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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FA-DG-2000
모터의 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온도감시 기능의 계장계측제어장치

에너지 SAVE 혁신 !
당사의 제품을 설치하면
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47%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º 신기술(NET)인증제품(제1221호)
º  신기술(NET)적용제품(SCAFA-DG-2000)
º 성능인증제품(21-ABZ0268)
º  정보통신기술(ICT)인증제품(제19-1-0087호)
º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제품 (GS 19-0213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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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계측제어 시스템
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정보처리 기술로 계측, 감시, 제어를 통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측 제어하는 시스템. 산업설비의 기기나 장치를 
적절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를 파악하여 제어하는 시스템.

계장 / 계측 
설비

감시 설비
시스템

제어설비

SYSTEM

  1) 상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2) 오, 폐수 처리장 자동제어 시스템

  3) 전력계통의 집중감시제어 시스템

  4) 빌딩관리 및 전력 제어 시스템

  5) 조명제어 시스템

  6) 원방(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7) 자동제어 시스템

기술적용분야

2  계량계측제어시스템

BUILDING
CONTROL

OBSERVATION

POWER  PLANT

PLANT

SECURIT

The  Best Technology for Human &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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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효율  전동기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고효율화 실현

 - 전력 모터의 효율점 제어를 통한 전력 소모량 절감 (에너지save 최대47%)

 -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 설비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 원활한 데이터 통합관리 및 업무 효율성 향상

SCAFA-DG-2000 특징

SCAFA-DG-2000 시스템 구성도

MERD : Motor Efficiency 
Regulation Device

SCADA 관제 시스템 화면

모터 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열화 감시 기능의 
계장계측제어장치 전체 구성도

계장계측제어 SCAFA-DG-2000
모터의 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온도감시 기능의 계장계측제어장치

산업시설 및 공공시설을 운영함에있어

에너지의 절감, 경제성확보, 안정된 시스템, 관리 및 유지의 효율적 운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Total Solution 지원



4  계장계측제어시스템(SCAFA-DG-2000)

MERD장치를 탑재한 신기술(NET)및 성능인증 기반의 SCAFA-DG-2000 제어반 

구성을 통해 전동기 효율을 증대시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PLC를 통해 원하는 자동제어 동작을 구현시킬 수 있습니다.

MERD 장치(Motor Efficiency Regulation Device)

- 효율점 제어를 통한 에너지를 절감 및 효율을 증대시키는 MERD 장치

MERD장치 적용 전력절감효율표

MERD장치 적용 절감 데이타

MERD의 하드웨어 구성도

MERD : Motor Efficiency 
Regulation Device

SCAFA-DG-2000 MERD장치

SCAFA-DG-2000 
감시제어 시스템

SCAFA-DG-2000 
제어설비

Main MCU Board 계측 MCU Board 아날로그 MCU Board
    ·  전력 및 접점 데이터 실시간 송수신

    ·  상위 운영 시스템 통신

    ·   사용자 조직 및 전력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HMI기능

    ·  전압 /  전류 디지털 값 변환

    ·   전압 /  전류 채널 조합을 통한 전력량 
계측 및 산출

    ·   인버터와 모터의 전압 / 전류   
아날로그 값 계측

    ·   외부 점검 상태 감시 및 접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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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에너지(전력) 절감효율

SCAFA-DG-2000

SCAFA-DG-2000 에너지(전력)절감효율 (최대 47% )

제 19-1-0087호

Certificate of Quality

품질인증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item has been certifi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17 of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Activation of Convergence thereof, etc.」

2019년(Year)  11월(Month)  26일(Date)

모터 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열화 감시 시스템, SCAFA-DG-2000

(Motor optimal efficiency point remote control and 
 energy deterioration monitoring system, SCAFA-DG-2000)

(주)대경산전 
(Daegyoung Industrial Electronics)

2019년 11월 26일

19-1-0087

(November 26, 2019)

(19-1-0087)

품목명 : 
(Name)

상호 또는 성명 : 
(Trade Name or Company)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o.)

