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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저희 가보 주식회사는

2003년 설립이후

발전분야, 송전분야, 변전분야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보호시스템과

발전플랜트, POSCO, 중전기기업체 등

전력감시제어, 태양광발전감시,

다양한 적용개소에 관련제품을 납품하여

원격소제어, 수질원격감시 등

현재까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어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보호배전반 및 감시제어 시스템 분야의 전문업체입니다.
전력산업 관련분야의 전문구성원으로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 제작, 엔지니어링,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4

5

To the future with

GABO

CEO’ s Message

가보는 인재를 소중히 하고
키워나가는 기업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지점을 알아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목표, 선명하고 확실한 비젼을 가지고
저희 가보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것 입니다.
21세기는 급변하는 불확실한 환경아래 놓여 있으므로
유연한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기업의 생존은 물론,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고객과 함께 윈 윈(WIN WIN) 하면서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시대를 리드할 앞서 나가는 기술에 도전하여

미래를 열어 갈 것입니다.

고객만족을 주는 가치를 창조하고 또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제품을
제공하며,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 욕구를 만족시킴은 물론,
사전에 고객욕구를 파악하여 준비함으로서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까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 구성원이 기업과 함께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전체가 하나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전력투구하고,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구성원에게
최대의 보상을 실현하는 기업이 될 것 입니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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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GABO
2003

2009

11 독일 SIEMENS사와 기술협력 계약 체결
10 공장 등록 / ISO 9001 인증(표준인증원)
09 대광전기공업(주) 법인설립

09 ㈜ 포스코 건설 설비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
(고장기록장치반)
06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고장파급방지장치반)
0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
(고장기록장치반)
01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154kV 단거리 & 3단자(비·전원단)송전선로 보호반)

2004
12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9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154kV 송전선로 & 모선 보호반, 345kV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반)
06 ISO 14001 인증 (표준인증원)
01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 가입

2005
12 특허등록 : 특허 제0538563 (전력계통
모의시험 시스템 및 그 방법)
09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분전반,
저압차단기반)
08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배전반,
중앙감시제어반)
07 산업패밀리 기업지정(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5 벤처기업확인(중소기업청)
03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고장기
록장치반)

2006
1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1 한국서부발전㈜ 선정품목 유자격공급자 등록
(고장기록장치반, 345kV 보호배전반)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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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현대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보호 배전반)
12 특허등록 : 특허 제 10-1003814호
(전기적회로 이상감지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및 그 제어방법)
11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154kV 고객 송전선로 보호반-과전류 & 방향성 과전류 방식)
10 특허등록 : 특허 제 10-0991493호
(다중차단기 재폐로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보호계전기
및 그 작동방법)
07 한국전력공사 일반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고객송전선로반)
04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10 신용신안등록 : 등록 제 20-0456484호
(이중 회전형 발전장치)
10 특허등록 : 특허 제 10-1072388호
(트랙위를 구르는 관구 발전장치)
09 전기공사업 등록(경기도청)
0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07 특허등록 : 특허 제 10-1050083호(수력발전장치)
06 한국전력공사 일반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집중감시제어반)

12
11
08
07

가보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경기도청)
한국동서발전(주) 선정품목 등록
(고장기록장치반, 345kV 보호배전반)
07 경기도유망중소기업선정 (경기도청)
01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154kV
변압기 보호반)
01 한국중부발전㈜ 선정품목, 기자재 공급자 등록
(고장기록장치반)

2012

2008

2013

09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345kV
송전선 보호반)
09 한국전력공사 규격인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154kV
송전선 보호반)
08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지식경제부)
02 중소기업 협력 공로 표창 (중소기업청장)

10 우수자본재 개발 유공기업 표창
07 성능인정서
(154kV 집중감시제어반 v1.2, 345kV 집중감시제어반 v1.2)
03 실용신안등록 : 등록 제 20-046+5849호
(방류수를 이용한 발전장치)

12 (주)포스코 건설 설비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
전력계통감시설비, 원격통신제어설비)
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54kV 집중감시제어반 v1.2, 345kV 집중감시제어반 v1.2)
06 한국전력공사 신뢰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
(154kV 송전선로보호 IED반, 154kV 모선보호 IED반,
154kV 단거리 송전선로 IED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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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보호반-1
통신회선의 2중화(Ring/Chain)

PCM 통신기능
전류차동 보호기능은 송전선로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계전기
간 통신을 통해 양단의 전류를 계측하고 사고유무를 판단한다.
따라서 다양한 통신회선의 지원은 전류차동 보호기능의 원활
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원거리(local/Remote) 통신
을 위한 통신회선은 2단자
시스템의 주/예비회선과 3
단자 이상의 다단자에 대한
Ring/chain Topology를 제공
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
을 더욱 향상시킨다.

송전선로 보호반

일반적인 2단자 송전선로 보호는 물론 3단자 이상의 송전선로 보호를
위한 보호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설비의 경제성 및 신뢰성, 운용상의 효
율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른 전력설비에 비해 낙뢰, 조류, 폭설 등과 같은 다양
한 요인에 의해 사고 발생빈도가 매우 높다. 송전선로는 전력수
송기능뿐 아니라 사고시 전력조류 변화에 따른 안정도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보호시
스템의 신뢰성 있는 보호기능을 필요로 한다.

345[kV] 송전선 보호반

우리나라의 송전선로는 송전전압에 따라 154[kV]계통과
345[kV]계통이 주를 이루며 최근 산업의 발전으로 원활한 전력
수송을 위해 756[kV]계통을 건설/운전하고 있다.

송전선로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방식은 주보호기능으로 PcM
전류차동방식(87T)을 사용하고 후비보호로 3단계 거리계전방
식을 사용한다.

단거리 송전선 보호반
345[kV]송전선로 보호배전
반은 선로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보호방식에 있어서 2계
열화를 구성하는 방식을 적
용한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최근 도시지역의 송전선로
는 대부분 지중화, 단거리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은 송전선로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거리
계전기의 임피던스 정정 및 동작의 신뢰성 저하
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보호시스템의 구성면에
서 볼 때 전류차동계전기와
거리계전기로 구성되는
154[kV] 송전선로 보호배전
반을 2중화 구성함으로써 동
작신뢰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단거리 송전선로 보호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리계전기 내부에 전류차동 계전기
기능을 포함하는 보호계전방식을 사용하여 주보
호는 전류차동계전기가 수행하고 후비보호는 거
리계전기+전류차동계전기가 수행하는 보호방식
을 채택한다.

송전선로 보호반 전기적 사양/정격
구분

항
전원

정격

입력전압

사
양
전류차동계전기
Dc : 125[V], ac : 230[V] (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12[W], 17[Va]

목

전류(cT)

아날로그

전압(PT)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통신
시

12

Ring 구성도

다단자 송전선로 보호기능

송전선로는 발전단에서 수전단까지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전
력설비로 전력시스템의 근간이며 특성상 넓은 지역에 걸쳐 시
설되어있다.

따라서 송전선로 보호반은 SIEMENS 사의 선진기술로 개발된
주보호계전기(7SD522)와 후비보호계전기(7Sa522)를 결합하
여 보호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이즈 내성, 절연내력, 안
정된 접지력, 내구성, 배치도 등 다년간의 축적된 보호반 제작
기술, 전문인력을 통해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있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다.

- hot
- Steadby

1[a], 부담 : 0.05[Va]
5[a], 부담 : 0.3[Va]
80/125[V], 소비전력 ≤ 0.1[Va]
접점수 : 8/16/24

15~43

허용전류 : 연속(5[a]), 30[a](0.5[sec])
RS-232, RS-485, Ethernet, FO(Fiber Optic)

프 로 토 콜

Profibus, DNP3.0, IEc61850, TcP/IP

각

DcF77/IRIG-B/SNTP

기

8/16/22/24

전압범위 : 88 ~ 300[VDc]
접점수 : 7~31

통 신 포 트
동

거리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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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보호반-2
전류차동계전기(7SD5x) 특징
- 계전기간 원거리 PcM통신을 위한 ccITT G.703규격, IEEE c37.94 규격 적용
- 통신에러 발생시 보호기능 유지를 위한 통신회선 2중화 설계
- 다단자 송전선로망의 Ring/chain 통신망 구성을 통한 차별화된 2중화 설계
- 2단자에 6단자까지 다양한 송전선로망의 전류차동보호방식 적용 가능
- 송전선로망에 결합된 변압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전류차동보호방식 적용 가능
- 고정항 지락고장 검출을 위한 고감도 보호기능 내장
- 원거리의 양단 계전기간 통신지연보상을 통한 동기식 차동보호 적용

비율차동 특성
억제전류와 차동전류의 비에 의해 동작영역과 부
동작영역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억제전류의 경우
변류기에러, 동기에러, cT포화 등을 고려한 안정
적인 억제특성을 제공한다.

주요기능
- 전류 비율차동방식(각상별 독립보호기능) - 원거리 계전기간 PcM 통신기능
- 변류기에러 자동보상기능
- 충전전류 보상기능
- 단상/3상 변류기개방 검출기능
- 자동재폐로 기능
- 고장점표정 기능
- 사용자 로직구현 기능
- 다양한 고장검출을 통한 오동작방지 기능 - 자기진단 기능
- 단상/3상 트립 기능
- Metering 기능(전류, 전압, 유/무효 전력 등)
- Event Recording 기능 (Trip, alarm, Fail 등 )
- local Pc를 이용한 정정 및 고장분석 기능(분석프로그램(DIGSI), 표준파일(comtrade) 변환
기능)

거리계전기(7SA5x) 특징
- 3단자 송전선로망의 거리계전방식 적용 가능
- 5+1Zone의 정방향, 역방향, 무방향성 보호영역설정과 거리계전보호방식 적용 가능
- 다변형특성과 MhO 특성 선택적용 가능
- 중부하 조류에 의한 오버리치 방지 가능
- 병렬회선의 상호임피던스 보상적용 유·무 선택 가능
- 고정항 지락고장 검출을 위한 고감도 보호기능 내장
- 변류기 포화 감지 및 보상기능 내장

5+1Zone 임피던스 특성
전압과 전류를 이용한 임피던스를 계산함으로써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나누어지는 5+1개의 동작
영역을 제공하며 특히 동작특성에 있어서는 다변
형 특성과 모 특성을 모두 내장함으로서 사용자
에게 선택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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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5+1단계 거리계전방식(각상별 독립보호기능)- 동기탈조검출 기능
- 자동재폐로 기능
- 방향비교방식의 보호기능
- 약전원단 보호기능
- Power Swing Blocking/Out of Step Tripping
- Switch-onto-Fault 보호기능
- STUB 보호기능
- 사용자 로직구현 기능
- 동기검출기능 및 단상/다상 재폐로 기능
- 단상/3상 변류기개방 검출기능
- 고장점표정 기능
- 다양한 고장검출을 통한 오동작방지 기능 - 자기진단 기능
- 단상/3상 트립 기능
- Metering 기능 (전류, 전압, 유/무효 전력 등 )
- Event Recording 기능 (Trip, alarm, Fail 등)
- local Pc를 이용한 정정 및 고장분석 기능(분석프로그램(DIGSI), 표준파일
(comtrade) 변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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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 보호반-1

모선 보호반
전력계통의 구성요소에서 변전소는 전압의 승/감압 기능 이외의 전력의 분배, 시스템의 보호 및 제어와 같은 주요기능을 수
행하는 기술과 설비의 집합체이다.
이중에서 모선은 전력에너지가 집중되었다가 선로를 통해 분배되는 중심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모선의 경우 고장의
파급효과가 변전소 전체에 미치며 큰 고장전류에 의해 대형정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차단
기와 개폐기를 포함한 2중 모선구조로 구성된다.

