로는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동중 과전류,부족전류,Stall과 Jam기능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시간의 설정

입니다. 단 결상과 역상은 설정 시간내에도 동작하며 기동시에만 작용하며 한번

지나가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한시(tcc:dE) 사용시에는 과전류 상태에서 계전기 동작시간을 설정하며, 

반한시(tcc:In)사용시에는 동작 특성곡선과 모터에 축적된 열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동작특성을 선택할 때 이나 을 선택하면 O-Time은

cLS로 나타나며 이것은 특성 곡선을 의미하고 선택한 특성곡선에 의하여 동작

합니다.

Under Current(저전류-부족전류)를 설정하는 것으로 무부하 전류에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된 과전류(oc) 값 이상으로는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Under Current Operating Time(전전류 동작시간)으로 설정된 저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면 동작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저전류 설정을 oFF에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 Menu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를 원하는 지락 전류를 설정합니다. 설치후 모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누설전류나 회로의 절연을 검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전류를 설정합니다.

여기에 설정된 전류는 ZCT 1차 지락 전류를 의미합니다.

지락 전류가 설정치 이상으로 감지 되었을 때 동작을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 범위는 0.1초~10초이며 정한시 동작입니다.

모터가 기동할 때 발생하는 누설전류로 인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동작을

지연시키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범위는 0~30초입니다.

Phase Loss(Single Phasing-결상) 보호기능의 설정으로 보호를 원하면

PL:on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상으로 선택하면 이 Menu는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Phase Loss Operating Time(결상 동작시간)으로 결상이 발생 했을때 동작

하는 시간을 0.5~5초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PL:oFF를 선택하거나 단상 사용

으로 선택하면 이 Menu는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Unbalanced Current(전류불평형)을%로설정합니다. 이기능이필요없을경우에는

oFF에설정합니다. 불평형율= (최 상전류- 최소상전류) / 최 상전류x 100%

불평형동작시간으로1~10초까지설정가능합니다.

Stall Current (기동중구속전류)설정으로과전류설정(oc: xx)값의배수로설정합니다.

기동시에만적용되며기동지연시간(D-Time)이끝난후0.5초이내에동작합니다. 

D-Time을설정하지않으면이기능은무시됩니다.

Jam(운전중구속)으로과전류설정값(oc:xx)의배수로설정하며운전중급격한부하의

증가가발생했을때보호하는기능입니다.

Jam Operating Time(Jam 동작시간)으로운전중Jam이발생했을때동작시간을

설정합니다.

*1)
11 PPaasssswwoorrdd 

22 단단상상 33상상 선선택택

33 동동작작특특성성

44 주주파파수수

55 FFaaiill SSaaffee

66 역역상상

77 과과전전류류 설설정정

88 기기동동 지지연연 시시간간

99 동동작작시시간간

1100 저저전전류류 설설정정

1111 저저전전류류 동동작작시시간간

1122 지지락락 전전류류

1133 지지락락동동작작 시시간간

1144 지지락락동동작작 지지연연시시간간

1155 결결상상

1166 결결상상 동동작작 시시간간

1177 불불평평형형

1188 불불평평형형 동동작작시시간간

1199 SSttaallll

2200 JJaamm

2211 JJaamm 동동작작시시간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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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 (경보)설정으로과전류설정의%로설정한다. 설정된%이상의전류가감지되면

아래에서정한출력을ALo:xx (결조출력형태에따라07-08단자에서출력이나옵니다.)

Alert Output (경보출력형태)로Ampere Relay을의미하고, 전류가감지되면07-08이

붙고전류가없으면떨어집니다.

Flickering의의미로출력부에전등을달면전등이깜박거린다는뜻으로설정%이상의

전류가흐르면Close-Open을반복하는출력이됩니다.

Holding의의미로설정한%이상의전류가흐르면출력접점이붙고(Close) 전류가

내려가면떨어지는(Open) 출력입니다.

Time Out으로모터Running Hour을설정했을때이Menu를설정하면rh:xx 에서

설정한시간이지나면출력접점이1초Close 1초Open을반복하여시간이지났음을

알려주는신호로사용합니다.

Under Current출력전용으로사용하기위한Menu임. 저전류가발생하면출력접점이

붙습니다. 다른출력을선택하면이출력은무시됩니다.

