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QUE
수배전반 우수한 자체기술·품질·기술·안전성·신뢰도

|
1 DAEGYOUNG D-Plant

다년간에 걸쳐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만족과 우수한 품질을 보장 받는 수배전반

1

QUALITY

TRUST

OPTIMUM

조달우수제품 및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도란?
조달우수제품 인증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
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중소기업 성능인증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서 공공기관에게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제도

DAEGYOUNG D-Plant

수배전반

SAFETY

조달우수제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대경산전 수배전반은 전력 공급의 고 신뢰도 및 안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수배전 설비 및 전력 설비에 최적의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distridution pannel)

시행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16호, 2015.05.21)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 및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 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우수제품 및 성능인증의 기대효과
예산 절감 효과
우수한 품질 및 유지관리(A/S)보장
고객 맞춤형 제품 제작 시공 관리
구매담당자의 계약 부담 완화
제품 구매 시 경쟁 입찰 제외 및 수의계약 가능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품 구매 손실 면책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대경산전 수배전반의 특장점
 음파 방식의 아크 및 코로나 검출 및 판독기술 적용
초
온도 지수 건전성 평가 기술 적용
다면 평가 알고리즘 기반 열화진단 임베디드 시스템 적용
정상-주의-경고-위험(심각)상태 판독 알고리즘 적용
감시Point별 ID매칭을 통한 열화개소 위치 파악 용이
데이터 로깅 기반 실시간 전력설비 모니터링 기술 적용

일체형 배전반

All-In-One Panel

특징
저압 고압 모두 사용 가능 
아크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 감시
비 접촉식으로 전선이나 부스바 등의 발열부를 쉽게 감시 가능
중성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
표준화 설계로 시스템 증설 용이
디지털 전력 감시장치 사용으로 전력 계통의 이상유무 확인 가능
옥내 및 옥외 단독 설비용
변전실, 빌딩, 상하수 처리장, 공장 등에 설치

적용기술
 음파 신호에 의한 수배전반의 지능형 아크 및 코로나 방전 진단 시스템
초
_ 특허(제10-1457881호)
전력 제어 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_ 특허(제10호-1533948호)
중성선 대체기능이 구비된 분배전반 _ 특허(제10호-1053497호)
비 접촉 방식의 4x4영역 열화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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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압

공칭전압

정격전류

정격차단전류

정격주파수

절연계급

25.8KV

22.9KV

630A

12.5KV

60HZ

28B

※고객 NEEDS에 따른 맞춤형으로 제작가능

수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Motor Control Center

꾸준한 기술개발로 만들어낸 완벽한 기능과 최고의 안전을 제공하는 전력 공급 장치 구현
특징

고압 배전반

 아크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 감시
비 접촉식으로 전선이나 부스바 등의 발열부를 쉽게 감시 가능
중성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
불평형에 의해 부하의 기기가 소손됨을 방지 및 예방
대체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추가 재해 예방 및 감시
전동기나 저항부하등의 개폐 및 보호를 목적으로 제작
회로 개폐기 및 감시제어 기구등을 단위 회로마다 정리된 단위 장치를
패쇄된 외함에 집합적으로 조립

High-Tension Panel

특징
아크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 감시
비 접촉식으로 전선이나 부스바 등의 발열부를 쉽게 감시 가능
중성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
표준화 설계로 시스템 증설이 용이
디지털 전력 감시장치 사용으로 전력 계통의 이상유무 확인 가능
옥내 및 옥외 단독 설비용
변전실, 빌딩, 상하수 처리장, 공장 등에 설치

적용기술
 음파 신호에 의한 수배전반의 지능형 아크 및 코로나 방전 진단 시스템
초
_ 특허(제10-1457881호)
전력 제어 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_ 특허(제10호-1533948호)
중성선 대체기능이 구비된 분배전반 _ 특허(제10호-1053497호)
비 접촉 방식의 4x4영역 열화감시 시스템

적용기술
 음파 신호에 의한 수배전반의 지능형 아크 및 코로나 방전 진단 시스템
초
_ 특허(제10-1457881호)
전력 제어 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_ 특허(제10호-1533948호)
중성선 대체기능이 구비된 분배전반 _ 특허(제10호-1053497호)
비 접촉 방식의 4x4영역 열화감시 시스템
정격전압

공칭전압

정격전류

정격차단전류

정격주파수

절연계급

25.8KV

22.9KV

630A

12.5KV

60HZ

20B

저압 배전반

분전반

※고객 NEEDS에 따른 맞춤형으로 제작가능

Distribution Board

특징
※고객 NEEDS에 따른 맞춤형으로 제작가능

Low-Tension Panel

아크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 감시
비 접촉식으로 전선이나 부스바 등의 발열부를 쉽게 감시 가능
중성선 단선이 발생하면 부하가 공급되는 단상전력을 차단
단상 전력에 연결된 부하의 소손을 방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격 전압으로 전원을 공
급하는 장치

적용기술

특징

 음파 신호에 의한 수배전반의 지능형 아크 및 코로나 방전 진단 시스템
초
_ 특허(제10-1457881호)
전력 제어 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_ 특허(제10호-1533948호)
중성선 대체기능이 구비된 분배전반 _ 특허(제10호-1053497호)
비 접촉 방식의 4x4영역 열화감시 시스템

아크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검출
비 접촉식으로 전선이나 부스바 등의 발열부를 쉽게 감시 가능
중성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
불평형에 의해 부하의 기기가 소손됨을 방지 및 예방
대체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추가 재해 예방 및 감시
접촉불량 및 아크에 의한 전기화재 사고가 빈번한 장소 설치
일반 가정이나 저압 전원을 사용하는 공장, 건물

※고객 NEEDS에 따른 맞춤형으로 제작가능

수배전반 계통도

Block Diagram

적용기술
 음파 신호에 의한 수배전반의 지능형 아크 및 코로나 방전 진단 시스템
초
_ 특허(제10-1457881호)
전력 제어 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_ 특허(제10호-1533948호)
중성선 대체기능이 구비된 분배전반 _ 특허(제10호-1053497호)
비 접촉 방식의 4x4영역 열화감시 시스템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차단전류

정격주파수

600V

630A

35KA

60HZ

전동기 제어반

배전반

분전반

※고객 NEEDS에 따른 맞춤형으로 제작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