2중모선구조
2중모선구조는 모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및 사고시 정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호시스템 역시 Bus1과 Bus2 보호
역영을 각각 분리하여 보호하고 전체 모선의 입출력 전류를 통해 다
시한번 내부하를 확인하는 check Zone 보호기능을 구비한다.

모선보호를 위한 보호계전방식은 주보호기능으로 전류비율차동
방식(87T)을 사용하고 후비보호로는 1차측과 2차측의 PT입력을
이용한 저전압 보호계전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모선보호배전반은 주보호계전기로 SIEMENS사의 선진기술로 개
발된 central Unit(7SS522), Bay Unit(7SS525)을 적용함으로써 보호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이즈 내성, 절연내력, 안정된 접지력,
내구성, 배치도 등 다년간의 축적된 보호반 제작기술, 전문인력을
통해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다.

모선보호 시스템 구성도
모선보호 시스템은 각 Bay의 전류계측 및 트립 수행을 위한
Bay Unit과 이들 Bay Unit으로 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선
의 내부고장을 판단하는 central Unit으로 구성 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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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 보호반-2
CU & BU(7SS5x) 특징
- 32비트 고속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한 디지털보호계전기
- DIGSI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변전시스템 그래픽 구현
- 12개의 Bus Zone과 12개의 Bus coupler 수용가능
- Bay Unit을 48개까지 선택가능, 다양한 Bus Protection 선택가능
- Bus Zone과 check Zone의 독립된 정정 가능.
- 차전류보호계전 방식을 이용한 정확한 내부/외부사고 판별 기능
- 다중모선시스템의 선택보호기능 제공(BUS Zone, check Zone)
- central Unit의 각 Bay Unit 제어 및 계측 구성
- Fiber-Optic구성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보
- 비율차동특성을 통한 안정된 동작특성 제공
- 변압기 정격전류를 이용한 1, 2차간 전류 Mismatch 자동보상 기능
- 분석프로그램을 통한 원격정정/고장분석기능 등의 편의성 제공

CU & BU(7SS5x) 비율차동 특성
억제전류와 차동전류의 비에 의해 동작영역과 부동작영역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억제전류의 경우 변류기에러, 동기에러, cT포화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억제특성을 제공한다.

CU & BU(7SS5x) 주요기능
- 전류 비율차동방식(각상별 독립보호기능)
- 차단기동작실패 보호기능(Breaker Failure).
- cT포화검출을 이용한 오동작 방지 기능
- 차단기동작실패 보호해제 기능(시험시)
- 정정을 통한 변류비 Mismatch 보상기능
- 저전류 감지를 통한 차단기상태 확인기능
- 변류기와 차단기 사이의 End Fault Protection 기능
- 고속차단 가능.

- 사용자 로직구현 기능
- 다양한 고장검출을 통한 오동작방지 기능
- 자기진단 기능
- 단상/3상 트립 기능
- Metering 기능 (전류, 전압, 유/무효 전력 등)
- Event Recording 기능 (Trip, alarm, Fail 등)
- local Pc를 이용한 정정 및 고장분석 기능(분석프로그램(DIGSI), 표준파일
(comtrade) 변환 기능)

CU & BU(7SS5x) 전기적 사양/정격
구분

항

목

전원
아날로그

입력전압

Dc : 48/60, 110/125, 220/250 [V]

소비전력

35[W] ~ 135[W]

전류(cT)

정격
디지털 입력

시

18

Bay Unit
16[W]

1[a], 부담 : 0.1[Va]
5[a], 부담 : 0.2[Va]
접점수 : 12
전압범위 : 88 ~ 300[VDc]

20(10)
88 ~ 300[VDc]

접점수 : 16+1

5+1+1

허용전류 : 연속(5[a]), 30[a](0.5[sec])

연속(5[a]), 30[a](0.5[sec])

통 신 포 트

RS-232, RS-485, Ethernet, FO(Fiber Optic)

RS-232, FO(Fiber Optic)

프 로 토 콜

Profibus, DNP3.0, IEc61850, IEc60870, TcP/IP

디지털 출력
통신

central Unit

각

동

기

DcF77/IRIG-B/S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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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보호반
여자돌입 검출

변압기 보호시스템 구성도

변압기는 차단기 투입시 여자회로에 의한 여자돌입전류가 발생한다.

변압기 보호시스템은 변압기의 1, 2차간 전류를 계측하여 억제전
류와 동작전류의 비율에 따라 변압기 내부고장 유/무를 판단하는
비율차동계전 방식을 사용한다.

변압기 보호반
전력에너지의 수송은 발전단에서 수전단(부하단)까지 원거
리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의 전송효율은
경제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발전전압은 송전전압으로 승압하여 원거리 송전망
을 통해 수전단에 전송되고 수전단에서는 다시 배전망과
부하단의 안전성을 고려한 전압으로 감압단계를 거쳐 전력
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전압의 승압 및 감압의 단계는 전력설비의 하
나인 전력용 변압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력용 변압기의
중요성은 전력수송의 효율은 물론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많
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력용 변압기의 경우 고가의 전력설비의 하나로 고
장시 보수에 걸리는 시간과 난점이 많이 존재하며 이는 수
용가의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전
력용 변압기의 보호분야는 전력품질과 직결되므로 보호시
스템의 신뢰성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변압기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방식은 주보호기능으로 전
류비율차동방식(87T)을 사용하고 후비보호로는 1차측과
2차측에 각각 과전류 보호방식을 사용하며 2차측의 경우
NGR 보호를 위한 지락과전압 보호계전방식을 함께 적용
한다.
변압기 보호반은 주보호계전기로 SIEMENS 사의 선진기
술로 개발된 7UT6x을 적용함으로써 보호기능의 신뢰성
을 확보하고 노이즈 내성, 절연내력, 안정된 접지력, 내구
성, 배치도 등 다년간의 축적된 보호반 제작기술, 전문인
력을 통해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다.

변압기는 권수에 따라 2권
선, 3권선 등으로 나누어지
며 비율차동계전 방식은 모
든 권수의 전류의 합에 의해
계산된다.

변압기 보호계전기(7UT6x) 특징
- 32비트 고속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한 디지털보호계전기
- 5권선 변압기까지 전류차동보호방식 적용 가능
- Dual-Slope 특성을 이용한 안정된 동작특성 제공
- 12개의 Phase-Shift Matrix를 이용한 위상지연 자동보상 기능
- 변압기 정격전류를 이용한 1, 2차간 전류 Mismatch 자동보상 기능
- 2고조파 억제요소를 통한 여자돌입전류 검출 기능
- cT포화 및 cT에러, 텝절환기에 의한 전류 자동보상 기능
- 분석프로그램을 통한 원격정정 및 고장분석기능 등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변압기 보호계전기(7UT6x) 비율차동 특성
변압기 보호를 위한 비율차동특성은 스칼라합의 억제전류와 백터합
의 차동전류의 비에 의해 동작영역과 부동작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변압기 보호의 경우 특히 변압기 1, 2차 결선에 따른 위상보상과
영상전류 보상을 위한 30[deg] × 12 즉 백터그룹을 사용함으로
써 위상보상과 영상전류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한다.

변압기 보호계전기(7UT6x) 전기적 사양/정격
구분

항

목

전원

Dc : 125[V], ac : 230[V] (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20[W] ~ 28[Va]

전압(PT)

디지털 출력
통신
시

양

입력전압

전류(cT)

아날로그

정격

사

디지털 입력

20

이러한 여자돌입전류는 변압기 고압
측에 발생하여 저압측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내부고장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차전류가 발생하여 계전기의
오동작의 원인이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선택가능

1[a], 부담 : 0.05[Va]
80/125[V], 소비전력 ≤ 0.3[Va]
접점수 : 3~29
전압범위 : 88 ~ 300[VDc]
접점수 : 4~24

선택가능

허용전류 : 연속(5[a]), 30[a](0.5[sec])
RS-232, RS-485, Ethernet, FO(Fiber Optic)

프 로 토 콜

Profibus, DNP3.0, IEc61850, TcP/IP

각

DcF77/IRIG-B/SNTP

기

고

5[a], 부담 : 0.3[Va]

통 신 포 트
동

비

선택가능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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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반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시스템 구성도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시스템은 차단기의 개방명령에 대한 기동신
호와 보호대상 차단기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검출함으로써 해당
차단기의 동작상태를 감시한다.
차단기의 동작실패 상황이 감지되었을 경우 고장이 파급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차단기를 포함하는 주변 차단기를 동작시
킴으로서 보호책무를 수행한다.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반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전력설비의 하나인 차단기는 부하전
류는 물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고가의 개폐장치로
시스템의 운용과 제어, 보호에 있어서 실제적인 실행역할
을 담당한다.
따라서 차단기의 동작 신뢰성은 주변시스템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은 차단기 자
체의 성능은 물론 시스템에 의한 오류방지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GIS(Gas Insulation Switchgear)의 개발로 인해 그
동작 신뢰성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차단기의 감
시 및 보호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현재 다양한 형
태의 검증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계전기(7SV6x) 특징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계전기(7SV6x) 주요기능

- 16비트 고속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
한 디지털보호계전기
- 각 상별 독립된 고감도 전류검출기능.
- 각 상별 독립기동/공통기동 검출기능.
- 2-Out-of-4 방식의 전류감시기능.
- Single-Stage, Two-Stage 지연 기능.
- 상대단 전송차단기능.
- Zero Sequence 보상 및 Negative
Sequence 보상 감시.

- 차단기동작실패검출(전류검출/차단기상태감시)기능.
- 상대단 전송차단기능.
- End Fault 보호 기능.
- 사용자 로직구현 기능
- 다양한 고장검출을 통한 오동작방지 기능
- 자기진단 기능
- 단상/3상 트립 기능
- Metering 기능 ( 전류, 전압, 유/무효 전력 등 )
- Event Recording 기능 ( Trip, alarm, Fail 등 )
- local Pc를 이용한 정정 및 고장분석 기능(분석프로
그램(DIGSI), 표준파일(comtrade) 변환 기능)

345[kV]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방식은
차단기 상태감시를 위한 과전류보호기능과 차단기 동작
명령 감지에 의한 기동기능(BFI)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
호시스템에 의한 차단기 트립명령과 차단기의 동작상태
의 불일치 상황을 검출하여 사고의 파급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적용한다.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시스템 전기적 사양/정격
345[kV]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반은 SIEMENS 사의 선진기
술로 개발된 보호계전기(7SV600)를 각 차단기별로 독립
구성함으로써 보호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이즈 내
성, 절연내력, 안정된 접지력, 내구성, 배치도 등 다년간의
축적된 보호반 제작기술, 전문인력을 통해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있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다.