Electric Reset (전기적복귀)으로EOCR에공급한전원을차단하면복귀하는방법으로

원방에서복귀가가능하므로원방복귀라고도합니다.

Manual Reset (수동복귀)으로EOCR의전면에있는ESC버튼으로만복귀가가능합니다.

동작원인을확인하고복귀시켜야하는경우에사용합니다.

Auto-Reset (자동복귀)으로EOCR동작후설정한시간에자동으로

복귀시키는Menu입니다. 0.5초~20분까지설정이가능합니다.

역상, 결상, 지락, Stall 및Jam으로동작하면자동복귀하지않습니다.

자동복귀를선택하고사용할경우연속적인기동은기동전류에의해발생하는열이

모터에축적되여모터의소손으로발전될가능성이있어30분이내에재기동이가능한

횟수를 정하는 것으로 과도한 열의 축적을 방지 하는 목적에 사용됩니다. 

oFF,1~5회까지 선택할 수있습니다.

EOCR을설치하고최소감지전류이상이흐르면운전시간이누적되여총99999시간

까지적산됩니다. 최소표시시간은0.1시간단위입니다. 운전중이Menu에들어가면

-trh- 과033를1초간격으로반복하여보여주고ESC를누르면전류표시로돌아갑

니다. 표시중에문제가발생하면우선적으로보호기능이작동하여Trip하게됩니다. 

적산돤시간은지우거나설정이불가능합니다.

Running Hour(운전시간)설정으로이Menu에들어가면설정후부터운전한시간이

-rh-와운전시간을반복하여보여줍니다. 모터가정지시oFF를설정하면운전시간이

삭제되고다시설정하면운전시간이누적됩니다.

모터운전중에는표시되지않으며모터정지시에oFF를선택하면누적된운전시간이

지워집니다. C타입경우에ALo:to로설정하면설정시간이지나면07-08접점의출력이

나옵니다.

통신에서사용하는제품의고유번호를지정하는것으로001~247까지설정합니다. 

중복되지않도록지정해야합니다.

통신속도를설정하는것으로1.2kbps, 2.4Kbps, 4.8Kbps, 9.6Kbps,19.2Kbps 

및38.4Kbps가있습니다.

통신Parity설정으로odd, even 및non중하나를선택하여설정합니다.

Communication Time Out로여기에서정한시간내에Host에서Data요청이없으면

통신두절로판단하고경고를발하게되는시간을설정합니다. 1~999초까지설정이

가능합니다. oFF로설정하면통신두절을감시하지않습니다.

모터가정지시에이Menu에들어가면3초후설정된O-Time를Countdown 후End 

표시를하며출력은Trip상태가됩니다. ESC를누르면전류표시로돌아갑니다. 

모터가운전상태일경우에는이Menu는나타나지않습니다. 

Trip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이것은설정Menu가아니고tESt의경우완료를표시하는것입니다. 

이것도동작이력에저장됩니다.

순순서서 설설정정 내내용용 표표 시시 내내 용용 DDeeffaauulltt

설정

Menu아님

설정

Menu아님

설정

Menu아님

설정

Menu아님

*1) 3BZ2/FBZ2에는 없음

*2) 3BZ2/FBZ2에는 열축적 반한시 기능 없음

2222 경경보보

2233 북북귀귀방방법법

2244 재재기기동동제제한한

2255 총총 운운전전 시시간간

2266 운운전전시시간간

2277  운운전전시시간간 설설정정

2288 통통신신

2299 시시험험

3300 완완료료

*1)

이 항목은

공통접점 으로

사용하는

제품에만

가능한 기능임

기능설정순서 및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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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R-i3BZ/iFBZ/3BZ2/FBZ2
상변류기 내장 전류계형 디지털 과전류, 지락 보호 계전기

동동작작표표시시 (( TTrriipp IInnddiiccaattiioonn ))

동동작작 (( TTrriipp )) 동동작작 시시에에 UUPP// DDNN 버버튼튼을을 눌눌러러 각각상상의의 전전류류를를 확확인인 가가능능

동동작작 원원인인 표표 시시 표표시시 내내용용 LL11 LLEEDD 켜켜짐짐 LL22 LLEEDD 켜켜짐짐 LL33 LLEEDD 켜켜짐짐

과과전전류류
과전류로 동작된 가장 높은

상전류와 상을 표시합니다.