인증연월일 : 
(Date of Certification)

기타 : 
(Others)

소재지 : 
(Address) (26, Sinbok-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6

정보통신기술(ICT) 인증제품
 (제19-1-0087호)

신기술(NET) 인증
제1221호

성능인증제품

(21-ABZ0268)
신기술(NET) 적용제품

(SCAFA-DG-200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제품

 (GS 19-0213 1 등급)



6  원격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SCAFA-DG-2000)

원격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 
SCAFA-DG-2000
모터의 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온도감시 기능의 계장계측제어장치

★  산업용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유량 입력, 온도, 습도등 

외부 데이터를 원방감시제어반의 중앙처리장치 및 내.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 분석하고, 그와 연결된 

외부기기로 제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작업 향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  효율적 원방감시시스템을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인증을 적용한 신뢰기반의 실시간 SCADA기반 

원격감시와 원격 통합 제어 시스템.

★  펌프 기동 상태, 밸브 열림/닫힘 상태, 계전기 접점등의 개별상태는 물론, 이상경보, 기기변동, 이벤트 

사항 등 데이터 기록들을 통해 전체적인 공정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구조의 

시스템.   

원격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특징

원격
통제실

시스템
특징

• 경보/이벤트 발생

• 데이터 기록

• 공정 표시

• 제어반 내부 열화감시

• ICT 이용한 효율 제어

• 원격 모니터링 감시

• 공정제어 운영 열화감시모듈

수위계 및 온도 압력 등 
각종센서류

통합

펌프 송풍기 교반기 등 
전동기부하

유선(VPN) 무선(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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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계장계측제어 시스템 
SCAFA-DG-2000
모터의 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온도감시 기능의 계장계측제어장치

SCAFA-DG-2000 계장계측제어장치는 견고하고 호환성이 우수한 하드웨어와 다양하고 풍부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므로 크게는 광역 수처리 설비로 부터 중소형 수처리설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구성이 용이하여 수처리 설비의 효율성을 크게 높힐 수 있습니다.

★  광역 수처리 설비로부터 중,소형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가 넓고 안정성이 탁월.

★  계측제어의 최적치를 통한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 자동화 및 원격제어로  인력 절감 효과와 설비의 

중앙집중제어를 통한 수처리 계통의 안전성을 보장.

★  SCAFA-DG-2000 시스템의 안정성은 물론, 고객 NEEDS에 부합하는 에너지 효율증대 및 에너지 

절감을 실현 할 수 있는 시스템.

첨단 진단기능 및 유지보수
편리성 제공

에너지 효율화로 고효율 
경제성 확보

정확한 데이터 관리로 
신뢰성 확보

SCAFA
-DG-2000



8  시공사례 / 시공실적

Portfolio 
시공사례 / 시공실적

Client Project Name
한국환경공단 남원시 가스화발전 연구사업 계측제어 발주요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지곡배수지건설) 계측제어설비

한국수자원공사 충북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계측제어설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감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계측제어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연성정수장 배수지 원격감시제어(TM/TC) 구매설치

경상북도포항시상수도사업소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 전기계측제어공사 기자재 구입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구 농업용수관리자동화 TM/TC시스템 제조구매 설치

전라북도 부안군 지서하수관거정비사업 전기공사 계측제어 구매설치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자재 구입 설치

전라북도 전주시 신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측제어설비 제작.설치

전라북도 전주시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시제어설비 (계장제어장치)

전라북도 무주군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전라북도 진안군 봉궁 하수관로 정비공사(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3 4

1

2

1. 총인처리시설 계측제어

2. 상수도 계측제어설비

3. 취입보 계측제어시스템

4. 상수도 수수사업 계측제어

5. 원반감시통합시스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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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모터의 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온도감시 기능의 계장계측제어장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구매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EPC), 

신기술(NET) 적용제품 확인 등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신기술(NET)인증 
제1221호 

신기술(NET)적용제품 

(SCAFA-DG-2000)
성능인증제품

(21-ABZ0268)

관련법 요약(우선구매 법적근거)

관련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054호)

항목 및 요약

제26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3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 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 
     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제품

수의계약 절차

수요기관 NET제품 
조달청에 구매요청

조달청 구매접수 및 
공급기관 협의

수의계약조건 
확인(자료검토)
공급기업 자료제출

조달청 협상 및 계약 공급기업 납품



10  계장계측제어 장치 및 시스템

Summary
회사개요

㈜대경산전

본사 / 1공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6(팔복동1가)

2공장 :  전북 진안군 홍삼농공단지

3공장 :  전북 연구개발 특구 첨단산업지구

2001.04.10

35명

특허등록(70건), 출원19건, 디자인등록7건

- 자동제어반 :  계장계측제어장치, 상하수도자동제어장치, 오•폐수처리 자동제어반 

계측제어 원방감시제어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 수배전반 :  폐쇄형배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배전반, 분전반