구분

항
전원
아날로그

목
소비전력

4[W]

전류(cT)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22

양

Dc : 125[V], ac : 230[V] (주파수 50/60[hz])

정격

통신

사

입력전압

통 신 포 트

비

고

선택가능

1[a], 부담 : 0.1[Va]
5[a], 부담 : 0.2[Va]
접점수 : 3
전압범위 : 24~250[VDc]
접점수 : 4

선택가능

허용전류 : 연속(5[a]), 30[a](0.5[sec])
RS-485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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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보호반-1
발전기 보호시스템 구성도
발전기 보호시스템은 적용분야와 보호방식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시 필요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발전기 내부고장 감지를 위한 1, 2차간 전류차동방
식을 주보호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승압변압기를 포함한 보
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시스템 기능면에서 독립된 2중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의 보호 책무를 수행한다.

발전기 보호반
발전기는 전기에너지인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전력계통
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설비이다.
따라서 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호/제어는 전력계통
전반의 안정도는 물론 수용가의 전력부하에 원활한 전력공
급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보호기능의 다양성/선택성
SIEMENS사의 7UM62 보호계전기를 적용한 발전기 보호반은 발전
기보호를 포함한 전동기, 변압기 보호를 위한 분야에도 함께 적용
할 수 있다.

발전기는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으로 나누며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태양
열발전과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발전설비의 보호는 물론 양수발전과 같이 발전
기와 전동기의 특성을 모두 갖는 설비, 변압기를 포함한 영역에서
의 보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시스템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발전기 보호시스템 분야는 다양한 전력설비 보호시스템 중
에서도 특히 높은 기술적 경험과 설계능력을 요구하며 또
한 발전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시험하기 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함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발전기보호를 위한 보호시스템구성은 일반적으로 발전설비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st 보호시스템과 2’nd 보호시스템
을 완전히 독립시킨 2계열화 보호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적
용하는 보호계전방식으로는 전류차동방식을 주보호 기능으
로 발전기의 고정자와 회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과
전압, 역상전류 계전요소, 전력계통 안정도를 위한 주파수,
유/무효전력 등 다양한 보호계전요소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기
보호반은 SIEMENS사의 선진기술로 개발된 보호계전기
(7UM62)를 적용함으로써 보호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
이즈 내성, 절연내력, 안정된 접지력, 내구성, 배치도 등 다
년간의 축적된 보호반 제작기술, 전문 인력을 통해 접목함
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다.

발전기 보호반 전기적 사양/정격
구분

항

사
전류차동계전기

목

전원
아날로그

입력전압

Dc : 125[V], ac : 230[V] (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15[W], 15[Va]

전류(cT)

정격

전압(PT)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통신
시

24

양

1[a], 부담 : 0.05[Va]
5[a], 부담 : 0.3[Va]
0~200[V], 소비전력 ≒ 0.3[Va]
접점수 : 7/15
접점수 : 12/20

15~43

허용전류 : 연속(5[a]), 30[a](0.5[sec])
RS-232, RS-485, Ethernet, FO(Fiber Optic)

프 로 토 콜

Modbus, Profibus, DNP3.0, IEc61850, TcP/IP

각

DcF77/IRIG-B/SNTP

기

8/16/22/24

전압범위 : 88 ~ 300[VDc]

통 신 포 트
동

거리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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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보호반-2
발전기 보호계전기(7UM62x) 특징
- 복합기능을 탑재한 다양한 보호방식 적용가능
- 발전기/전동기/변압기를 포함한 보호기능 제공
- 3고조파를 이용한 100% Stator earth fault protection
- 20hz 전압을 이용한 Stator earth fault protection
- 임피던스 계전요소
- 지락차동전류 계전요소
- Out-of-Step 검출기능
- 고감도 Rotor 지락고장 검출기능
- 전압입력회로 이상검출 기능

발전기 보호반 적용분야
발전기보호를 위한 분야는 발전설비의 형태에 따라 그 적용방식이 다
양하게 설계된다. 7UM62를 적용한 발전기 보호반은 다음과 같은 다
양한 발전설비의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수력발전설비 보호분야
- 양수발전설비 보호분야
- 디젤발전설비 보호분야
- 가스터빈발전설비 보호분야
- 스팀터빈발전설비 보호분야
- 자가용발전설비 보호분야
- 풍력발전설비 보호분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보호분야

비율차동 특성
억제전류와 차동전류의 비에 의해 동
작영역과 부동작영역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억제전류의 경우 변류기에러, 동
기에러, cT포화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억제특성을 제공한다. 비율차동 특성
은 발전기의 지락고장과 단락고장을
검출하기 위해 각각 다른 형태의 동작
특성을 독립적으로 제공한다.

1.5

1

0.5

0.5

<단락특성>

1

1.5

2

2.5

<지락특성>

여자상실 보호특성
여자상실 보호기능은 발전기의 단자전압과 전류
를 이용한 임피던스/어드미턴스 계측요소를 사
용하며 특히 신뢰성 있는 검출을 위해 3단계의
보호영역 특성을 제공한다.

보호계전요소
- 전류차동 보호기능(87G/87T/87M)
- 고정자권선의 지락고장 보호기능
- 고감도 고정자/회전자 지락고장 보호기능
- Stator overload 보호기능
- 과전류/과전압 보호기능
- 주파수 보호기능
- 유/무효전력 보호기능

26

- 과여자 보호기능
- 여자상실 보호기능
- 역상분 검출기능
-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기능
- 임피던스 보호기능
- 동기탈조 검출기능
- 차단회로 이상검출기능

- 자기진단 기능
- Metering 기능(전류, 전압, 유/무효 전력 등)
- Event Recording 기능(Trip, alarm, Fail 등)
- local Pc를 이용한 정정 및 고장분석 기능(분
석프로그램(DIGSI), 표준파일(comtrade) 변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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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기록장치반
고장기록장치 시스템 구성
고장기록장치 시스템은 고장기
록장치인 SIMEaS-R과 모니터
링을 위한 소프트웨어(OScOPP), 그리고 보조출력장치인 프린
터, 서버운용을 위한 산업용 Pc
등으로 구성된다.

고장기록장치반
전력계통은 발전기와 개폐기, 차단기, 송전선로, 배전선로,
부하 등 다양한 전력설비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지역에 광
범위하게 분포하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그
구성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
으며 시리얼, 모뎀, laN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모니터링
이 가능하다.
또한 GPS 신호를 이용한 각 단
말장치의 계측데이터의 동기기
능은 이벤트 발생시 원인분석에
대한 정확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또한 전력계통의 사고는 보수기간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때 빠른 복구와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가 매
우 중요하며 특히 운전중 여러가지 전기적 현상을 분석하
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따라서 각 전력설비의 운전상태나 보호/제어시스템의 운동
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하여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사고시 취득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및 방지책의 수립은
전력계통 운용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고장기록장치반은 전력계통에 이상현상(고장, 동요, 외란 ...)
발생시 각종 보호·제어장치의 동작상태는 물론 전기적데이
터(전압, 전류, 주파수, 전력...)들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함으로
써 고장원인과 전력계통 운용상태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고장기록장치반은 SIEMENS사의 선진기술로 개발된 디지털
고장기록장치(SIMEaS-R)를 장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
보하고 노이즈 내성, 절연내력, 안정된 접지력, 내구성, 배치
도 등 다년간의 축적된 배전반 제작기술, 전문인력을 통해 접
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다.

고장기록장치(SIMEAS-R) 주요기능

고장기록장치(SIMEAS-R) 특징

- 32개의 아날로그입력과, 64개의 디지털입력에 대한 동기식
저장기록 기능
- 자동운전모드/수동운전모드 기능
- 스케줄러/이벤트 설정을 통한 데이터저장 트리거 설정 기능
- 정상모드, 잠금모드, 테스트모드의 3가지 운전모드 기능.
- local Pc에서 OScOP-P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격정정 제어기능
- SIcaRO-PQ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력품질 측정기능
- PMU(Phasor Measurment Unit) 옵션기능 지원
- 자기진단기능 지원

- 32비트 고속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한 디지털고장기록장치
- GPS 시각동기 지원
- 초당 1700개의 사고데이터기록기능.
- 256[Sample]/1[cycle] 샘플링 주파수
- Pc card SlOT Type Ⅱ
- Ethernet laN 연결.
- 아날로그 체널의 Gain 조정기능
- Binary Input용 신호조정기능
- 대용량 저장 장치
- 병렬포트(lPT1)를 통한 프린터 연동 지원

고장기록장치(SIMEAS-R) 전기적 사양/정격
구분

항 목
전원

사

양

입력전압

Dc : 125[V], ac : 230[V] (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40[W], 70[Va]

비고
선택가능

32[ch]
정격

아날로그 입력(V, I)

1[a], 부담 : 0.1[Va]

선택가능

5[a], 부담 : 0.2[Va]
디지털 입력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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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포트

접점수 : 64
전압범위 : 24 ~ 250[VDc]
lPT1, RS-232, RS-485, Ehternet

선택가능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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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RTU PAnEl
MInI RTU PAnEl 시스템 구성도
Control System

Mini-RTU는 통신을 통해 운전
원 워크스테이션에서 감시/제
어/계측을 수행 한다. 또한 모
듈의 유동적인 조합이 가능하
여 현장에 적합하도록 보다 경
제적이고 최적화된 운영시스
템 구성을가능하게 해준다.

Ethernet
TcP/IP 60870-5-104

PSTN/ISDN/GSM
IEc 60870-5-101

Radio, Fibre Optics,
cable, etc.
IEc 60870-5-101

M i ni RTU Panel
laN/WaN Ethernet TcP/IP

발전소/변전소의 운영시스템은 고장발생시 전력설비를 보
호하기 위한 보호시스템과 전력설비를 감시/제어/계측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감시/제어/계측을 위
한 시스템은 종래에 아날로그 방식에서부터 최근 디지털
방식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왔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을 위한 고가의 설비가 도입되어왔다. 특히 RTU(Romote
Terminal Unit)는 현장의 전력설비와 운영시스템의
hMI(human Machine Interface)간 인터페이스 즉, 전력설비
의 상태감시, 운영시스템의 제어명령, 전력감시 정보를 원
거리로 송/수신 하는 핵심 장비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적
용되고 있다.