결결 상상 결상된 상을 표시합니다.

역역 상상 역상으로 동작됨을 표시합니다.

SSttaallll
기동중 구속으로 동작된 가장

높은 상과 전류를 표시합니다.

JJaamm
운전중 구속으로 동작된 가장

높은 상과 전류를 표시합니다.

불불평평형형
전류 불평형으로 동작되고

가장 낮은 상 전류를 표시합니다.

지지 락락
지락으로 동작되었음을 보여주고

동작된 지락전류를 표시합니다.

부부족족 전전류류
저전류로 동작된 가장 낮은

상 전류와 상을 표시합니다.

TThheerrmmaall
축적된 온도에 의해서 동작

모터에 축적된 열이 내려가도록 기다리거나 동작특성을 바꿔서 기동해야 합니다.
했음을 표시합니다.

기기동동 제제한한
기동제한 횟수에 걸려 재기동

UP/DN은 동작하지 않으며, 제어전원을 oFF 하거나 ESC 버튼을 눌러야 해제됩니다.
불가함을 표시합니다.

계전기가 Trip하면 Trip된 원인과 전류를 표시하며 3번의 Trip 원인과 Trip시 각상의 전류를 기억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지 또는 운전

중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동작원인표시 및 확인방법

입출력 단자 구성도

AA타타입입

CC타타입입

조작전원

지락 출력 a접점 OL 출력 b접점

OL 출력 a접점

통신 (3BZ2/FBZ2에는 없음)

A1   A2   57    58   95   96  97   98    V-   D1   D0    S    

GR OLOL COMM

A1   A2   95    96   57   58   Z1   Z2    V-   D1   D0    S  

OL GR COMM

A1   A2   95    96   97   98   Z1   Z2    V-   D1   D0    S    

OL / GR COMM

ZCT

ZCT

조작전원

AL/UL/TO OL/GR 공통출력 1a1b접점

통신 (3BZ2/FBZ2에는 없음)

A1   A2   07    08   95    96    97   98    V-   D1   D0    S  

OL / GRAL / UL / TO COMM

※ 통신두절 감시 설정이 가 아닌 경우, 발생하면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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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예시도

MC

MC

A2 07 95 97

A1 08 96

AL OL/GR

98

MC

Y

Elec.
Reset

Off

On

Warning 
& Trip

FuseTr.

MCCB

440,380/220

Fuse

Modbus 
RS-485 통신 
(3BZ2/FBZ2
에는 없음)

EOCR-i3BZ/iFBZ

OL & GR : 공통출력

EOCR-i3BZ/iFBZ

OL : 1a 1b, GR : 1a -- 독립접점

33상상 모모터터 결결선선도도

33상상 모모터터 결결선선도도

33상상 모모터터 결결선선도도

단단선선도도 단단선선도도

MC

MC

A2 57 95 97

A1 58 96

AL OL

98

MC

AX

Elec.
Reset

Off

On

FuseTr.

MCCB

440,380/220

Fuse

AX

Modbus 
RS-485 통신 
(3BZ2/FBZ2
에는 없음)

MC

MC

A2 57 95 97

A1 58 96

AL OL/GR

98

MC

SC

SC

Elec.
Reset

Off

On

MCCB
   -a

FuseTr.

MCCB

440,380/220

Fuse

Modbus 
RS-485 통신 
(3BZ2/FBZ2
에는 없음)

DM

EOCR
-iFBZ

MODBUS 485 MODBUS 485 MODBUS 485 MODBUS 485 MODBUS 485

DM

EOCR
-iFBZ

DM

EOCR
-iFBZ

DM

EOCR
-iFBZ

DM

EOCR
-iFBZ

MCCF-A1-RF
MCCF-B1-RF

FROM : BUSDUCT

P.T×3
380/110V

DM
MAIN 
MCCB

C.T Y-△ Y-△ Y-△

F

MC

MC

A2 07 95 97

A1 08 96

AL OL/GR

98

MC

Y

Elec.
Reset

Off

On

Warning 
& Trip

FuseTr.

