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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는 자칫 보조전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전 시 무 정전 전원공급장치(충전기/UPS)의 심장입니다축전지는 자칫 보조전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전 시 무 정전 전원공급장치(충전기/UPS)의 심장입니다. 

단, 1개 Cell의 불량으로도 전체 장비의 기능이 정지됨으로서 서비스 중단의 경제적 손실 뿐만아니라

인명과 재산 피해로 연결되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 무 정전 장치의 고장으로 주 장비가 다운 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고장원인이 축전지에 있음.

축전지로 인한 UPS 고장 Thermal Runaway(온도폭증)

SBS 남산송신소는 지난달 15일 발전기 부하운전 시험을 위해SBS 남산송신소는 지난달 15일 발전기 부하운전 시험을 위해

컨트롤 로터리 스위치를 AUTO상태로 돌리던 중 굉음과 함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2004/10/09>

구분 현 상 문제점구분 현 상 문제점

도입 시 초기 상태 점검의 어려움 불량 셀 도입에 따른 성능저하 초래

운영 시

단자 전압을 측정하지만, 축전지 상태 확인 불가

방전시험은 축전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축전지 불량 셀로 인하여, 충전기/UP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있지만, 위험이 수반되어 실행하지 않음.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교체 시 축전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교체
늦은 교체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기 교체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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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d.1188-2005에서 모든 셀의 온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내용

부동충전에서 특정 셀의 온도가 증가하면 더 큰 부동전류가 인가되고, 더 큰 부동전류는 셀의 온도를 계속 증가시키는 온도폭증
(Thermal Runaway)을 유발하므로, 과열로 인한 셀의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하여 모든 셀에 대한 온도 측정이 반드시 필요함.



용량

기대수명이 절반을 넘어서면
축전지의 용량은 급격 저하

인력점검 한계영역

IEEE1188-2005 기준 권고 사항
축전지는 통상 기대수명의 절반이
넘어서는 시점에서부터는
1. 축전지 용량 급격히 저하1. 축전지 용량 급격히 저하
2. 내부저항 서서히 증가
3. 내부저항 약 20%증가되는 시점부터는

용량이 급격히 저하
4. 이때부터 인력점검의 한계영역에 도달
5. IEEE1188-2005기준에 의거 내부저항

30~50%증가시점, 즉 용량이 80%저하
시점을 교체시점으로 권고함.

기대수명
사용기간이 증가되면 내부저항(임피던스)이 증가
20% 증가 : 급격저하 시점20% 증가 : 급격저하 시점
30%~50% 증가 : 용량이 80%로 저하 → 교체시점

종류 기대수명(년)
년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PS 5~7년 ?

ES 3~5년 ?

ESG(MSB) 5~7년 ?

축전지 기대 수명까지 혹은
더 연장시킬 수는 없을까?

축전지 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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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MSB) 5 7년

UXL 10년 ?

VGS 12~14년 ?



도입 시도입 시
모든 셀에 대하여 도입 시 불량 셀 판별 및 확인

도입 시도입 시
도입 시부터 성능저하 추이관리 필요

운영 시운영 시

성능이 저하된 셀의 조기 발견에 필요

감시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 축전지 1조로 만 운영가능 함.

매월 수작업 형태의 월 단위 점검의 업무와 고정비용에서 해방

교체 시교체 시
적시 교체로 신뢰도를 높임.

불량 축전지 만을 교체함으로서 비용의 낭비요인 예방불량 축전지 만을 체함 서 비용의 낭비 인 예방

IDCIDC 공장공장 ITIT 금융금융 통신통신 제조제조 방송국방송국 가스가스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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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IDC 공장공장 ITIT 금융금융 통신통신 제조제조 방송국방송국 가스가스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서비스
축전지를 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만족도
극대화

- 모든 축전지에 대한 전압, 온도, 내부저항을 상시 감시/이상유무 진단

- 서비스 중단의 경제적 손실 및 인명/재산 피해 예방

운용효율
극대화

축전지 도입 시 개별 방식이 아닌 일괄 확인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축전지 운영 시 수작업 방식이 아닌 온라인 감시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

