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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PQ, 전력 계측기

1. 제안의 배경과 개요, 기대효과

1.1 제안의 배경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전력품질의 신뢰성 제고

오늘날의 전기, 전자, 제어 장비는 모두 디지털 기기로 전원 공급장치를 통해 전원공급

전원공급장치는 이론상 그리고 실제 제작과 적용상, 전력품질 불량에 매우 취약

디지털 기기는 구식 개념의 통전, 정전이 아닌 높은 신뢰성의 전력품질을 요구하며, 고도의 정밀 기기

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므로 아주 사소한 구성 요소 중의 일부, 심지어는 부품 하나의 고장만으로

도 전체 공정의 고장 중단을 초래

순간적인 전압강하나 노이즈 등의 전력품질 불량에 의한 고장 자체는 사소할 수 있고 즉시 복구가능

하지만, 시험 또는 가동 중이던 재료나 공정은 이미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반

드시 차후 전력품질 불량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함

이를 위해 전력품질을 계측하고 분석하여 원인과 현상을 파악해야만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도 최적

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음

“정확한 계측이 없이는 정확한 제어나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을 방지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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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의 개요

최신 정밀 전력품질 계측기 ION7650 PQ 미터와 소프트웨어

계측 가능한 국제 표준 규격 - EN50160, IEC61000, IEEE519-1992, 1159 SEMIF47, CBEMA(ITIC)

계측 항목 – 전압, 전류, 주파수, 불 평형, 역률 변동, 순간 과/저 전압, 과도전압, 플리커, 고조파 등

위의 항목들을 파형으로 기록, 표시, 출력하여 근본 원인 파악 가능 – 싸인파 한 주기당 1,024 샘플링

표준 엑셀 파일 및 맞춤형 보고서, 경보

ION Enterprise 소프트웨어로 각 종 PQ 분석 및 그래픽으로 운용

1,000분의 1초 GPS 동기 및 실시간 클락으로 이벤트의 정확한 시간 표시 및 다른 시스템과 시간 동기

에 따른 사고의 순서 분석 및 복잡한 시스템과 연계 해석 가능

각 종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주로 이더넷)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PC로 데이터 전송, 기록, 분석하

고 데이터 베이스화 가능 표준 설정 및 표준관리

상위와 하위로 다양한 통신 및 확장 I/O를 통하여 하위 미터 와 시스템 통합 및 외부 회로 연결 활용

자체 I/P 보유로 사내 LAN망 또는 전용망 에 연결 또는 인터넷을 통한 엑세스 가능

상세 사양, 예제 그래픽 등은 본 제안서의 3,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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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대효과

원인불명의 전력 품질로 인한 사고의 명확한 규명과 최적의 해결방안 도출

투자비 회수 (ROI - Return on Investment) - 한번의 전력 품질 사고를 계측하여 이에 대한 패턴이나

주기를 분석하여 손쉬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만 해도 이미 투자비 회수

– 예 : 대형 부하의 기동 프로파일 조정, 부하의 분산 기동 및 운전, 일정 패턴이나 주기적 발생 시이퀀

스 분석을 통한 운전 방식 개선, 취약 부하만 집중적인 대책 마련 등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의 예방

전력품질 문제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최적의 개선 방안 도출

정밀, 실시간 계측 값을 일별, 월별, 연도별 이력 관리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화

국제 표준 규격 뿐 아니라 자체 표준을 설정하여 표준 지수에 근거한 전력 품질 관리, 유지보수 향상

생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변동이 많은 전력 공급 망에 대한 실 시간의 능동적 동태 파악

직감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실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형을 통하여 1,000분의 1초의 순시 값

까지도 기록, 분석 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 안을 도출

하위나, 상위의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 구성으로 효율 증대, 설치 및 활용이 용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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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의 계측, 감시, 분석(24시간) – 대규모 시스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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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양

2.1  적용 범위

본 사양은 ION7650 전력품질 계측기 (PQ미터)의 효과적인 적용과 활용을 위한 공급 및 설치에 관한 일반 기술 사양임.