MCCB

440,380/220

Fuse

Modbus 
RS-485 통신 
(3BZ2/FBZ2
에는 없음)

DM

EOCR
-FBZ2

DM

EOCR
-FBZ2

EOCR
-FBZ2

EOCR
-FBZ2

EOCR
-FBZ2

DM DM DM

MCCF-A1-RF
MCCF-B1-RF

FROM : BUSDUCT

P.T×3
380/110V

DM
MAIN 
MCCB

C.T

F

Y-△ Y-△ Y-△

단단상상 모모터터 결결선선도도

주의

1. 외부 CT와 조합하여 사용할수 없음

2. ZCT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음.

주의

1. 외부 CT와 조합하여 사용할수 없음

2. ZCT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음.

주의

1. 외부 CT와 조합하여 사용할수 없음

2. ZCT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음.

FS를 oFF, OL & GR 발생시 - MC OPEN

FS를 oFF, GR 발생시 - MCCB Open Wiring

주의

1. 외부 CT와 조합하여 사용할수 없음

2. ZCT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음.

FS를 oFF, OL & GR 발생시 - MC Open 

FS를 oFF, OL 또는 GR 발생시 - MC OPEN

EOCR-i3BZ/iFBZ

OL : 1a 1b, GR : 1a -- 독립접점

EOCR-iFBZ EOCR-FBZ2

EOCR-i3BZ/iFBZ

OL & GR : 공통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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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R-i3BZ/iFBZ/3BZ2/FBZ2
상변류기 내장 전류계형 디지털 과전류, 지락 보호 계전기

치수도

EOCR-i3BZ (Bottom Hole) 

EOCR-i3BZ (단자 부착)

70 95

82

∅4.5

6-M421.4 21.4

108.1

45.3

53
.3

91
.3

3-∅12

108.1

21
.4

21
.4

70

56
.3

82
95

∅4.5

PANEL & DIN RAIL TYPE MOUNTING HOLE SIZE

PANEL & DIN RAIL TYPE MOUNTING HOLE SIZE

EOCR-iFBZ (Bottom Hole)

EOCR-iFBZ (단자 부착)

3-∅12

126.7
108.1

70

21
.4

21
.4

56
.3

∅4.5

82

95

82

∅4.5

95126.7
108.1

53
.3

91
.3

45.3
21.421.4

6-M4

70

EOCR-PDM

∅
65

∅
64

28.1

13.4

72

72

PANEL & DIN RAIL TYPE MOUNTING HOLE SIZE

PANEL & DIN RAIL TYPE MOUNTING HOLE SIZE

MOUNTING HO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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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방법

� 전전류류범범위위 WWRR 0.5~80A

AA 
95-96(b접점), 97-98(a접점) : OL 

57-58(a접점) : GR

� 출출력력접접점점형형태태
CC

95-96(b접점), 97-98(a접점) : OL/GR공통

07-08(a접점) : AL/UL/TO 공통

� 조조작작전전원원//주주파파수수HH33 
BB DC/AC 24V(-15%, +10%)

UU AC/DC 100~240V(-15%, +10%)

� CCTT 형형태태
HH Bottom 관통형

TT Terminal 형

� 저저주주파파수수 운운전전 LL 20Hz 이하의 저주파수 운전 지원

i
EEOOCCRR--ii33BBZZ를를 주주문문할할 경경우우

3 B Z - W R A U H L

� 전전류류범범위위 WWRR 0.5~80A

AA 
95-96(b접점), 97-98(a접점) : OL 

57-58(a접점) : GR

� 출출력력접접점점형형태태
CC

95-96(b접점), 97-98(a접점) : OL/GR공통

07-08(a접점) : AL/UL/TO 공통

� 조조작작전전원원//주주파파수수HH33 
BB DC/AC 24V(-15%, +10%)

UU AC/DC 100~240V(-15%, +10%)

� CCTT 형형태태
HH Bottom 관통형

TT Terminal 형

� 저저주주파파수수 운운전전 LL 20Hz 이하의 저주파수 운전 지원

� CCaabbllee 접접속속 사사양양 RRJJ4455

0000HH 0.5M

000011 1M

0011HH 1.5M

� CCaabbllee 길길이이 000022 2M

000033 3M

기기타타 주문사양(400M 까지 가능)