상시 감시체계에 따른 축전지 과열의 폭발 및 화재에 대하여 사전 예방
극대화

상시 감시체계에 따른 축전지 과열의 폭발 및 화재에 대하여 사전 예방

전체 축전지의 성능저하 추이를 온라인 상시 감시함으로서 적기 교체

개방형 축전지에 대한 점검 시 유해가스로부터 보호 →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

비용낭비

체계적인 관리로 축전지 기대수명 사용 또는 이상 가능

특정 셀이 손상되면 손상된 셀만 확인을 통한 부분교체로 낭비요인 제거

→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축전지 값 급등의 투자비 최소화(전체 교체 불 필요)비용낭비
최소화

→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축전지 값 급등의 투자비 최소화(전체 교체 불 필요)

→ 예비전력 중복운용(2조 이상 설치)의 설치공간 최소화 → 타사대비 경쟁우위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절감 (방전시험 시행횟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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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최소화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폐 축전지 최소화로 폐기비용 절감)



<<축전지 VGS 2V 1000Ah 192Cell 투자/운영비 분석 : ○○○업체 사례>>

600,000 

개요

- VGS 2V 1000Ah : 1,310천원/개

. 금액기준 : 2008년 1월 물가자료

※ VGS 2V 2000Ah : 2 440천원/개

(단위:천원)

400,000 

500,000 
축전지 전량교체

※ VGS 2V 2000Ah : 2,440천원/개

. 축전지 수명 : 10~12년

- 수명 : 용량 80% 저하시점 (8년)

자체운영 (기존 방식)

- 위탁관리 비용 : 14 500천원/년

200,000 

300,000 

위탁관리 비용 : 14,500천원/년

- 축전지 전량교체 : 매 9년차

- 축전지 조기교체 금융비용 : 20,170천원/년

. 적용: 8% 및 4개년(9년차~12년차)

타사/LEM사 (개선 후)

예상 원가
절감 영역

100,000 

,

BEP : 3년
타사/LEM사 (개선 후)

- 유지보수 : 8% 적용

- 불량교체 : 1.5% 적용(3년차 시점부터)

- 수명연장 : 기대수명 100%(총12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체운영 타사 LEM
BEP : 1.8년 (년)

수명은 최대, 유지비용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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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유비쿼터스 방식의 Soc(System on Chip) 타입으로 모든 셀에

대하여 전압/온도/내부저항 측정대하여 전압/온 /내부저항 측정

1개 신호선으로 모든 셀 연결로 고장요인 최소화

☞ 특허 기술인 Bus 통신방식 적용으로 1개의특허 기술인 Bus 통신방식 적용으로 1개의

공통 케이블을 사용하여 소용량(2셀)부터

대용량(254셀)까지 간편하게 시스템 구성

주·예비의 이중화된 Ring Bus 방식으로 고 신뢰도

주 장치 인터페이스 RS 232/485 TCP/IP (MODBUS)주 장치 인터페이스 RS-232/485, TCP/IP (MODBUS)

- 타 시스템(BAS / EMS)과 연계 및 통합관리 용이

셀 선택 측정 시 공통버스 방식으로 릴레이를 사용셀 선택 측정 시 공통버스 방식으로 릴레이를 사용

하지 않아, 장기 사용시에도 신뢰도 확보 및

유지보수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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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전류 주입
기존제품

축전지의 모든 셀에 공통적으로 특정파형의

전류를 주입시킨 상태에서, Relay 스위칭으로

특정 셀을 선택한 후 특정파형에 대한 전압을

AC전압 측정

AC전류 측정

부
하

정
류
기

측정하여, 주장치에서 (전압÷저항)으로

내부저항을 산출.주장치

하기
Relay 스위칭

으로 셀을 선택

측정된 전압파형

제안제품

AC전류

입력

AC전압

측정
UPS

평시

가변 펄스 폭의

전류신호를 입력

입력 측정

인버터

한전
전원

평시

방전시

감시센서는 연결되어 있는 셀로부터 전원을

받아서, 가변펄스 폭의 전류를 셀에 주입하면서

동시에 유도된 전압을 측정하여,셀의 내부에

있는 세서에서 전압 저항 내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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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컨버터

있는 프로세서에서(전압÷저항) 내부저항

값을 산출.