- 태양광발전장치 :  태양광발전장치, 태양광접속반,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공사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회사명

본사 / 공장

설립연도  

직원수

특허기술보유현황

사업영역

History
주요연혁

2011  
•수배전반K마크 인증
•(주)대경산전 신사옥 준공
• 한국전력무정전공사 수행자격 획득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조달우수제품지정(수배전반)

2007  
•전기공사업등록
•국제품질인증규격 ISO9001 인증획득
•국제환경인증규격 ISO14991 인증획득

2005  
•(유)대경산전으로 법인 전화
•전주시 팔복동2가 738번지로 공장이전

200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가입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2001  
•대경산전설립
•공장등록증 취득

2020 
•  신기술인증(NET)-계장제어장치

2019  
•  산단공 글로벌 선도기업인증 
• GS인증(1등급) 획득
• 가족친화인증 획득
•  ICT품질인증 SCAFA-2000

2016  
• 단체표준제품표시인증 (태양광발전장치)
•  조달우수제품지정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2015  
•  조달우수제품지정 (태양광발전시스템)
•신기술인증(NET)

2012  
•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선정  
(고용창출 부문)
• 2012년도 전략산업 선도기업선정(태양광분야)
• 조달우수제품지정(전동기제어반, 분전반)

2021  
• 성능인증(계장제어장치) 획득
• 신기술(NET) 적용제품확인   
- 계장제어장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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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 Certification
허가증 / 인증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제188호)

• 벤처기업확인서(제20200101309호)

• 해외조달진출유망기업(G-PASS)인증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 - 계장제어및 자동제어, EMS

• 성능인증서(에너지저장장치, 계장계측제어장치)

• 신기술(NET)인증서(계장계측제어)

• 신기술(NET)적용제품확인(계장계측제어)

•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인증서

• ICT품질인증서(모터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열화감시시스템)

• 단체표준제품 표시인증(수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 우수조달제품인증(수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 K-MARK 인증서(수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 KS 인증서(태양광접속반)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태양광발전장치)

• 가족친화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 ISO9001

Best Technology for Human & Nature

특허기술보유현황:  특허등록(70건) , 디자인등록(7건)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was designated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Excellent Company for overseas public procurement market.

Certificate No.

Validity of Certificate : December 27, 2016 December 26, 2021

Company : Dae-Gyoung Industrial Electronics Co., Ltd.

Representative : Kim, Daeho

Products : Distribution Panel, Photovoltaic System

Certificate of Designation
for an Excellent Company

제 PV0619018 호

제   품   인   증   서

1. 제 조 업 체 명 : (주)대경산전

2. 대 표 자 성 명 : 김대호

3. 공 장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6 (주)대경산전

4. 인 증 제 품

 가. 표 준 명 :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중대형-실외형)

 나. 표 준 번 호 : KS C 8567

 다.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 DG-MJ-05A 외 5개

(인증제품 모델의 특징, 업체 정보의 변경 이력은 부속서 2 및 3을 따름)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 표준

(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정기심사 기한일 : ~ 2022.12.19 )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 재 생 에 너 지 센 터 소 장

ㅇ 인증서 사용처 : 회사보관

ㅇ 출력(다운로드) 일자 : 2020-09-17 15:12:58

ㅇ 출력자 명(담당자) : 전기룡

부속서 1 : KS인증기업 관련 세부정보 1부

부속서 2 : KS인증제품 모델별 특징 및 변경이력 1부

부속서 3 : KS인증 기업 정보 변경 이력 1부

부속서 4 : KS모델 인증 리스트 1부. 끝.

최초인증일 : 2020년 01월 08일

< 세부양식 변경 : ‘17. 10. 11,‘18. 07. 09,‘18. 11. 05  >

제 188 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1. 기 업 명 : ㈜대경산전

   (사업자등록번호: 402-81-64121 / 법인등록번호: 210111-0066748)

  2. 대 표 자 : 김 대 호

  3.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6

  4. 유효기간 : 2020. 4. 28. ~  2022. 4. 27. (2년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ICT품질인증서(모터최적 효율점 원격제어 및 에너지 열화감시시스템)



The  Best Technology for Human & 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