MInI RTU PAnEl Mechanical Design

◀

8 I/O-Module max.

구분 모듈 종류
Master control
Module

타입

사양

비고

cP-6020 V.28
cP-6040 Ethernet

Power Supply PS-6630 24 ~ 60 VDc
Module
PS-6632 110 ~ 220VDc

◀

◀

aI-6300
◀

Master control Module
Power Supply Module

TS35 rail

주요기능
- Monitoring of I/O modules for failure.
- Monitoring of the communication for failure.
-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local peripherals
(monitor direction)
·acquisition of single-point informations
·acquisition of double-point informations
·acquisition of counting pulses
·acquisition of currents, voltages, frequencies
- Processing and output to local peripherals (control direction).
·Output of single-point
informations
·Output of single commands
·Output of double commands
·Output of current & voltage
setpoint values

analog Input
aI-6307
Module
aI-6310

정격

선
택
가
능
선
택
가
능

접점수 : 4
입력범위 : ±20ma / ±10V
접점수 : 4
입력범위 : ±5ma / ±10V
접점수 : 4
입력범위 : Pt100 / Ni100

선
택
가
능

analog Output
접점수 : 4
aO-6380
Module
출력범위 : ±20ma/ ±10ma/ ±10V

Digital Input
Module

Digital Outpu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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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Up Traffic

MInI RTU 전기적 사양/정격

- 최대 10Ea의 Module로 구성
- 필수구성 : Power Supply Module /
Master Module
- 그 외 8Ea Module의 수량 및 종류는
사용자 선택 가능

◀

Mini-RTU Panel은 전력설비의 감시/제어/계측 기능에 있어
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및
설비의 규모에 따라 유연성 있는 적용을 위해 집적화된 소
형 RTU를 적용하여 운영시스템 구성을 최적화 한다.

Multi-Point Traffic

DI-6100

접점수 : 16
입력범위 : 24 ~ 60 VDc

DI-6101

접점수 : 16
입력범위 : 110 / 220 VDc

DI-6102

접점수 : 16
입력범위 : 24 ~ 60 VDc 1ms

DI-6103

접점수 : 16
입력범위 : 110 / 220 VDc 1ms

DI-6104

접점수 : 16
입력범위 : 220 VDc

DO-6200

접점수 : 16
출력범위 : 24-60 VDc

DO-6212

접점수 : 8
출력범위 : 24-220 VDc / 230 Vac

선
택
가
능

선
택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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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_local Control Panel
GIS 주요 기기
1. 차단기
개폐장치의 한 종류로서 정상 상태의 전로뿐만 아니라 이
상 상태 특히, 단락 상태의 전로도 개폐 할 수 있는 기기를
말 한다.

접지개폐기
차단기

2. 단로기
회로의 전환, 구분, 무부하의 기기를 회로로부터 분리하는
경우 사용하는 개폐 장치를 말하며, 무부하 개폐를 원칙으
로 한다.

Gas i nsulated Switchgear
산업의 발달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라 전력 계통도 대용량, 초고압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설비의 안정
화 와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전
력 수요의 급증에 따른 초고압 변전설비
는 용지확보의 곤란, 유지보수 비용의과
다, 안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변전설비의
추세가 주회로 계통은 밀폐, 은폐화 되고
제어계통은 전자화로 급속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기 또는 유류 절연형 변
전설비에서 가스 절연형 변전설비로 변화
되어 가고 있다.

3. 접지 개폐기
GIS는 금속으로 밀폐 시키고 있어 접지가 곤란하기 때문
에 정전 후에 전로를 접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개폐기를
말한다.

스페이서

케이블
접속함

단로기

케이블
헤드

접지
개폐기

차단기
조작함

케이블

모선탱크

4. 현장 제어반 (lcP)
GIS의 주요 기기인 차단기, 단로기, 접지 개폐기의 설비 감
시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판넬을 말한다. 또한 기기들의 개
폐 조작을 할 때 오 조작방지를 위한 인터록 회로를 포함
구성하고 있다.

받침대

인터록 이란

lCP 주요기능
1. 개폐 설비의 제어 (차단기, 단로기, 접지 개폐기)
2. 개폐 설비 및 가스 누기 등의 상태 감시.
3. 오 조작 방지를 위한 인터록 회로 구현.
4. 보호반과 GIS 주요 기기 간 필요한 인터페이스
구현.

주로 기기의 보호 와 조작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
로, 기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접점을 사용해서 서로
관련하는 기기의 동작을 구속하는 회로를 말하며, 이를 상
대동작 금지회로 또는 선행동작 우선회로 라고도 한다.
PBO

Gas Insulated Switchgear
가스 절연개폐장치는 차단기, 단로기 등의
개폐설비와 변성기, 피뢰기, 주회로 모선
등을 금속제 탱크 내의 일괄 수납하여 충
전부는 고체절연물(SPacER)로 지지하고
있으며 탱크 내부에는 절연성능과 소호능
력이 뛰어난 SF6 가스를 절연매체로 하여
충진, 밀봉한 개폐설비 시스템을 말한다.

X1-a

PB 1

X2-a

PB 2

X2-b

X1-b
X1Interlock 접점

X1

Relay 1

X2

lamp 1

Relay 2

lamp 2

전기적 사양/정격
구분

항목
제어전원

정격

32

사 양
Dc : 110V or 125V or 220V
ac : 120V or 220V

전류

1 or 5a

전압

ac63.5V or 66.4V or 110V or higher

환경

사용 허용 온도

구조

사용장소

비고

선택가능

-25。 ~ 40。 c

선택가능

Indoor or Outdoor type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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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 COnTROl PAnEl
B ay Con t r ol 시스템 구성도
Busbar

Bay control 시스템은 차단기, 단로기 및 접지
스위치의 제어 및 상태 감시를 수행한다.차단
기 투입 시에는 양단의 PT입력을 통해 동기체
크 후 투입이 가능하며, cT나 PT로부터 전류,
전압 값을 취득하여 상위 레벨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52

V2
clOSE command

1
Transformer

local / remote
control

3

B ay Con t r ol Pan el

25

SyN

V1

발전소/변전소의 운영시스템은 주로 보호계전기에 의한
보호시스템과 차단기, 단로기와 같은 개폐기의 조작 및 감
시를 위한 감시/제어시스템 그리고 전압, 전류 등의 전기
적 물리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계측기능을 수행한다. 이
러한 운영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급격
히 변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전
력시스템에 국제표준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통신기술
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BcU(Bay control Unit)는 통신기
능이 탑재된 보호/제어/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장비
로 일명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라고도 불리며 최
근 변전소 자동화 분야에 국제표준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
는 IEc61850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추세이다. BcP(Bay
controller Panel)는 원격에서 감시/제어시스템과 제어대상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BcP에 장착된 BcU의 유연성
있는 디지털제어기능과 통신기능을 통해 경제성과 신뢰성
을 향상시킨다. BcP는 기존 RcP의 스위치, annunciator,
Meter를 이용한 조작/감시/제어/계측과 동일한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Bay control Panel은 차단기, 단로기 및 접지스위치의 제어
및 상태감시를 통신을 통해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에서 수
행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차단기 투입 시 동기검정 기능
을 구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차단기 투입이 가능하다. Bay
control Unit은 SIEMENS사의 선진기술로 개발된
controller(6MD66)를 각 차단기별로 독립 구성함으로써 제
어 및 감시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이즈 내성, 절연내
력, 안정된 접지력, 내구성, 배치도 등 다년간의 축적된 제
작기술, 전력인력을 통해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있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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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eed

B ay Con t r ol Unit 주요기능
- 동기검출 기능.
- 사용자 로직구현 기능
- 자기진단 기능
- 단상/삼상 트립 기능
- Metering 기능 ( 전류, 전압, 유/무효 전력, 피상전력, 주파수, 역률 )
- Event Recording 기능 ( Trip, alarm, Fail 등 )
- local Pc를 이용한 정정 및 고장분석 기능( 분석프로그램(DIGSI),
표준파일(comtrade) 변환 기능)

전기적 사양/정격
구분

항목
전원
아날로그

사양
입력전압

Dc : 24~48VDc/60VDc/110VDc/220~250VDc

소비전력

20[W]

전류(cT)

1[a], 부담 : 0.1[Va]
5[a], 부담 : 0.5[Va]

정격
디지털입력
디지털출력
통신

통신포트

접점수 : 35 ~ 65
전압범위 : 24 ~ 250[VDc]
접점수 : 25~45
허용잔류 : 연속(5[a]), 연속(15[a] (4[sec]),
RS-232, RS-485, Ethernet, FO(Fiber Optic)

비고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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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파급방지 장치반
고장파급방지 시스템 구성
고장파급방지 시스템 구성도는 병렬 2회선의 송전선로
구성에서 고장으로 인해 2회선 차단기가 모두 개방되었
을 경우 이를 검출하여 기 설정된 동작을 수행한다. 따
라서 병렬 2회선 전압, 전류 입력과 이를 토대로 계산된
물리량을 통해 보호요소를 수행하고 차단기 상태에 대
한 정보를 입력받아 선로의 고장 유/무 및 운전상태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보호책무를 수행한다.

cB

S/S

cT

cT

PT

PT
SPS

cT

cB

cT

cB

PT

PT
continuous Functionchart

SPS

SPS

고장파급방지장치반 보호 계전기(7SJ64)
특징
- 32비트 고속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한 디지털보호계전기
- Flexible function(전압, 전류, 주파수, 전력 등 다양한 입력을 통한 보호기능)
- cFc(continuous Function chart)를 통한 다양한 로직 구현
- hMI를 위한 Text/Graphic lcD 선택적 사용
- 전압, 전류, 전력 등 다양한 전기적 계측량을 통한 복합기능(Multi-function Relay)
- 감시/제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DNP 3.0, PROFIBUS, IEc-61850 등)
- IRIG-B/DcF77을 통한 시각동기
- 분석프로그램을 통한 원격정정 및 고장분석기능 등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주요기능
- 동기검출 기능.
- 사용자 로직구현 기능
- 자기진단 기능
- 단상/삼상 트립 기능
- Metering 기능 (전류, 전압, 유/무효 전력, 피상전력, 주파수, 역률 )
- Event Recording 기능 ( Trip, alarm, Fail 등 )
- local Pc를 이용한 정정 및 고장분석 기능(분석프로그램(DIGSI),
표준파일(comtrade) 변환 기능)

전기적 사양/정격
항목

구분
전원

정격

아날로그

사양

Dc : 125[V], ac : 230[V] (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7/9[W], 15/23[Va]

전류(cT)
전압(PT)

디지털출력
통신

선택가능

1[a], 부담 : 0.05[Va]
5[a], 부담 : 0.3[Va]
100[V], 소비전력 ≤ 0.3[Va]
접점수 : 8 ~ 48
전압범위 : 88 ~ 300[VDc]
접점수 : 6 ~ 30
허용전류 : 연속(5[a]), 30[a](0.5[sec])

통신포트

RS-232, RS-485, Ethernet, FO(Fiber Optic)

프로토콜

Profibus, DNP3.0, IEc61850, TcP/IP

시작동기

비고

입력전압

디지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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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continuous Functionchart