구 분 국산 P 사 제품 외산 B사 제품 LEM

측정기준 준수

(IEEE 1188-2005)
• 준수 • 부분준수(온도제외) • 준수

케이블링 방식

• Star

• 장치와 모든 축전기 간에 각각의

전류주입선과 전압 측정선 포설

• Star – Bus

• 장치와 모든 축전기 간에 각각의

전류주입선과 전압 측정선 포설

• Bus - Ring

셀 측정 전송방식 • 릴레이 선택 및 개별 전송방식 • 각 셀 선택 및 링 전송방식 • 공통버스 방식으로 장기사용 시 유리

측정케이블 수

- 설치 공사비

• 24셀의 배수로 연결

• 공사비 과다

• 이설비용 많음

• 24셀의 배수로 연결

• 공사비 중간

• 이설비용 많음

• 2개

• 공사비 최소

• 이설용이 (이설비용 저렴)

• 주장치 (24셀 X 배수로 연결) • 주장치 (24셀 X 배수로 연결)
• 주장치(대용량) 또는 BM컨버터

주요 구성품
• 주장치 (24셀 X 배수로 연결)

• 셀 선택장치

• 주장치 (24셀 X 배수로 연결)

• 셀 선택장치
• 감시센서

• 소모전력 : 내부저항 측정시 40mA

감시항목

• 전압

• 온도(전체 가능)

내부저항

• 전압

• 온도(6셀마다)

내부저항(결선저항 측정 곤란)

• 전압

• 온도(전체)

내부저항(결선저항 포함) 1일 1회측정• 내부저항 • 내부저항(결선저항 측정 곤란) • 내부저항(결선저항 포함):1일 1회측정

정확도

• 전압: ±0.5%

• 온도: ±2.0%

• 내부저항 :±2.0%

• 전압: ±0.1 %

• 온도: ±1.0° F

• 내부저항 : ±0.01mΩ

• 전압: ±0.25%

• 온도: ±0.5℃

• 내부저항 :±2.0%

UPS 고주파 영향 • 고주파 방식의 UPS에서 고조파의 영향에 측정값의 흔들림으로 잦은 경보 발생
• 고주파 방식 대용량 셀 UPS에서도

정확한 측정 가능

상위 시스템 연계 • 연계 불가 정책 • 연계 가능, 고 비용 • 매우 용이

작업방식 • 무정전 작업 • 무정전 작업 가능 • 무정전 (온-라인)

9

작업방식 무정전 작업 무정전 작업 가능 무정전 (온 라인)

통신방식 • RS 232/RS485, TCP/IP • RS 232/RS485, TCP/IP • RS232/RS485, TCP/IP

국내 시판 • 2005년 말 • 2004년 초 • 2007년 5월



구분 STAR 방식 (1세대) STAR-BUS방식 (1.5세대) Bus방식 (2세대:u-축전지 감시)

개요
현 시판중인 대부분의 축전지

감시시스템 형식
일부 메이커에서 개발한 축전지

감시시스템 형식
LEM 사에서 세계 최초 개발한
SOC 방식 축전지 감시시스템

개요
감시시스템 형식 감시시스템 형식 SOC 방식 축전지 감시시스템

구

성

도

Controller

Cell Selector
셀 선택장치

Select 
장치

Select 
장치

감시부

케이블 수가 2개 이하로 구성간편
- 도입비용 저렴

Controller
제어장치 제어부

장점 고정밀 측정시 유리 (측정전류 클 경우) STAR방식보다 케이블 감소

입비용 저렴
타 시스템 연계 용이
UPS 온라인 상태로 공사 가능
무 접점 방식으로 장기사용 시
신뢰도 확보 및 유지보수비 절감
측정값 직접제어 가능측정값 직접제어 가능
방전시 셀 전압만 신속히 측정