C
CCaabbllee을을 주주문문할할 경경우우

A B L E - R J 4 5 - 0 0

� � � � �

3
EEOOCCRR--33BBZZ22를를 주주문문할할 경경우우

B Z 2 - W R A U H L
� � � � �

F
EEOOCCRR--FFBBZZ22를를 주주문문할할 경경우우

B Z 2 - W R A U H L
� � � � �

i
EEOOCCRR--iiFFBBZZ를를 주주문문할할 경경우우

F B Z - W R A U H L
� � � � �

��

� 전전류류범범위위 WWRR 0.5~80A

AA 
95-96(b접점), 97-98(a접점) : OL 

57-58(a접점) : GR

� 출출력력접접점점형형태태
CC

95-96(b접점), 97-98(a접점) : OL/GR공통

07-08(a접점) : AL/UL/TO 공통

� 조조작작전전원원//주주파파수수HH33 
BB DC/AC 24V(-15%, +10%)

UU AC/DC 100~240V(-15%, +10%)

� CCTT 형형태태
HH Bottom 관통형

TT Terminal 형

� 저저주주파파수수 운운전전 LL 20Hz 이하의 저주파수 운전 지원

� 전전류류범범위위 WWRR 0.5~80A

AA 
95-96(b접점), 97-98(a접점) : OL 

57-58(a접점) : GR

� 출출력력접접점점형형태태
CC

95-96(b접점), 97-98(a접점) : OL/GR공통

07-08(a접점) : AL/UL/TO 공통

� 조조작작전전원원//주주파파수수HH33 
BB DC/AC 24V(-15%, +10%)

UU AC/DC 100~240V(-15%, +10%)

� CCTT 형형태태
HH Bottom 관통형

TT Terminal 형

� 저저주주파파수수 운운전전 LL 20Hz 이하의 저주파수 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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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뉴얼

개요

Modbus 통신은 마스터-슬레이브간 통신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오직 하나의 장치만 통신선로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스터는 데이터 송수신을 관리하고 송수신의 초기화는 마스터에 의해 수행됩니다. 마스터는 각각의 슬레이브들에게 차례로 신호를 보내고 이에 해당

슬레이브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집니다.

마스터에 의해 데이터 송신이 요구되지 않은 슬레이브는 데이터를 보낼 수 없습니다.

요구하는 데이터가 부정확할 때 마스터는 해당 슬레이브에 재차 데이터 송신을 요구하며,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슬레이브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에

는 정해진 회수의 재시도 후에 해당 슬레이브와의 접속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슬레이브 측에서 마스터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면 슬레이브는 마스터에게 에러응답(Exception Response)를 보냅니다.

이 경우 마스터는 데이터를 재차 보내거나 무시합니다.

Modbus 화 형식

마스터와 슬레이브간의 화는 2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마스터가 특정 슬레이브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해당 슬레이브로부터 응답을 기다립니다.

�마스터가 모든 슬레이브에게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경우 슬레이브에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슬레이브와 슬레이브 간의 직접 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스터가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관리하고 구동해야 합니다.

마마스스터터

슬슬레레이이브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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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뉴얼

통통신신 설설정정값값

통신 시작 전에 PCONTM 또는 HMI장치를 이용하여 다음의 모드버스 통신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슬레이브 주소 (Slave Address)

�통신 속도 (Baud rate)

�패리티비트 설정 (Parity)

�통신두절 기준 시간 (Comm loss timeout)

슬슬레레이이브브 주주소소 ((SSllaavvee AAddddrreessss))

각 장치는 1과 247사이의 하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값은 1이며 설치시에

반드시 재조정하여 여러장치가 같은 슬레이브 주소를 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의

마스터에 연결된 각각의 슬레이브는 고유한 슬레이브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통통신신 속속도도 ((BBaauudd rraattee))

지원되는 통신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2kbps

�2.4kbps

�4.8kbps

�9.6kbps

�19.2kbps

�38.4kbps

공장 출하값은 19.2kbps입니다.

패패리리티티비비트트 설설정정 ((PPaarriittyy))

패리티는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로 설정 가능합니다.