SPS

고장파급방지 장치반
전력계통의 구성은 발전원이 위치한 외곽지역으로부터 대
규모 전력수요가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
는 구조를 갖는다. 전력수송을 위한 송전망은 고장시 정전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병렬 2회선으로 구성하지만 최근 전력
부하의 증가에 따라 송전망의 중부하 상태는 고장시 광역정
전으로 파급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는다. 따라서 중대 고
장시 송전망의 2회선이 모두 사고가 발생한다면 타 송전망
또는 발전기 과부하로 인해 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심각한 문
제가 발생하므로 조류분배 및 부하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고장파급장치반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
된다.
고장파급방지 장치반은 전력계통의 중대고장 발생시 계통
의 안정도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조류를 산정하여 고장발생시 발전단의 과도 불안정 방
지 및 부하단의 전압불안정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
서 보호기능으로는 과전류 검출기능, 조류검출기능, 역상과
전류 검출기능, 과/저전압 검출기능, 지락과전류 검출기능,
차단기 동작상태 검출기능 등이 사용되며 특히, 조류검출기
능은 전력변화율 검출기능을 통해 상대단 차단기 개방상태
를 검출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동작을 통해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고장파급방지장치반은 SIEMENS
사의 선진기술로 개발된 7SJ64를 적용하여 구성함으로써
보호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이즈 내성, 절연내력, 안정
된 접지력, 내구성, 배치도 등 다년간의 축적된 보호반 제작
기술, 전문인력을 통해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있는 제품
을 생산 및 공급한다.

cB

DcF77/IRIG-B/SNTP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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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nt Capacitor Bank 보호반
시스템 구성
Sh.c Bank 보호시스템은 Bank의 구성에 따라 그 보호기능이 다
소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렬리엑터와 직/병렬이 혼합된 콘
덴서 그리고 중성점 Register로 구성된다. 따라서 Sh.c Bank를 구
성하는 3가지 구성요서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내부고장으로 판단, 차단기의 개방시키고 외부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정상운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보호책무를
수행한다.

Sh.C Bank 보호반
Shunt capacitor Bank는 전력계통에서 송전효율을 높이고
무효전력 보상을 통해 전력계통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설비이다. 최
근 발전원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수요관리 및 송변전 설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Shunt capacitor Bank 설치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호시스템의 적용이
대두되고 있다.
154[kV] Sh.c Bank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방식은 Bank를
구성하는 직렬리엑터, 직/병렬이 혼합된 콘덴서 그리고 중
성점 Register를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 보호기능이 사용된
다. 보호기능으로는 과전류 검출기능, 2병렬 구조를 갖는
콘덴서의 상별 고장검출이 가능한 불평형 검출기능, 역상
과전류 검출기능, 과/저전압 검출기능, 지락과전류 검출기
능이 사용되며 특히, 과전류 검출기능에 있어서는 Sh.c
Bank 특성에 따른 고조파를 포함한 True RMS를 이용한 검
출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154[kV] Sh.c Bank 보호배전반
은 SIEMENS 사의 선진기술로 개발된 7SJ64와 7SJ62 보호
계전기를 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보호기능의 신뢰성을 확
보하고 노이즈 내성, 절연내력, 안정된 접지력, 내구성, 배
치도 등 다년간의 축적된 보호반 제작기술, 전문인력을 통
해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있는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한다.

154kV Sh.C 보호계전기(7SJ62, 7SJ64)
특징

주요기능

- 32비트 고속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한 디지털보호계전기
- Flexible function(전압, 전류, 주파수, 전력 등 다양한 입력을
통한 보호기능)
- cFc(continuous Function chart)를 통한 다양한 로직 구현
- hMI를 위한 Text/Graphic lcD 선택적 사용
- 전압, 전류, 전력 등 다양한 전기적 계측량을 통한 복합기능
(Multi-function Relay)
- 감시/제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DNP 3.0, PROFIBUS,
IEc-61850 등)
- IRIG-B/DcF77을 통한 시각동기
- 분석프로그램을 통한 원격정정 및 고장분석기능 등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 과전류 검출기능(고조파를 포함한 True RMS 검출기능).
- 방향성 과전류 검출기능
(고조파를 포함한 True RMS 검출기능).
- 역상 과전류 검출기능.
- Sh.c Bank 상별 불평형 검출기능
- 과/저전압 검출기능
- 주파수 검출기능
- 과부하 검출기능
- 자기진단 기능
- Metering 기능 ( 전류, 전압, 유/무효 전력 등 )
- Event Recording 기능 ( Trip, alarm, Fail 등 )
- local Pc를 이용한 정정 및 고장분석 기능
( 분석프로그램(DIGSI), 표준파일(comtrade) 변환 기능)

전기적 사양/정격
항목

구분
전원

정격

아날로그

사양

입력전압

Dc : 125[V], ac : 230[V] (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7/9[W], 15/23[Va]

전류(cT)
전압(PT)

디지털입력
디지털출력
통신

선택가능

1[a], 부담 : 0.05[Va]
5[a], 부담 : 0.3[Va]
100[V], 소비전력 ≤ 0.3[Va]
접점수 : 8 ~ 48
전압범위 : 88 ~ 300[VDc]
접점수 : 6 ~ 30
허용전류 : 연속(5[a]), 30[a](0.5[sec])

통신포트

RS-232, RS-485, Ethernet, FO(Fiber Optic)

프로토콜

Profibus, DNP3.0, IEc61850, TcP/IP

시작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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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DcF77/IRIG-B/SNTP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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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감시제어시스템(ECMS)-1
전력감시제어시스템(eCM S)
향후 발전과 배전분야는 많은 변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전력설비와 통신매체가 연계된 변화시기는 점점 빠르게 다
가오고 시장은 규제가 점점 더 해제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 장비와 프로세스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이러한 변
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품 적용시 사용자 편리성과 다양한 통신매체 인터페이스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SIcaM PaS(Power automation System)는 분산된 변전소 제어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들을 만
족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통신 규격 중에서 SIcaM PaS 시스템은 Bay 장비들과 통신을 위해 새로운 IEc 61850 규
격을 지원합니다. SIcaM PaS 제품은 다양한 자동화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시스템 연계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징
을 갖는 Open 시스템이고 규격화된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 기능을 구비합니다.

그림 1 SIcaM PaS 시스템 구조

분산된 정보 시스템에서 다양한 타스크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산업제조 현장, 발전소 및 변전소 제어 및 보호 시스템 분야 적용에 적
합한 전력감시제어시스템 입니다. SIcaM PaS 제품은 모듈화 되고 널리 사용되는 통신규격들과 호환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
니다. 정교한 human-Machine Interface(hMI) 개발 소프트웨어인 SIcaM PaS cc는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우수한 운영 기능들을 통해 다
양한 시스템 유지관리 해법을 위해 많은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SNMP)을 통해 빠른 고장 검출과 운전 신뢰성을 제공하며, DNP 3.0 등 다양한 통신규약들을 제공합니다.
발전소 및 변전소 전력감시시스템에 적용되어 각종 전력설비 이용 효율을 높여주는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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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감시제어시스템(ECMS)-2

SICAM PAS 시스템 개요, 어플리케이션 기능
- 시스템 구조를 조정 설계할 수 있는 에너지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 한대의 단독 스테이션 레벨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더넷 laN 기반 네트워크 통신으로 다른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확장성으로 광범위 어플리케이션과 분산시스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고 분산된 시스템은 여러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동
작합니다.
- 데이터전송 규격들 범위 안에서 변전소 모든 장비들의 프로세스 데이터를 제어하고 기록합니다.
- 변전소에서 직접적으로 그래픽처리표현 시스템들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호환성으로 새로운 장비 연계 설치 및 설정이 간편합니다.
- 특히 시스템 확장 경우에 온라인으로 파라메타 설정 기능이 주목할 만한 기능입니다.
- 테스트와 진단 기능들이 있습니다.
- 사용자 편의성, 운영자 제어 로직, WINDOWS 지향, 사용자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OPEN 구조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쳐
- SIcaM PaS는 MS WINDOWS 2000,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2003 SERVER 운영체계가 탑재된 하드웨어에서 운
영됩니다. 이 플랫폼의 장점은 저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의 용이성, 유연성과 지속적인 지원체계입니다. 강력한 실시간
분산 시스템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빠르게 실행되고 연결 됩니다. 시스템은 데이터 베이스를 저장하
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IED와 통신을 위한 디바이스 마스터 기능들은 다수의 통신규격을 지원합니다. SIcaM PaS 데이터 NORMalIZING 기능은 측정데이터
필터링, 임계값 계산, 선형 특성 등과 같은 데이터 변환 기능을 수행합니다. SIcaM PaS cc는 시각화 프로세스를 위한 hMI이고 최적
운전 유지보수가 요청되는 에너지 자동화를 위해 설계된 S/W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SIMaTIc WINcc 기반 S/W입니다. 보호 유니트로부터 고장기록들을 신속히 분석하기위해 IEc 61850,
PROFIBUS FMS(SIPROTEc4), IEc60870-5-103 통신규격 등으로 운전 중 고장 데이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저장합니다. 이러한 고장
기록들은 cOMTRaDE VIEW (SIcaM REcPRO 포함) 혹은 SIGRa 4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신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와 통신규약
SIcaM PaS은 다양한 제조사들의 보호 유니트, IED, Bay 제어 유니트, MEaSURED-ValUE REcORDER, 원격제어(TElEcONTROl
UNIT)유니트와 연계하여 변전소 운영시스템을 구성하고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장비로부터 기록 데이타들을 기록하기위해 상업적으
로 사용되는 통신규약들을 지원합니다.
● 통신규약
- IEc 61850
이더넷기반으로 스테이션 제어레벨과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통신규약입니다. IED들 간에 직접 데이터 교환하며 스위칭 인터록
기능 등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 PROFIBUS FMS
대부분의 SIPROTEc 4 Bay 제어기들과 보호 유니트들은 SIcaM PaS와 PROFIBUS FMS로 연결 됩니다.
- IEc 60870-103
다수의 보호유니트, IED, Bay 제어 유니트, MEaSURED-ValUE 기록계, 변압기 제어기 제조사들은 IEc 60870-103규약을 지원하
고 직접 SIcaM PaS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IEc 60870-5-101(MaSTER)
IEc 60870-5-101 규약이 일반적으로 TElEcONTROl
UNITS와 연결되며 ‘ BalaNcED'와 ’ UNBalaNcED' 트래
픽 모드가 지원됩니다.
aUTOMaTIc DIalING 기능은 IEc 60870-5-101통신규약
으로 변전소와 연결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예: 출력명령)에 따라 DIal-UP 연결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또한 연결 가능합니다. 아날로그나, ISDN 등
모뎀으로 다른 변전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IEc 60870-5-104(MaSTER)
TcP/IP 기반 변전소 연결 가능합니다.
- PROFIBUS DP
전기 및 가스공급 자동화와 산업자동화에 많이 쓰이고
SIMEaS P(I, V, P, Q, P.F.)와 같은 다기능 측정기와 인터페
이스가 가능합니다.
- IlSa PROTOcOl
- MODBUS MaSTER
- DNP 3.0