단점

축전지 셀당 케이블 설치로 복잡
릴레이 접점 방식으로 고장발생 우려
측정값 직접제어 불가능

Select 장치 사용에 따른 구성이
다소 복잡

입비용이 가장 높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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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측정값 직접제어 불가능
케이블길이에 따른 셀저항값 보정작업
방전시에도 내부저항 측정 (무의미) 

도입비용이 가장 높음
타 시스템 연계 어려움

없음.



구분 내용

충전 시 리플 전류에 의한
측정값 변동

-가변 임펄스 방식 채택으로 영향 없음(특허의 독창성)
-국내도입 사이트의 오 측정 사례 없음

본체 및 센서 등 장애 시 축전지
- 영향 없음

신뢰성
본체 및 센서 등 장애 시 축전지
및 통신에 미치는 영향

- 센서 소비전력 (대기 : 3mA 이하, 측정 : 20mA)
- 측정센서 오 결선 시 Fuse open

묶음단위 측정가능 여부 2V*3셀까지 Block으로 측정가능 시공 및 유지보수 편리

셀간 연결저항(임피던스)
측정 여부

내부 임피던스에 합산되어 측정됨

가격저렴

케이블링 및 공사 방법
Bus-Ring 방식, 단일(1선) 통신선 방식
UPS 온라인 상태에서 작업 가능

가격저렴

셀 선택방식
무접점 방식으로 셀 ID S/W 지정 선택방식으로
장기사용 시 신뢰도 확보 및 유지보수비 절감

셀 별 측정값 직접 제어
Modbus 프로토콜로 직접제어 가능
마지막 셀까지 측정값의 편차가 없음

셀별 측정값 직접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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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별 측정값 직접 제어
마지막 셀까지 측정값의 편차가 없음



<<주요 기능>>

웹 브라우저, 서버 감시방식

사이트 등록/수정/삭제 등 편리한 관리기능

CELL◉◉k 감시/경보화면
사이트 등록/수정/삭제 등 편리한 관리기능

셀 별 전압/온도/내부 임피던스 측정

IEEE알고리즘에 의한 셀 감시경보/성능 진단

셀별 과거 데이터 저장,검색,추이분석 그래프

충/방전 이벤트 기록 및 보고서 출력 기능충/방전 이벤트 기록 및 보고서 출력 기능

진
단

。
감
시시

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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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시센서(센티넬 2) 신형 감시센서 (센티넬 3)

셀 블록에 1개씩 설치
측정전압 : LV(1 2 ~ 2V), HV(6 ~ 12V)

좌동
측정전압 : 0 9 ~ 16V (단일 통합형)측정전압 : LV(1.2  2V), HV(6  12V)

1개 S-Bus케이블로 250셀까지 종속 연결
BUS 컨버터 또는 LAN컨버터를 사용하면 주장치 없이
타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LED램프로 자체점검 가능(녹색 정상 적색 불량)

측정전압 : 0.9  16V (단일 통합형)
좌동
좌동

좌동LED램프로 자체점검 가능(녹색:정상,적색:불량)
LED램프 측면 배치
모든 축전지 타입에 적용가능
내부저항 측정 시 40mA 소모(1일 1회 측정권고)

좌동
LED램프 전면 배치
좌동
좌동

전압/온도 측정 시 20mA이하 소모
부착방법 : 테이핑 방식
크기 : 64 X 50 X 25 mm 
온도센서 : 내부 일체형

좌동
테이프 또는 Din-Rail 
65 X 50 X 25 mm 
외부부착형 : 온도센서는 ( )극주에 부착온도센서 : 내부 일체형

측정범위 및 정확도

외부부착형 : 온도센서는 (-)극주에 부착

측정범위 및 정확도 : 좌동
양산일정 : 2009. 6월항 목 측정범위 정확도

전 압 0.9 ∼ 16V ±0.25%

온 도 -10 ∼ +7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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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저항 50uΩ ∼ 99mΩ ±2% (재현성)