2.2  개요

- ION7650 PQ 미터는 휴대용 케이스에 장착하여 휴대 및 이동이 간편 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한다.

- P/T (필요 시 C/T까지)와 연결하여 전력품질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감시, 저장, 분석, 경보 할 수 있는 기기이다.

- PQ 미터 자체적으로도 위와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지만 더 낳은 활용을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으로 컴퓨터와 연결하여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속의 대용량 데이터 통신 및 사내 LAN과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위하여 이더넷 TCP/IP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PQ 미터와 PC간 통신을 한다. 

- 수집된 정보는 PC에서 분류, 측정, 분석하여 계측 치를 각 Field별로 구분하여 화면상에 표시하고 동시에 기록 장치

에는 발생된 경보 및 상태변화, 경보 발생시 Analog 상/하한 감시(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 역률 등)에 대하여 일정 또

는 연속 시간 동안 각종 Command와 함께 기록하여 정확한 고장 분석 및 사후 대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시화면에는 운전 상황과 각종 고장 발생 표시 그리고 기타 정보의 Digital, BAR Graph, Trend 표시 등을 상시

Display 시킴으로써 전체 계통의 일괄 감시가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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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사양

2.3.1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2.3.2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2.3.3 정밀도

1) IEC60687 0.2S, 1A/5A(KE MA 시험 합격)
2) ANSI C12.20, Class 10& CLASS 20
3) Canada AE-1021

2.3.4 안전/규격

1) IEC1010-1(EN61010-1)
2) CSA C22.2 No 1010-1
3) UL3111-1

2.3.5 전자기적 면역성

1) IEEE C.37-90.I
2) IEC1000-4(EN610000)
3) IEC 10000-3

2.3.6 전자파

1) FCC part 15.B Class A
2) EN55011
3) EN610000-6-4

2.4 System 사용 환경

2.3.1 ION 7650
1) 작동온도 : -20℃ ~ 70℃(-4°F ~ 158°F) 얼음 형성

이 안될 것

2) 보관온도 : -40℃ ~ 85℃ (-4°F ~ 185°F)
3) 습 도 : 5 ~ 95%(단 결로 현상이 없을 것)
4) 설치표고 : 1000 m 이하

5) 설치장소 : 옥내

상세사양은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pq-ri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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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과 특성

3.1  기능

PQ미터를 사용하여 해당 계측점의 전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기능을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PC 인터페이스를 통한 System을 구현한다.

3.1.1 일반 기능

1) 운영자가 전력 감시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화면 표시 및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2) System의 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담당자에게 Password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On-Line 상태에서 Data의 수정 및 입력, 유지 보수 및 자기 진단기능, 각종 Program의 감시 및 제어 명령에 관한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4) Color Graphic을 위한 Software가 Graphic 생성이 쉽도록 Package화 되어 있어야 하며, 표준 Symbol이 라이브

러리화 되고 입력 Data를 다양한 Graphic에 의해 보고 될 수 있어야 한다.

5) Window 기능에 의해 주 기능, 보조기능을 System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1.2  주요 기능

1) 감시 기능 (입력 Point가 있을 경우)

- Field Devices의 각종 상태를 감시화면에 의해 운전 상태 감지

- 각종 차단기의 ON-OFF 및 Trip 상태 감시(경보상태 감시)

- 각종 보호 계전기의 동작 상태 감시

- Analog 값의 상하한치 감시

2) 경보 기능 (입력 Point가 있을 경우)

- 고압반 각종 보호 계전기

- 저압반 각종 보호 계전기 경보

- 변압기 경보, Powe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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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 적산, 분석 및 메모리 기능

- 특고반 : 전압, 전류, 고조파(63차), Sag, Swell, Transient, Flicker, 역률, 유효전력, 유효전력량, 무효전력, 무효

전력량, 최대수요전력

- 고압반 : 전압, 전류, 역률, 무효전력, 무효전력량, 유효전력,  유효전력량,  THD

- 저압반 : 전압, 전류, 역률, 무효전력, 무효전력량, 유효전력,  유효전력량,  THD

4) 인자기능

- 일보, 주보, 월보, 연보를 작성하고 (Logging Printing) 임의 조작에 의해서도 출력하며 HDD, FDD 및 CD에

Recording 하여 보관한다.