시스템제어센터 연결, 분산 프로세스 연결과 시각화

그림 2 로컬 제어기능을 구비한 SIPROTEc 4 Bay 제어 유니트 및 보호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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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aM PaS는 WINDOWS 2000, WINDOWS XP PROFESSIONal aND WINDOWS XP EMBEDED 운영체계에서 동작합니다.
- 기존 통신규약과 빠르고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규격화된 TElEcONTROl PROTOcOlS
IEc 60870-5-101
IEc 60870-5-104
DNP V3.00, TG8979, cDT
- TcP/IP 기반으로 네트워크 연결하여 6대의 DIP(DEVIcE INTERFacE PROcESS)와 1대의 FUll SERVER로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
니다.
- 프로세스 제어 및 모니터링을 구현하기위한 hMI S/W인 SIcaM PaS cc와 연계 됩니다.
- OPc를 통해 어플리케이션들과 연계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OPc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OPc 서버는 기본 시스
템에 포함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옵션 패키지이며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저장합니다.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 교환, SIMaTIc
Plc와의 연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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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감시제어시스템(ECMS)-3

스테이션 제어
SIcaM PaS는 Bay BlOckING과 TElEcONTROl BlOckING 기능을 구비합니다. TElEcONTROl BlOckING 기능은 운전 중 다른 제어
센터들과 정보전송을 지속하는 반면 하나의 특정 제어센터로의 정보 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BlOckING과 TElEcONTROl BlOckING 기능은 신호발생(SIGNalING)과 명령(cOMMaND DIREcTIONS)들로 동작됩니다.
특정 채널 SWITchING aUThORITy기능은 스위칭 명령에 대하여 로컬 제어센터(SIcaM PaS cc)와 리모트 제어센터를 구분뿐만아니라
제어센터간 연결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는 SyNchRONIZED/UNSyNchRONIZED MODE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타스크(Automation Tasks)
이 기능은 IEc 61131을 준수하는 cFc(cONTINUOUS FUNcTION chaRT)를 설치한 SIcaM PaS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에디터의 기능 블록들을 연결하여 그래픽하게 구성하며, cFc FUNcTION BlOckS의 라이브러리 확장으로 에너지 자동화를 위해 개
발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REDUNDaNcy) 스테이션레벨 컴퓨터는 스테이션제어레벨의 이용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중구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개의 마스터(PROFIBUS FMS, IEc 60870-5-101)나 클라이언트(IEc 61850)로 동시 통신을 지원하는
IED 혹은 변전소 디바이스로 이중화가 가능합니다. 이중화구조 또한 SIcaM PaS cc를 이용한 프로세스 시각화, REcPRO기능 구비
한 고장기록저장이 가능합니다.

SICAM PAS CC HMI를 통한 시각화 프로세스
SIcaM PaS는 전체 구성과 강력한 데이터 수집기로서 사용되고 SIcaM PaS cc는 시스템 시각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hMI S/W입니
다. 내부 시그널 리스트에서는 디바이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신호에 대해 ms단위로 기록되고, 다수의 추가 데이터들은 원인
(SPONTaNEOUS, cOMMaND), 이벤트 소스(clOSE RaNGE, lOcal, REMOTE) 기타 신호 프로세스, 명령신호들이 기록 됩니다.
INDUSTRIalX-cONTROlS는 스위치기어 제어와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스위칭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은 cB, DS에 대해(IEc, DIN,
SINaUT lSa,, SIcaM) 4개의 다른 형태 표현을 지원합니다. 스위칭 디바이스를 표현하는 BITMaPS파일로 생성할 수 있고, 오브젝트들
과 링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이고 즉각 반응하는 플래싱을 지원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와 통신상태(예 UP-TO-DaTE/NOT
UP-TO-DaTE, Bay aND TElEcONTROl BlOckING 등) 표현이 가능합니다.
SIcaM PaS 스테이션 유닛들과 연계하여 스위칭 디바이스들을 직접 혹은 “SElEcT BEFORE OPERaTE"모드로 제어 합니다. 싱글라인
이미지 처리는 TOPOlOGIcal cOlORING이 사용되며, 인터넷을 통해 제어와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SIcaM ValPRO 기능을 이용한
측정값 분석, SIcaM REcPRO 기능을 이용해 보호 계전기에 저장된 고장기록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SIcaM PaS cc hMI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그림 3 스테이션 레벨 컴퓨터 및 hMI 서버 이중화 구조

정보의 영역 (Scope of information)
SIcaM PaS에서 처리될 데이터 용량은 다음의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개념(MUlTIPlE-cOMPUTER NETWORk 혹은 SINGlE-STaTION SySTEM)
•사용 하드웨어의 데이터 수행
•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RDBMS)의 규모
•FUll SERVER 한 대와 6대의 DIP를 사용하여 분산된 PaS SySTEM으로 최대 350 대의 IED와 20,000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지원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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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aM PaS cc는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SIMaTIc Wincc기반 위에 설치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어 지원가능
•모든 운전 및 모니터링 기능들이 내장됨 - 플렌트 디스플레이 그래픽 시스템, 알람, 측정값 저장을 포함합니다.
•개방형 규격 사용으로 편리한 호환성 - 외부 툴 사용과 개방형 인터페이스(SQl과 ODBc)를 통해 저장 데이터에 접근
•하위레벨 제어기(혹은 MS Exel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와 제작사 통신은 OPc(OlE for Processs control)로 가능합니다.
•Visual Basic 어플리케이션(VBa), VBS 혹은 aNSI c를 이용하여 사용자 사양에 적합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옵션 확장
- Wincc/Dat@Monitor : MS 인터넷 Explorer 혹은 MS Excel과 같은 일반 tool을 사용하여 사무실 컴퓨터상에 현재 프로세스 상태 디
스플레이와 분석, 히스토컬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
- Wincc/Web Navigator : SIMaTIc Wincc 선택사양이며 사내 망혹은 laN로 인터넷망을 통해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기능.
- Wincc/connectivity pack : hDa와 a&E 2개의 OPc서버 기능, Wincc OlE-DB 제공 가능.
- FunkServerPro : FUNkSERVERPRO을 적용하면, Wincc 신호시스템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은 자동으로 무선호출 수신기로 전송
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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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제어 방식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요
SIcaM PaS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구성과 운전 시 익숙한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존 윈도우 기술 기반으로 인페
이스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시스템은 변전소 cONFIGURaTION과 OPERaTION을 구분하고, SIcaM PaS에서 2개의 타스크들은 2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분리됩니다.
SIcaM PaS UI-cONFIGURaTION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젝트 구성을 생성 및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하면 4가지로 분류됩니다.
- cONFIGURaTION
- MaPPING
- SySTEM TOPOlOGy
- DEVIcE TEMPlaTES
모든 VIEWS의 공통 특징은 명확히 배열된 트리구조로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는 Explorer 윈도우 형태이고, 이러한 트리구조의 각각 레
벨들을 열고 닫습니다. 데이터 윈도우에서 파라메터 설정, 정보 설정, 사용자 사양 할당 정의, 시스템 TOPOlOGy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타스크 정의에 따라 단순하고 구조화시켜 신속한 작업과 간단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파라메타 설정 오류
시 파라메타 설명과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여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TOPOlOGy 정보할당 테이블 뷰에서
정렬, 필터링, 다항목 선택, DRaG & DROP으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SIcaM PaS UI는
cONFIGUaTION 데이터 변경시 IMPORT/EXPORT 기능을 구비합니다.
SIcaM PaS UI-OPERaTION 프로그램은 변전소 모니터링과 제어를 위해 편집과 분석 뷰 기능을 제공합니다.
OPERaTION MaNaGER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제어합니다.
ScaDa ValUE VIEWER에서는 정렬된 데이터 입력 값들을 볼 수 있으며 테스트 목적으로 운영자 제어 명령들을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5 SIcaM PaS UI-cONFIGURaTION

시스템 요구사항
● STaTION UNIT
- 1.86 Ghz Intel mobile processor (yonah processor)
- 2 x 2 GB compact flash cards
- Industrial Grade and Error correction
- One card for system and SIcaM PaS & DatabaseB
- One card for fault records and other write actions
- 2 GB RaM
- 2 x 10 - 1000 MB/s Ethernet RJ45
- VGa interface
- up to 8 comPorts (expandable externally)
- 6 USB 2.0 ports
- hard reset button
- Status lEDs
- One binary output contact used for live signal
- additional up to 64 binary inputs /
outputs for station level related signalling
● SIcaM PaS 운영 시스템
- MIcROSOFT WINDOWS
- MIcROSOFT WINDOWS
- MIcROSOFT WINDOWS
- MIcROSOFT WINDOWS
- MIcROSOFT WINDOWS

그림 6 SIcaM PaS UI-OPERaTION

XP PROFESSIONal
7 PROFESSIONal
2003 SERVER
2008 SERVER
XP EMBEDDED

● SIcaM PaS cc 운영 시스템
-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 MIcROSOFT WINDOWS 2003 SERVER
- MIcROSOFT WINDOWS 2008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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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IcaM PaS ValUE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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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감시제어시스템

태양광 발전소의 각종 센서와 보호제어반 및 감시제어시스템
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태양광발전감시제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모듈, 인버터, 저압반, 고압반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향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설시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태양광발전감시제어시스템은 현장 발전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발전라인의 Trouble에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보장합니다.

최신의 고성능 소프트웨어
- 최적의 hMI 소프트웨어 채택으로 안정된 통합 태양광 발
전관리 시스템 제공

무인화 가능
- 웹 서버 구축으로 원격에서 실시간 감시 제어로 문제점의
신속한 파악 및 조치
- 고장 발생시 SMS 전송
- 모든 실시간 데이터의 웹 연동 지원

국내 15[MW] 태양광
발전감시제어시스템 구축 현장

발전 효율 향상
- 실시간 발전 설비의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제어
- 완벽한 한글지원(메뉴포함)에 의한 운전자 이해력 향상
- 오피스 제품(MS-Excel)으로 데이터 교환(Report)이 가능

자동운전 체제 구축
- 증설시 기존시스템과 연계로 완벽한 자동제어시스템 구
축 기반 조성
- 통합 태양광 발전관리 시스템 구축기반 조성

hMI 화면구성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계통연계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

태양전지 모듈

[발전소]

감시제어시스템

50

51

To the future with

GABO

원격소제어장치(EMS RTU)-1
원격소제어장치(e M S R T U )
EMS-RTU는 전력계통 운영 설비를 원격 감시, 측정 및 제어를 위해
발·변전소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개방형 인터페이스, 고성능, 고신뢰
성의 분산설치, 원격관리가 가능합니다.
본 장치는 공통제어부, 현장제어부 및 RTU 감시반으로 구성되며, 각

기능
•고성능 및 고신뢰성

제어부분에는 연산처리부, 통신부, 입출력제어 및 전원부 등으로 구성

모듈보호 기능

됩니다.