기존 주장치(마이크로 가드) 신형 주장치(S-BOX : 3가지 장치 하나로 통합)

254개 축전지 셀 센서 연결
각 축전지 셀에 대한 측정값 저장 및 표시

좌동
좌동

측정케이블을 BUS/Ring의 이중화 구성
RS-232, TCP/IP 지원 안됨
(MODBUS 프로토콜로 타시스템 연계)
전압/온도/내부저항 측정주기 자체입력 가능
(6분 24시간으로 변경 가능)

좌동
Cascade 연결지원(RS-485), TCP/IP 내장
(MODUBUS프로토콜로 연계 지원)
전압/온도/내부저항 측정주기와 경보레벨 원격 세팅,
원격입력 수정 가능(6분 ~ 24시간으로 변경 가능)

- 원격 파라미터 세팅 불가능
네트워크 고장 시 1일분 데이터 저장
SD메모리카드에 의한 S/W 업그레이드
셀 ID부여 기능

원격입력, 수정 가능
- 알람 파라미터 세팅의 프로그램화 지원
네트워크 고장 시 15일분 데이터 저장
원격에서 업그레이드
좌동셀 ID부여 기능

최근 측정된 35회의 평균값 저장
경보 접점 및 알람 리스트 제공
전류CT 1개 연결가능
실시간 데이터 감시 불가

좌동
좌동
좌동
전류 CT 6개 연결가능 (digital I/O)
실시간 데이터 감시 가능

디스플레이 지원 디스플레이 지원 안함.
총 24조 배터리시스템 자동감시 지원
축전지 상태에 따른 개별모드 동작(부동충전→방전→재충전)
LAN을 통한 연속적인 데이터 취득
19인치 표준 랙 장착 용이19인치 표준 랙 장착 용이

통합
통신변환 장치(LAN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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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류센서 변환장치(I-LINK)



장치의 구조 ( 대량과 소량 축전지 셀 통합관리방식 )

#1#2#3#250

랜 컨버터
(TCP/IP)

대량
축전지 셀

셀 진단 감시/진단
CELLook 서버

LAN

#1#2#3#4
통신정합장치
(BM컨버터)

소량
축전지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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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ox
NETWORKS 

S-Box(Internet, 
CDMA, LAN…)

CELLook

S ti l 3
S-Bus

ㆍㆍㆍㆍ ㆍㆍㆍㆍ
캐스케이드 연결

Sentinel 3

CT (I/O)

S Bus
Converter

Sentinel Bus (S-Bus)

CT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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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 Bus (S Bus)



현재까지 설치된 모든 사이트에서 진단 실패사례 없었으며 오히려 시공방식 및현재까지 설치된 모든 사이트에서 진단 실패사례 없었으며, 오히려 시공방식 및

축전지 불량 등 다수 발견함.

설치 후 1개월 경과 후 불량 셀이 발견됨.

→ 불량축전지 교체 : 축전지메이커

IEEE Std.1188-2005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평균값에서권고한 바와 같이, 평균값에서
20% 초과시 불량으로 표시
하였음. → 셀 교체

진행경과

1. 축전지 설치일 : 2007. 7월초
설치 개요

설치장소 : 카톨릭 IDC(평화빌딩)

한전 SCADA용 축전지
1. 축전지 설치일 : 2007. 7월초

2. 감시시스템 최초 설치일 : 2007. 7. 24

3. 감시시스템 중간 점검일 : 2007. 8. 16

→ 시스템상 불량축전지 발견

4. 불량 축전지 교체 이후 : 2007. 9. 06

설치장소 : 카톨릭 IDC(평화빌딩)

용도 : 전산실 UPS용 (2V 768셀)

- 192셀 × 4조 = 768셀

축전지 종류 : UXL

17

※ 기타 : 결선저항 측정으로 축전지 나사 풀림 상태 다수 발견

→ 수동 측정 및 기존 방식에서는 불가.