- 각 기기의 조작, 상태 변화, 경보 발생 및 복귀에 대한 발생 기간을 차례로 일정 양식에 기록한다. (Alarm 

Message Printing)

3.1.3  ION Enterprise (Software) 기능

전력 감시 제어 System 기능에 적합한 전용의 Software를 공급하며 운전 Software는 응용 및 Software의 요구 조

건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도록 하며, 기본적으로 제공된 Software 기능은 아래와 같다.

- 화면 편집 Software

- Graphic Display Software

- Communication Software

- ON-Line 계통 발생 기능 Software

- 감시화면 설정 및 조작 Software

- 전력 설비 감시 및 제어 Software

- Power Quality 분석 및 표시 기능(Sag, Swell, Transient, Flicker, Harmonics)



최고의 PQ, 전력 계측기

- 기타 Package Software의 기능

1) RAS (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기능

- 쉽게 고장을 감지하고 고장 보수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자체 고장 진단 기능이 있다.

2) Over View Display 기능

- 전체 Analog Point를 감시한다.

3) Analog 상/하한 감시기능

- 전체 Analog Point를 감시한다.

4) ON-OFF 상태 감시 기능

- 전체 Digital Point를 감시하거나 개별 제어를 수행한다.

5) Alarm Summary Display 기능

- 현장의 Alarm 상태를 감시하거나 과거의 Alarm 상태를 Summary하여 볼 수 있다.

6) Loop Display 기능

- 지정된 Loop의 Group Detail 감시 기능이다.

7) Custom 기능

- 사용자가 설정한 현장 화면을 감시한다.

8) Trend Display 기능

- 현재치가 지정된 시간 단위로 Trending 되어 Event를 확인할 수 있다. 

9) Reporting 기능

- 각종 자료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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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ngineering 기능

1) 전체 전력 설비의 Program 작성

2) 운전중인 Program의 진행 과정 추적 및 조정 기능

3) 각 Tag List 작성 및 변경

4) Group 화면 등의 표준 화면을 등록 및 변경

5) Data Group 작성 및 변경

6) Trend Data 및 Function Key의 등록 및 변경

7) Display Symbol 작성 및 변경

8) 전력 설비 화면 및 서식 작성을 화면과 대화하면서 작성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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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ON 7650 (Digital Power Meter)

3.2.1  ION 7650의 기능

ION 7650 은 어떠한 평형 및 불 평형의 단상 및 3상 4선의 전기적인 계수를 프로그램 하여 측정할 수 있고 전체적

인 에너지 조절 및 부분적인 에너지를 조절하는데 사용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설치하기 쉽게 개발하였다.

3.2.2  특성

1) 주요 강점은 다음과 같다

- 전기적인 계수 72 항목까지 측정한다.

- 고 정밀성이다.(Accuracy : 0.1 ~ 0.2 급)

- 소형으로 경량이다.

- 판넬 취부형 또는 휴대용으로 설치가 용이하다.

2) 측정

모든 측정은 PT 및 CT를 이용하여 3상의 교류전압, 전류의 입력을 통해 실효 치로 나타난다. 이러한 데이터는 동시

에 V, A, Kw, PF, Hz, kWh, kVarh, Sag, Swell, Transient, Flicker, Harmonics, Unbalance, Zero, Negative, 

Positive 등을 측정한다.