병렬처리 기능
이중화 기능
모듈단위 증설기능
•분산설치
네트워크 통신방식
분산운전 기능

시스템 구성도

IED 연계 기능
•원격 관리
원격감시용 단말장치 연계 기능
SMS (System Management System) 기능
소프트웨어 Dll (Down line load) 기능
인터넷 기반 원격관리 기능
•개방형 인터페이스
국제표준 프로토콜 연계 기능
시각동기 우선순위 기능
시스템 보안관리 기능
•통신 업무 기능
EMS와 통신
Multi-Protocol 및 Multi-Tasking
•시스템 진단 기능
시스템 자기 진단 및 시스템 모의 시험
cold/Warm Restart, application 기능
•표준시각 동기 기능
시스템 전체 시간 동기
위성 표준 시각(GPS)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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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소제어장치(EMS RTU)-2

M PD (M ai n Pr ocessi n g D evi ce)
MPD는 EMS로부터 전달되는 명령을 수신하고, 이를 해독하여 적절한 응답 및 처리를 수행하며, 시스템 구성장치들을 관리하는 기
능을 보유합니다. MPD의 주요 기능으로는 시스템 자기진단(Self Diagnostic), 구성(configuration) 관리, 데이터베이스(Database) 관리,
통신 스케줄 관리, Protocol 변환, EMS 및 I/O모듈과의 통신, Data의 보관 및 처리, RTU 감시반과의 hMI 연계 및 시스템 시각 관리
등이 있습니다.

SIO-B : Serial Input Output - Basic

Main Processing Unit
•MPU 보드는 MPD의 주 처리 모듈로써 RTU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각 MPD에 2개
의 MPU 및 MMB(MPU Memory Board)를 탑재하고 있어 병렬운전이 가능합니다.
•MPU 보드는 VMEbus용 SBc(단일 보드 컴퓨터) 보드로서 표준 VME 버스 시스템에서 시스템 컨
트롤 보드로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인텔의 IXP425 Microprocessor를 사용하여 고성능 처리가 가능하며, 256Mbyte SDRaM, 512kB
EPROM, 16MB Flash Memory, 8kB NVRaM/RTc가 장착되어 있고, 2개의 10/100 Ethernet Port와
2개의 Serial Port가 있어서 다양한 application이 가능합니다.
cPU
Memory
O.S
통신PORT
System Bus구조
lED Display

특징

32BIT IXP 425 533Mhz
SRaM 8MB, SDRaM 256MB, EPROM 512kB, FlaSh 16MB,
NVRaM 8kB
Real Time Multi Task O.S(VxWorks)
RS-232c 2Port
Ethernet 4Port(100MBps 2Port, 10MBps 2Port)
국제표준버스인 VME Bus(IEEE1014)채용
PWR, RST, RUN, F/l, VME, ScN, OFa, OFB
laN1/2/3/4(lINk, acTIVE), cONSOlE&S1~S4(TX/RX)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bus Master Interface
VME32 Standard를 위한 고속의 DMa 지원
Watch-Dog Timer
Battery Back up 기능

SIO - B 보드는 고속의 32bit 마이크로프로세서인 인텔의 IXP425 cPU를 사용하여 개발된
VMEbus 보드입니다.
Single Board computer로서 VME bus 시스템에서 최적의 Slave Processing Board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성능의 32 bit 데이터 처리를 통한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제어기 보드이며 상
위 다양한 hOST와 프로토콜 변환기능을 구비하여 상위와의 통신 Interface 기능을 담당하는 보드
로 MPU와는 VMEbus상의 공유메모리를 통하여 DaTa를 연계합니다.
Board 후면으로 8개의 Serial Port를 제공해 여러 hOST 와의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cPU
MEMORy
통신PORT
System Bus구조
lED Display
특 징

32BIT IXP425 533Mhz
SDRaM 64MB, EPROM 512kB, FlaSh 16MB, NVRaM 8kB
RS-232c 10Port, Ethernet 2Port (10MBps)
국제표준버스인 VME Bus(IEEE1014) 채용
PWR, RST, RUN, VME, 1~8(TX/RX)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bus Slave Interface
Watch-Dog Timer

SIO-A : Serial Input Output - Advanced
SIO-a 보드는 고속의 32bit 마이크로프로세서인 인텔의 IXP425 cPU를 사용하여 개발된 VMEbus
보드 입니다.
Single Board computer로서 VME bus 시스템에서 최적의 Slave Processing Board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성능의 32 bit 데이터 처리를 통한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제어기 보드이며 상
위 다양한 hOST와 프로토콜 변환기능을 구비하여 상위와의 통신 Interface 기능을 담당하는 보드
로 MPU와는 VMEbus상의 공유메모리를 통하여 DaTa를 연계합니다.
4개의 이더넷 포트를 이용하여 여러 hOST와의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cPU
MEMORy
통신PORT
System Bus구조
lED Display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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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IT IXP425 533Mhz
SDRaM 64MB, EPROM 512kB, FlaSh 16MB, NVRaM 8kB
Ethernet 4Port (10/100MBps), RS-232c 2Port
국제표준버스인 VME Bus(IEEE1014) 채용
PWR, RST, RUN, VME, 1~8(TX/RX)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bus Slave Interface
Watch-Dog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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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소제어장치(EMS RTU)-3

F PD (F i el d Pr ocessi n g D evi ce)
FPD는 설치 여건에 따라서 MPD와 동일장소에 설치하거나, 발전기 또는 스위치야드별 현장에 분산 설치가 가능하며, 전력설비의
감시점이나 제어점들의 직접 Interface를 수용하여 Digital, analog 및 Pulse 정보를 수집하거나 출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MPD와
FPD 간의 내부통신은 이중화 Ring 방식의 100Mbps 광 Ethernet 기반 네트워크 통신 방식을 적용하며, FPD는 각각의 기능모듈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대 16개 입출력 모듈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CPU Module

Digital Output Module
cPU 보드는 FPD의 주 처리모듈로 MPD와의 통신을 수행하며 현장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I/O 기
능 모듈들을 수용하여 Field와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합니다.
인텔의 IXP425 Microprocessor를 사용하여 고성능 처리가 가능하며, 256Mbyte SDRaM, 512kB
EPROM, 16MB Flash Memory, 8kB NVRaM/RTc가 장착되어 있고, 2개의 10/100 Ethernet Port와
2개의 Serial Port가 있어서 다양한 application이 가능합니다.
cPU
MEMORy
O.S
통신 PORT
System Bus 구조
lED Display

특징

cPU
MEMORy
출력 점수
출력 신호
제어 holding Time
제어 전압
lED Display

32BIT IXP 425 533Mhz
SRaM 8MB, SDRaM 256MB,
EPROM 512kB, FlaSh 16MB,
NVRaM 8kB
Real Time Multi Task O.S (VxWorks)
RS-232c 2Port
Ethernet 4Port(100MBps 2Port, 10MBps 2Port)
국제표준버스인 VME Bus (IEEE1014) 채용
PWR, RST, RUN, F/l, VME, ScN, OFa, OFB
laN1/2/3/4(lINk,acTIVE), cONSOlE & S1~S4(TX/RX)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bus Master Interface
VME32 Standard를 위한 고속의 DMa 지원
Watch-Dog Timer
Battery Back Up 기능

특징

절연방식

32BIT TMS320c32
1MB SRaM, 128kB EPROM, 4kB DPRaM, 32kB EEPROM
16 Point / Module
Relay contact
100ms ~ 6000ms(조정가능)
24V Dc
PWR, RST, RUN, VME, S1, S2, OPR, Rly, 출력 1~32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32 Standard, VMEbus Slave Interface
Watch-Dog Timer
동작전 점검 (check Before Operate) 기능
Relay에 의한 1,2차 분리
출력부는 전기적으로 절연 (Photo coupler 절연)

Analog Input Module

Digital Input Module
전력설비 차단기 개폐상태, 경보상태 등, 계전기 보조접점 On/Off 상태감시와 SOE 기능을 가지며
전력설비의 차단과 각종 계전기류의 개폐상태를 Optical Isolation 방식을 이용하여 검출하고 그
데이터를 공통제어 모듈에 전송합니다. 자동 재폐로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개폐상태, 경보상태등
계전기의 보조접점 상태감시는 차단기의 On-Off, Off-On, On-Off-On, Multi-Off 상태 등을 고속으
로 검출하여 해당 정보를 SOE기능으로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cPU

32BIT TMS320c32
1MB SRaM, 128kB EPROM,
MEMORy
4kB DPRaM,
32kB EEPROM
입력 점수
32 Points / Module
입력 신호
Dry contact
감시 전압
48V Dc
SOE분해능(Resolution) 1msec
Debounce Time
4~64msec (조정 가능)
lED Display
PWR, RST, RUN, VME, S1, S2, 상태표시 1~32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특징
VME32 Standard, VMEbus Slave Interface
Watch-Dog Timer
절연 방식
Photo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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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은 상위 hOST로부터의 원격제어시 동작되며 제어출력은 Dry-contact 접점을 이용한 펄스
신호이며, 차단기와 같은 전력의 Trip/close를 행하는데 사용되며 동시에 2개 이상의 차단기가 선
택되었을 때는 동작되지 않습니다.

aIM은 전력설비로부터 취득한 아날로그 신호(전압, 전류, 유/무효전력, 주파수 등)를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하여 MPD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입력은 변환기장치에서 공급합니다.

cPU
MEMORy
포인트 용량
입력 신호
출력 신호
lED Display
특징

32BIT TMS320c32
1MB SRaM, 128kB EPROM, 4kB DPRaM, 32kB EEPROM
16 Point / Module
0~1ma, 4~20ma, 0~5V 중 입력종류에 따라 선택 가능
16 BIT Digital 신호
PWR, RST, RUN, VME, S1, S2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32 Standard, VMEbus Slave Interface
Watch-Dog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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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소제어장치(EMS RTU)-4

Analog Output Module

Pulse Output Module
aOM은 발전소의 발전기 출력 증감발 제어를 위해 이용됩니다. 제어출력은 analog값(Set Point)으
로 하고 발전소 제어설비(DcS)와 결합되며 다음 명령이 있을 때 까지 현재값을 유지하며 RTU 전
원상실시에도 현재값을 유지합니다. Set Point 출력모듈은 중앙장치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10진수
로 표현하고 제어 및 경보신호를 출력합니다.
cPU
Memory
포인트 용량
출력 신호
출력 지정
조정 범위
lED Display
특징
절연방식

32BIT TMS320c32
1MB SRaM, 128kB EPROM, 4kB DPRaM, 32kB EEPROM
4 Point / Module
4~20ma, 0~5V 중 선택 가능
16BIT Digital 신호
각 출력마다 10% 정도 조정 가능
PWR, RST, RUN, VME, S1, S2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32 Standard, VMEbus Slave Interface
Watch-Dog Timer
Photo coupler 절연