한전 SCADA용 축전지 (ESG형)

IEEE Std.1188-1996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평균값에서권고한 바와 같이, 평균값에서
20% 초과시 불량으로 표시
하였음. → 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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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 IDC 센타

(전산센터 UPS용 768셀)
192셀×4조

LIG 손해보험 IDC

(UPS용 960셀 : 240셀×4조)

(통신실 UPS용 30셀)

192셀×4조

용도 : SCADA/DAS UPS

설치장소

- 동해전력관리소(3개소)

- 제천전력관리처

- 수원전력관리처(6개소)

- 서울전력관리처

- 서울사업본부 강북지점

- 대전전력관리처

- 대구전력관리처

- 경기본부 안산지점

대구본부(2개소 : 56셀)

한국중부발전 인천복합
(UPS용 58셀 3조)

성남시청 행정망용
(20셀 1조/30셀 1조)- 대구본부(2개소 : 56셀)

- 영광원자력

(UPS용 58셀 × 3조)(20셀 1조/30셀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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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IDC

(UPS용 420셀)
210셀×2조

KTF 대전 총국(1248셀)

(UPS용 192셀 × 4조)
정류기용 48셀×4조,72셀×4조

삼성 서초타워

(UPS용 576셀)
192셀×3조

SK브로드밴드
(충전기용 및 UPS용) 768 셀

서울 중앙우체국(396셀)
(충전기용 및 용) 셀

(전해공장 UPS용 306셀) 서울 중앙우체국(396셀)

(UPS용 198셀 ×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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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치없이 BM-컨버터로

FMS RTU 직접 연결



1997년 영국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지원받은 가디안

링크사(Guardian Link Ltd)는 주파수 응답특성(Frequency Response 

Analysis) 기술을 사용하여 축전지의 잔존용량을 산출하기 위한Analysis) 기술을 사용하여 축전지의 잔존용량을 산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연구.

가변 구형파 전류신호를 주입하면서 측정된 전압 파형을 분석하여

축전지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누진 파라미터 해석(Progressive 축전지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누진 파라미터 해석(Progressive

Parameter Analysis) 특허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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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품질미터기 필요성전기품질미터기 필 성

2. 전기품질 미터기란

3. 핵심기능 및 관련기준

4 주요 규격4. 주요 규격

5. 주요 기능

6. 데이터 확인방법

7. 전/후면 단자설명

8. 주요 측정 데이터 화면

9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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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용방법

10.기대효과



통신/전산/장비실 등 주요 핵심 계통 및 장비 등의 AC전원에 순간적인 전기품질

즉, 순간 과전압, 순간 저전압, 순간정전, 정전 및 주파수 변동과 제어전원 공급

장치의 DC 출력 전압등의 이벤트와 소모 전력량 측정도 선택적으로 관리함

- 주요 핵심계통에 비정상 상황 발생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파악

하여 적절한 사후 대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에 복 하게 함으 써하여 적절한 사후 대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기에 복구하게 함으로써

- 현장상황에 맞는 경제적인 대책수립을 통한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 주요 설비의 이용률 및 정비 효율 향상과

이벤트 관리를 통하여 향후 고장 예측진단을 함으로써 핵심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벤트 관리를 통하여 향후 고장 예측진단을 함으로써 핵심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 전기 소모전력량 측정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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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파형 이미지 저장)

전기품질
미터기

전기품질
센서

IEC61000-4-30 (측정기준)
IEC 61010 (안전규격)

온.습도계

XCT4
외부 CT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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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CT연계



- 파괴적인 순간 전압변동이 발생 시, 발생시각이 기록된 전압파형(gif화일)과 엑셀호환 CSV파일 출력

핵심기능

- 전압변동에 민감한 장치의 구성품으로 적용 시, 향후 장치 고장에 대한 점검비용 절감가능.

