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Brief

iMOTION™ IMC100
고성능 모터 제어 IC 시리즈

PMSM의 FOC를 기반으로 하는
가변속 드라이브 용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

›

고객 주요 이점
› 빠른 시장 출시 기간
– 프로그래밍 불필요
– 간단한 모터 파라미터 구성 및 튜닝
–

인피니언의 특허 기술이자 현장에서 검증된 MCE(Motion Control Engine)는
싱글 또는 레그 션트 전류 피드백 방식으로 FOC(field oriented control)를 구현하며
사인파 공간 벡터 PWM을 사용해서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합니다.
또한 과전압 및 저전압, 과전류, 로터 록(rotor lock) 등 다양한 보호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MCEWizard 및 MCEDesigner와 같은 강력한 툴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터의 사양에 맞게
간단히 MCE를 구성하는 것만으로 가변속 드라이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

–

iMOTION™ IMC100은 가변속 드라이브 제어를 위한 고집적 IC 시리즈입니다.
영구 자석 동기 모터(PMSM) 제어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모두 통합한
IMC100 시리즈는 모터 시스템 개발 비용 및 시스템 비용을 낮추고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

› 최저 BOM 비용

– ADC 및 콤퍼레이터 통합
– 센서리스 FOC 알고리즘
(홀 센서 옵션)
–

–

IMC100 시리즈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에 혁신적인 아날로그 및 모터 제어 주변장치를
통합하였습니다.

–

– 오실레이터 내장

› 보호 기능 통합
› 현장에서 검증된 차세대
›

›

차세대 MCU는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센서를 사용한 정확한
로터 포지셔닝, 즉시 사용할 수 있는 PFC 알고리즘, 더 빠른 호스트 인터페이스 옵션 등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모션 제어 엔진(MCE 2.0)

– 싱글 또는 레그 션트
– 홀/인코더 지원 옵션
– 부스트 또는 토템폴 PFC
– 유연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옵션
– IEC 60335 (‘Class B’)지원
다양한 패키지 옵션
–

–

–

–

IMC100 시리즈는 싱글 모터 제어부터 모터 제어와 PFC 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바이스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모든 제품은 IEC 60335(‘클래스 B’)에 따른
기능 안전성(functional safety) 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C100 시리즈는 고효율 가변속 드라이브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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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 가전기기
› 펌프, 팬
› 여타 PMSM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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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TION™ IMC100
고성능 모터 제어 IC 시리즈
MCEWizard 를 사용하여 몇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모터 구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IMC100 시리즈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트가 모터 속도를 제어하고
드라이브 인버터 상태를 호스트로 보고하는데 사용되도록
매우 유연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MCEDesigner를 사용하여 모터 파라미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 되도록 드라이브를 미세조정할 수
있습니다.

› UART, SPI, I C, 아날로그 또는 주파수 입력,

IMC100 시리즈에 내장된 플래시 메모리는 MCE 자체 및
저장된 모터 및 전원 보드 구성 업데이트를 위한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2

CAN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제어하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IO는 온도값
리딩 및 LED 구동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연성을 높입니다.

MCEWizard
모터 및 하드웨어 사양에 맞는
드라이브 제어 파라미터 생성

MCEDesigner
트레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드라이브 모니터링 및 튜닝 툴

주문 정보
Product

Package

Application

Position sensing

PFC

Communication

IMC101T-T038

TSSOP-38

Single motor

Sensorless, hall switch/ hall elements

–

UART, I2C, SPI

IMC101T-Q048

VQFN-48

Single motor

Sensorless, hall switch/ hall elements

–

UART, I2C, SPI

IMC101T-F048

TQFP-48

Single motor

Sensorless, hall switch/ hall elements

–

UART, I2C, SPI

IMC101T-F064

LQFP-64

Single motor

Sensorless, hall switch/ hall elements

–

UART, I2C, SPI

IMC102T-F048

TQFP-48

Single motor + PFC

Sensorless, hall switch/ hall elements

boost, totem pole

UART, I2C, SPI

IMC102T-F064

LQFP-64

Single motor + PFC

Sensorless, hall switch/ hall elements

boost, totem pole

UART, I2C,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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