�Even

�Odd

�None

공장 출하값은 Even이며, 패리티 설정과 정지비트(Stop Bit)설정은 다음과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통통신신두두절절 기기준준 시시간간 ((CCoommmm lloossss ttiimmeeoouutt))

통신두절 기준 시간은 PLC등의 마스터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는지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마스터로부터 데이터 요청이 없는 경우 통신 두절로 판정합니다. 공장 출하

값은 oFF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통신두절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1-999초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통신두절 우려가 없거나 상시 점검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oFF로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Modbus 네트워크 설정

패패리리티티 설설정정 정정지지비비트트((SSttoopp BBiitt))

Even 또는 Odd 1

None 2

RS485 버스에 접속

RS485 표준은 상이한 몇 가지 특성을 허용합니다.

�편광(Polarization)

�선로단말기(Line Terminator)

�슬레이브의 수(Number of Slaves)

�버스의 길이(Length of the bus)

2002년 Modbus.org 사이트에 발표된 Modbus 사양은 이러한 모든 특성을 자세하게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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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결선은 2002년 Modbus.org 사이트(Modbus_over_serial_line_V1.pdf, Nov. 2002)에

발표된 Modbus사양, 특히 2선식 Multidrop Serial Bus Diagram과 부합됩니다.

단순화된 결선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에 직접 접속(Direct connection to the bus)할 경우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항목목 내내용용

트트 크크케케이이블블의의 종종류류 Single, shielded, twisted pair cable 및 최소

((TTyyppee ooff ttrruunnkk ccaabbllee)) 3번째 conductor

버버스스의의 최최 길길이이
1000m(3,2181 ft) (19.2kbps에서)

((MMaaxxiimmuumm lleennggtthh ooff tthhee bbuuss))

최최 스스테테이이션션 수수 ((중중계계장장치치 없없이이,, MMaaxxiimmuumm
32 스테이션 즉, 31 슬레이브

nnuummbbeerr ooff ssttaattiioonnss wwiitthhoouutt rreeppeeaatteerr))

탭탭오오프프의의 최최 길길이이
�20m (66ft, 1개의 탭오프에서)

((MMaaxxiimmuumm lleennggtthh ooff ttaappooffffss))
�40m (131ft, 멀티접합기(Multi-Junction

Box)에 있는 탭오프의 수로 나눔)

�450-650Ω 저항(Pullup resistor), 5V기준

�450-650Ω 저항(Pulldown resistor),

버버스스편편광광 ((BBuuss PPoollaarriizzaattiioonn)) Common에서 이 편광(Polarization)은

마스터에 권장합니다. 제품의 RS485 단자에서는

편광(Polarization)이 없습니다.

선선로로단단말말기기 ((LLiinnee TTeerrmmiinnaattoorr)) 한 개의 120Ω 저항, +/- 5%

공공통통극극 ((CCoommmmoonn PPoollaarriittyy)) YES (버스에 최소한 1점의 보호접지를 접속)

표준접속

120Ϊ 120Ϊ

450-
650Ϊ

5V 

450-
650Ϊ

D1 

D0

Common 

슬레이브1 슬레이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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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 방식접합기를 통하여 버스(Bus)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SCA 방식접합기(Junction Box)를 통한 버스 접속

1. 마스터 (PLC, PC 또는 통신모듈)

2. Modbus 케이블 (마스터측면 또는 버스의 다른 부분에 통합된 편광(Polarization)을 가진 마스터의 종류에 따라 다름)

3. 접합기

4. Modbus 케이블

5. 선로단말기 (Line Terminators) : 120Ω - 0.25W

인터페이스 보호를(Interface Protection) 위하여 두쌍의 실드 꼬인 도체(Shielded Twisted

Conductors)로 된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Modbus케이블은 전력케이블과 최소한 30cm(11.8 in)이상 격리시켜야 합니다. 필요시

Modbus케이블을 전력케이블과 직각으로 교차시키십시오.

선로단말기(Line Terminator)의 결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연결 및 프로토콜 변환

● Modbus/RS485연결

D0을 Data-, TRX-, TD(A)-등에 연결하시고, D1을 Data+, TRX+, TD(B)+ 등에 연결하십시오. V-는 Data Ground단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프로토콜 변환

Modbus-RTU 프로토콜 외의 프로피버스, 디바이스넷, 이더넷 기반 프로토콜 등 다른 윈드버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포로토콜 변환기나 변환기

능을 갖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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