-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쉽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로 표준 SD메모리 카드에

저장, 이동 및 원격 실시간 감시 용이

- 매우 저렴한 가격!  별도 소프트웨어 필요없이 설치 즉시 시스템 운영 가능.

적용 기준

측정분야 : RMS측정기준 (IEC61000 4 30 Class A) 고조파( IEC61000 4 7) 플리커(IEC61000 4 15)- 측정분야 : RMS측정기준 (IEC61000-4-30  Class A), 고조파( IEC61000-4-7), 플리커(IEC61000-4-15)
- 안전분야 : UL,CE,TUV-CB,TUV-EN Bauart,ISA82.02.01(IEC 610101 MOD),CAN/CSA-C22.2 NO.61010-1
- 전기내성 분야

. IEC 61000-4-5(6kV peak 100khz surge), IEC 61000-4-4(4kV peak EFT Bursts)

. IEC 61000-4-3 (radio frequency fields) / IEC 61000-4-8 (magnetic fields)
- 전자파 방사 :  EN 55022 and CISPR 22, radiated and conducted RF emissions
- Certifications :  NIST,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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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wide power standards

산업 및 국가 기준

- SEMI F47, 
SEMI E6 – 반도체 기준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MIL 국방규격

-CBEMA, ITIC…등 많은 기준들

- PQube : 
국제 기준에 근거한 측정기로
세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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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국제 기준

- IEC 61010 – 계측기 안전기준
- IEC 61000 series – 전력부하와 전력망 호환성 기준

IEC 국제 기준

- IEC 61000-4-30 – 전기품질 측정기 측정방법 기준
☞ 많은 국제 기준들이 PSL에서 씌여지고 시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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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0-4-30 Class A 측정기준이 대단히 중요함! 

IEC 61000-4-30  CLASS A 

- PQ 측정방법 : 다른 메이커의 측정기라도 측정된 결과값은 동일해야 함이 중요

- PQube는 (dips, swells, interruptions)에 대해서 IEC 61000-4-30 Class A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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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품질 감시전기품질 감시

- 측정기준 : IEC 61000-4-30 Class A

- 감시대상 : 3상/1상 전압감시, L-L간 690V까지(400V L-N), 50Hz/60Hz 전 세계 모든 형태의 전압 감시

- 측정 샘플링 : 256 샘플 / 1 cycle (최대 1,024 샘플링)

- 기본감시항목 : 순간전압강하, 순간과전압, 순간정전, 임펄스 전압, 주파수 왜곡, DC아날로그 전압,

전압종합고조파(THD), 플리커, 60 Vdc이하 (통신,제어용 전원) 동시 감시

전력량 측정 : CT옵션 선택 시 SEMI23 지원 (발전원별 CO2 발생량 입력 및 산출량 표시)

- 측정항목 : 전류값, 불평형율, 전류종합고조파(TDD), 역률, 전력량, 시간당 소모전력량, 피크 전류량, 

최대피크 수요전력량

주요기능

- 엑셀호환 CSV 파일과 GIF 파일 형태로 SD메모리 카드(2GB)에 2년분 저장

- 1일, 1주, 1개월 통계 챠트 데이터 제공

- 실시간 원격감시(웹 서버 지원), 원격 접속 지원(Web Server, FTP)

입/출력 접점제공 디지털 입력 Ch1개 ±60V아날로그 입력 Ch2개 릴레이 접점출력 1개- 입/출력 접점제공 : 디지털 입력 Ch1개, ±60V아날로그 입력 Ch2개, 릴레이 접점출력 1개

- 타 시스템 연계 가능 (Modbus-over-TCP, PQDIF 공개 포맷 파일 제공)

- 그래픽 특징 : Full칼라 표시, 20개 이상 언어지원, 최근 이벤트 표시, 현재 측정값 표시 등

현재상황 스냅 샷(자동 순간상황 포착)- 현재상황 스냅 샷(자동 순간상황 포착)