3) 계산

ION 7650에 내장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전기적인 계수를 계산한다. 각상전압, 각상전류, 

유효전력, 유효전력량, 무효전력, 무효전력량, 피상전력, 피상전력량, 역률, 주파수, Sag, Swell, Transient, Flicker, 

Harmonics.. 등

4) 표시부

- 밝은 Back Lighting 과 대형 LCD를 제공하여 읽기 쉬운 스크린을 제공.

- 특정사이즈의 광범위한 선택은 어려운 조명조건이나 원거리의 가시성을 높인다.

- 스크린 기반 형 메뉴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친근한 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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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 내장형 모뎀(31개 계기 모뎀접속 지원)

- 10Base-FL 혹은 10Base-T형 Ethernet Port

- 두 개의 RS-485 포트와 한 개의 RS-232로 전환가능 포트

- 한 개의 전면 부 광 포트

- Modbus RTU와 DNP3.0프로토콜 지원( modbus Master지원)

6) 입력 / 출력

- 디지털 입력 / 출

. 8개 디지털 입력

. 4개 solid상태 릴레이 출력 포트

- 아날로그 입력 / 출력

. 0~1mA 또는 0~20mA을 만족하는 4개의 아날로그 입력

. -1~1mA 또는 0~20mA을 만족하는 4개의 아날로그 입력

. 0~20mA을 만족하는 4개의 아날로그 입력 / 출력

. 0~1mA 을 만족하는 4개의 아날로그 입력과 –1~1mA을 만족하는 4개의 아날로그

출력

3.2.3 구조적 특징

1) 설 치 부 : 판넬 취부형, 또는 휴대용 케이스 수납

2) 키 보 드 : 민감형 키보드 * 11 EA

3) 지 시 부 : 87×112 mm의 대형 LCD( 20개 계수 동시 지시)

4) 연결방식 : 플러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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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화면과 활용 예
고조파 차수 별 분석

Sag 파형 분석

Transient 파형 분석

상세 데이터 추적

PQ에 대한 모든 항목을 가장 정밀하게 파형으로 분석

CBEMA등 국제규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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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점 기본 구성 화면과 PQ 화면

계측 점 기본 구성 화면

PQ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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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확대 축소, 상세 데이터 추적

확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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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엑셀 데이터로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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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최대부하 수요관리(KERI 인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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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기의 최대 전류 정밀 측정 및 트렌드 측정과 기록에 의한 데이터 관리

메인 수전점의 고압 전압 전류 및 전력 품질 계측과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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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별 계측, 왜형률 관리

고조파 차수별 관리,

손쉬운 데이터 호환

페이서도를 활용한

전력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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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전력 수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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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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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기본 내용들

Operation
Consumption
Power Quality

Operation
Consumption
Power Quality

Operation
Consumption
Pow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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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사용회사들(일부 예)
- 전세계에 250,000개 이상의 기기를 공급
- 산업계, 상업건물, 공공기관, 첨단 기술 설비 등
-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 모두 만족 하는 제품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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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품리스트와 소요비용

항목 내용 수량 금액

PQ 미터 Power Measurement ION7650 1식

PQ Software ION Enterprise Software V5.5 1식

Voltage Prove MC, CA or better 1식

Current Prove 1 Power Measurement (Test Lead용) 1식

Current Prove 2 Fluke (직접 계측용 max. 2000Ampere) 1식

휴대형 케이스 Fi-Box(White) 1식

수납 가방 White Aluminum(주문제작) 1식

통신장비 Ethernet Cable - Straight, Cross 1식

엔지니어링 지원 시 운전 및 교육, 사후 지원 1식

TOTAL

단 한번의 정확한 사고 내용 분석과 적절한 대응만으로도 투자비 회수

미터 및 소프트웨어 카다로그(www.pq-ri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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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프루브

전압

ION7650 휴대형 정밀 전력품질 계측기 외형

전류 프루브의 경우 저압 직접 계측 시
별도의 대용량 프루브가 필요함 (아래 예)

대용량 프루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