POM은 EMS에서 발전기의 출력 증·감발 값을 계산된 신호로 자동 송출할때 사용되며, 접점을
이용한 펄스폭 신호로 출력되며, 동작 전 점검기능(check Before Operation)은 적용하지 않습니
다. 발전기의 시퀀스회로에 연결, 직접 원격발전제어를 합니다.

cPU
Memory
포인트 용량
출력 Relay 부담
동작 방식
Relay 동작시간 조정 범위
lED Display
특징

32BIT TMS320c32
1MB SRaM, 128kB EPROM, 4kB DPRaM, 32kB EEPROM
4 Point / Module
Dc 125V, 0.5a (Dry contact)
Direct Operate
200ms ~ 1.4sec (200ms STEP 가변)
PWR, RST, RUN, VME, S1, S2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32 Standard, VMEbus Slave Interface
Watch-Dog Timer

Pulse Input Module
PIM은 펄스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며, 이 펄스 데이터는 전력설비에서 펄스로 발생되는 데이터
(예:발전량등)로 디지털 데이터와 같이 Optical Isolation 방식을 이용 처리합니다. 상태 변화된 데
이터는 회로 내에 적산 저장되며, EMS 명령신호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처리 합니다.

cPU
Memory
포인트 용량
입력 전류
입력 전압
입력 단락 Debounce Time
lED Display
특징
절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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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IT TMS320c32
1MB SRaM, 128kB EPROM, 4kB DPRaM, 32kB EEPROM
8 Point / Module
6ma 이하
Dc 48V (Pulse count)
4 ~ 64ms
PWR, RST, RUN, VME, S1, S2
고속의 처리 능력을 가진 32Bit의 cPU
저소비 전력의 cMOS component
VME32 Standard, VMEbus Slave Interface
Watch-Dog Timer
Photo coupler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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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감시제어반-1
구성도

개요
본 시스템은 특고압 특히154kV, 345kV급 변전소 감시제어 종합반으로서 현
장의 전력설비와 연결하여, 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설비 운전 정보를 제공

UPS

및 분석하며, 조작 터미널을 통하여 전력설비(차단기, 개폐기 등)를 원격 조작
하는 시스템 입니다.
감시제어 시스템은 실시간 JOB(각종 Event, 모니터 Display 등)을 우선적으로

MaIN cOMPUTER
POWER SOURcE
ac 220V

처리하고, Multi-tasking Job을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real-time용이
모니터

며, 시스템 자원(Resource)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비)

RS232 to Optic

RS232 to Optic

RS232 to Optic

원격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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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DaTa PRINTER

감시제어연
계용 cable

공유단자함

모자익 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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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감시제어반 -2

시스템 구성 요소

주요 기능

1. 주장치(Main computer)
최신의 Workstation급 Pc에 최적의 집중감시제어 hMI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원격소 장치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설비 제어를 수행합니다. 또한 개방형(Open architecture) 시스템 규격을 적용하여
확장성과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2. 기록기(Event/Data logger)
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한 경보 내용 및 운용자 조작 내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이벤트 프린터,
데이터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원격소 장치
현장기기의 상태정보(차단기나 개폐기의 ON/OFF 상태 등)나 계측정보(전류, 전압, 전력 등)를 취득하여 호스트 컴퓨터
(NEMS, ScaDa, 변전소 감시제어장치)로 전송하고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전송 되어온 지령정보를 분석하여 특정설비를 제
어합니다.
cT, PT를 계측하여 다중의 전력정보(전류, 전압, 유/무효전력, 주파수, 역률, 전력량 등)를 생성합니다.
4. 모자익 배전반
전력계통도를 하나의 Board상에 단선도로 구성하여 놓은 것으로서 현장 기기의 감시, 제어, 계측라인을 원격소장치와
공유 하여 원격소장치 이상 시에도 정상적으로 현장설비를 운전, 조작, 감시하는 배전반입니다.

주요특징
1. 고성능 및 고신뢰성
- 최신 h/W 장치 및 S/W를 활용한 안정적 성능 보장
- 통신회선 이중화를 통한 통신의 신뢰성 제고
- 전원부/통신부 Surge Protection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향상
2. 다양한 통신 방식 지원
- Network 통신 방식(TcP/UPD)
- Serial 통신 방식
3. 원격 관리
- 전력설비에 대한 원격 관리(감시/제어/계측) 기능
4. 개방형 인터페이스
- 국제표준 프로토콜(DNP 3.0) 연계 기능
- 시간동기 우선순위 기능
- 시스템 보안관리 기능
5. 시스템 진단기능
- cPU Board Error 고장진단 기능
- EISa Interface Error 고장진단 기능
- Event keyboard Error 고장진단 기능
6. 표준시간 동기화 기능
- 시스템 전체 시간 동기화(host or hMI 기준)
- 위성 표준 시간(GPS)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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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 기능
- 차단기, 개폐기, 계전기 등의 설비 상태에 대한 감시.
2. 계측 기능
- BUS, Bay, TR 등의 전압, 전류, 유/무효 전력 등의 계측 값들에 대한 실시간 측정.
3. 제어 기능
- 차단기, 개폐기, 스위치 등의 이원상태, 변압기 Tap Position, 동기투입 등에 대한 제어.
- 중요 제어에 대한 단계별 제어 제공.
4. 기록 기능
- 감시, 측정, 제어 동작에 대한 기록, 경보 발생 및 운영 작업 내용에 대한 기록.
5. 경보처리 기능
- 차단기 개폐상태 변화, 계측 값 임계치 초과, 장치 및 감시 요소 상태 이상 감지에 대한 실시간 경보 처리
- 이벤트 등급별 시청각적 경보 처리.
6. 계산 기능
- 측정된 계측값을 통한 역률(Power Factor), 전력량 (MWh), 상별편차 등의 계산 기능
7. 포인터 관리 기능
- 감시/계측/계산/장치/가상 포인트들에 대한 관리 기능
8. 보고서 기능
- 계측값을 활용한 주기별(속보, 일보, 월보, 분기 보, 연보 등) 보고서 작성
- 설정된 주기 따른 보고서 자동 생성
9. 백업 기능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벤트 이력 및 작성된 각종 보고서 파일 백업.
- 설정된 주기에 따른 자동 백업 처리.
10. 보안 기능
- 미인가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사용자 관리
- 사용자 단위 시스템 사용권한 관리
-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S/W 및 h/W 솔루션 제공.
11. 그래픽 기능
- 변전소 내 다양한 전력설비 표준 symbol화 표현
- 포인트의 상태/계측값 변화에 따른 시각적 정보 제공을 위한 편집기 및 뷰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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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현장제어시스템
Pl C 현장제어시스템

다양한 현장, 다양한 산업 공정제어시스템에 적용되는 Plc 제어시스템은 다수의 제조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산업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MElSEc Plc, GlOFa Plc, SIEMENS Plc 시스템 등 다수의 설계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하여 MElSEc Plc를 이용한 공장자동화 구현, GlOFa Plc를 이용한 정수 및 하수처리공정시스템 계측 및 제어 시스템 등 현장
요구에 맞는 제조사 Plc를 최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SIEMENS사의 SIMaTIc S7 200, S7 300, S7 400 Plc 제어반 설계 및 자동화 프로젝트에
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hMI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64

엔지니어링 수행

SIEMEnS SIMATIC S7 Series PlC

설비진단 현장조사 및 제안서 작성, 공장 규모와
Process에 적합한 System 선정, 운영자 Needs 검토,
기본 & 상세 디자인 설계, hardware 판넬 설계 및 제
작, 소프트웨어 설계 및 프로그래밍, 설비운용비의 효
율성과 운영자 Needs 충족 검토 및 구현, 시운전
(Supervising), 운영자 운용 및 정비 교육

- 대규모 생산량 프레임워크 등 모든 정교한 자동화
솔루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듈 방식의 확장 가능
Plc 플랫폼입니다.
- STEP7을 통한 구성 및 프로그래밍, MPI 및 SIMaTIc
NET를 통한 네트워킹
- 뛰어난 실행 시간 및 0.5ms이하의 응답 시간으로
탁월한 성능을 제공.

S-200

S-300

S-400

- 소형 시스템 구성
- 모듈 방식의 마이크로 시스템
- 신속, 저비용의 효율적인 솔루션
사용이 가능

- 중형 시스템 구성
- 생산 엔지니어링에 중점을
둔 범용 Plc
- 카운팅, 속도 측정, PID
제어, 위치제어 내장

- 대형 시스템 구성
- 생산 및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위한
강력한 Plc
- 0.5ms이하의 deter-ministic 응답 시간
- 대규모 생산량 프레임워크 등 모든 정
교한 자동화 솔루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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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원격 감시 체계(TM S 시스템)

계측기기
국내 정수처리장 정수공정과 하수처리장 하수공정에 적용되는

정부의 수질환경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신뢰성 있는

다양한 수질분석기기와 유량계 등 각종 계측기기를 우수품질과

측정기 데이터 전송 및 자료구축을 통해 방류수 수질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기술로 산업현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공공분야 및 환경 분야에 축적된 다양한 시스템 구축 경험과 품질보증체계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수질원격감시체계

기기선정으로 설계 및 최적 시공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TMS)를 구축합니다.

수질분석기

알카리도계

DO M eTeR

pH M eTeR
잔류염소계

탁도계
전기전도계

주요기능
데이터 수집 : 측정장비와 232/485 Port를 구비하여 환경부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으로 자료 수집
데이터 전송 및 DB 저장 : 환경부에서 정의한 계측신호 측정 및 제어프로그램이 내장된 자료수집기능 구비(실시간 데이터 처리기능, 전송자료
생성), 5분, 60분 및 실시간 자료를 수질 TMS 관제서버로 전송, 항목별 최대 30일의 수집 Data를 5분/60분으로 구분
하여 저장
데이터 조회/경보처리 : 측정소 상태감시 및 원격제어, 실시간/이력 데이터 조회, 그래프 조회, 보고서 출력

시스템 구축

유량계

채 수 시 설 설 치 : 방류구(주/예비)채수용, 정수용, 폐액용 펌프 및 각 이송배관라인 설치
측 정 소 설 치 : 측정소 위치선정 기초공사, 건축사양 검토, 건축도면 설계 및 시공
전기및 방재시설 설치 : 전원설비, 예비전원설비, 채수펌프제어반 및 보호, 조명설비, 전열설비, 피뢰설비, 접지시스템, 서지보호, 소방설비
측정장비 설치 : cOD, TN/TP, ph, SS, BOD, SS, auto Sampler
전송시스템 구축 : Data logger 및 통신장비 구축
M M I 시 스 템 : 사용자 접근이 편리한 MMI Software 기능 구현 및 개발
사 업 관 리 : 공정 및 인력 투입계획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 교육훈련계획, 기술이전 내용 및 운영지원계획

MMI SySTEM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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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미래가치

가보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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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262
Tel : (031)540-2200
Fax : (031)541-5840
http : //www.gabo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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