옵션

- 조립식 전원 공급기(PS1) : 100~240V(6kV 서지 보호 : IEC61010))

조립식 Ethernet 모듈(ETH1) : DHCP/Fixed IP SMTP POP3 SNTP 인터넷 시각동기(2초이내) UTC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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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식 Ethernet 모듈(ETH1) : DHCP/Fixed IP, SMTP, POP3, SNTP 인터넷 시각동기(2초이내), UTC지원

- 온도/습도 프루브(TH1) : 온,습도 원격 측정

- 조립식 CT 모듈(XCT4/CT4) : 4개 채널에 대한 전류감시( 내부 20A,100A 및 외부 1A,5A,1V,5V,10V )



데이터 취득 데이터 표시

기본상태 온/습도 측정 전력량 측정 순간전기품질기본상태 온/습도 측정 전력량 측정 순간전기품질

CO2 산출량 표시

인터넷

CO2 산출량 표시

인터넷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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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관리소프트웨어 No ! ※ 정부는 지난해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1월15일(목) 입법 예고함.



데이터 확인방법 : 이메일, 웹 서버, FTP, 로컬 USB, 메모리카드

타 시스템 서버

별도 관리소프트웨어 필요 없음 !

LAN

FTPFTP

SD 메모리 카드를
내 이

웹 서버

e-mail수신(POP3)

내 PC로 이동

웹 브라우저 검색

휴대폰 수신화면

PQube 뒷면

로컬에서 USB 포트로
직접 케이블 연결
또는 시리얼 통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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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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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 Voltage Dip Waveform (87 9% / 0 317초)Events : Voltage Dip Waveform (87.9% / 0.317초)

Events : Voltage Dip RMS (87.9% / 0.317초)
Snapshot(현재상태 캡쳐) : Snapshot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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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d / St ti ti (W kl )Trends / Statistics (Weekly)

Voltage Current

Temperature &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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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d / St ti ti (W kl )Trends / Statistics (Weekly)

THD & Unbalance Flicke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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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d / St ti ti (W kl )Trends / Statistics (Weekly)

Carbon Rate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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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파형

서지전압감시

온,습도 센서 (배전반 내부, 실내)

AC감시

- UPS 출력감시용 서지전압감시

L1 L2 L3 N AC 380V

AC 380V 감시

AC 3800V

380V/220V LAN
제어,컴퓨터,
통신 장비

서지보호기
DC 24~48V 

TCP/IP

SMTP 메일서버
인버터, UPS 

전,후단

서지보호기 감시 가능

축전지

입력감시

PQLOOK  
서버

38

- UPS 입력감시용
- 써지보호기 감시

담당자 메일수신
(PQube연결)



○○공사 전산실용 전원실의 PQube 설치 사진 및 원격(웹 서버) 확인 내용

현재상태 통계차트

39

※  타 감시 시스템 경보 발생 접점과 PQube 접점 신호 연결
또는 Modbus-over-TCP로 상호 연계 가능



154KV ○○변전소 전압, 주파수 감시용 PQube 설치 사진

전력량 측정을 위한 외 를 연결한 설치 사진전력량 측정을 위한 외부 CT를 연결한 PQube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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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적용 분야예상 적용 분야

- 전력회사, 공장 전원 라인 및 제조장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빌딩관리 시스템

- 공급자 및 수용가 전기품질 감시, 기지국, 데이터 센터, 통신 회사, 국가 전력망 신뢰도 평가 (Power Grid)

- 로봇, 의료용 장치 (MRI, CT), CNC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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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능 초 경량 초 저가로 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고 성능, 초 경량, 초 저가로 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

원인불명 고장원인 근본적 제거 대책 수립 및 서비스 비용절감

고장원인에 대한 분석자료와 설비고장 예방 자료 제공

부서간 책임전가 및 업무분쟁 방지로 업무효율 극대화

정확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조치로 재가동 시간 단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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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조치로 재가동 시간 단축가능



고객의 가치를 최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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