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층형 내진 분전반
DISTRIBUTION BOARD

기존 분전반의 번거로운 작업 대신 적층 분전반은 모선 부스바를 적층 배열하고, 모선 부스바와 분기 차단기는
별도의 가공없이 연결커넥터(캠킷)를 사용하여 Clip 체결 방식으로 간단하게 조립되도록 한 기술
• 표준화, 단순화하여 일반 분전반에 비해 20~30%의 작업만으로 완료
• 회로별로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에너지절감효과와 차세대 Green IT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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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빠르다!

안전하다!

• 전 공정의 자동화와 블럭식 조립제작으로 견적에서

• 난연 재질의 몰드 성형으로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배송까지 신속하게 납품이 가능합니다.

• 모선과 Clip 연결로 볼트 풀림 사고로부터 해방.
• 분기의 각 상이 개별 조립되기 때문에 단락 사고 및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활선 상태에서도 차단기 교체 가능함.

경제적이다!

쉽다!

• 표준화된 규격 제품으로 제작공정이 단순화되어
경제성이 뛰어남.

• 누구나 손쉽게 조립 및 시공이 가능하며 사용시 안전함.

• 제작 공정 자동화와 제품 생산 표준화로 대량생산
및 원가절감.

• 분전반 모듈화 표준설계로 편리한 시공, 사후 점검
및 관리용이.

• Compact한 전원 분배 장치의 구성으로 전체 분전함의

• 볼트 체결이 없는 Plug-in 방식이므로 작업성 편리.

크기를 축소 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 활용성이 뛰어남.
• 활선 상태에서도 차단기 교체 가능함.

• 깔끔한 시공과 미려한 외관으로 완성도가 뛰어남.

SPD를 내장한 영상고조파 필터

SPD내장형 영상고조파 필터

No

인증종류 (기술·품질)

인증번호 (등록번호)

인증명칭 (기술명칭)

1

특허

10-1482191

SPD 및 절전형 영상고조파 필터를
일체로 내장한 배전반 및 분전반

2

K마크

PC12015-100
PC12015-102

저압 배전반
분전반

3

EQ 인증

2015-003호

저압배전반, 분전반

제품에 적용된 특장점
• 써지보호기(SPD)를 내장한 영상고조파필터
• 영상고조파 전류크기에 따른 ON/OFF 제어를 통한 절전효과.
• 영상고조파 필터의 내부고장에 대한 보호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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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품질계측장치(SMART METER)

다양한 계측 항목 및 0.2급 고정밀 계측
• 전압, 전류, 전력, 전력랑, 역율, 주파수 등 기본적인 계측 외 전력품질(PQ)요소, 에너지관리를 위한 Demand 요소 계측
• 계측 정밀도 IEC62053-22 Class 0.5기준

최상의 전자기 내성확보 EMC/EMI LEVEL 4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시스템 구성 용이
• Modbus,DN P3.0, IEC61850 국제표준 Protocol 채용
• RS-485, Ethernet 통신 Media 지원
• Ring Ethernet(simplyfication) 지원

전력품질 (Power Quality)요소 분석 기능
• Sag, Swell, Interruption 분석 및 계측
• 고조파분석 Spectrum 31치수 분석 (THD, TDD, k-factor, Crest factor)

에너지 관리를 위한 Demend 기능
• 월별 Peak Demend값을 저장하여 관리

전압/전류에 대하여 0.2%의 계측정밀도를 제공하고. 전력/전력량은 IEC62053-22, Class 0.5 수준을 만족하며,
전력 품질 관리에 필수직인 계측기능인 Sag/Swlel, Crest Factor, K Factor 및 고조파(31차수) 등의 다양한 전력품질 정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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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격
구분

계측 요소

계측내용

결선방식

3P4W, 3P3W, 1P3W, 1P2W

주파수

50/60Hz

계측 요소

64 샘플/주기, True RMS
상전압: 460V

측정 범위
입력 전압

입 / 출력 특성

입력 전류

선간 : 600V

PT 입력 부담

0.1VA @ AC 110V

임피던스

4MΩ

측정 범위

0.02~8A

CT 입력 부담

0.1VA @ AC 5A

디지털 입력

Nominal : DC 110V

Range : 80~120%

디지털 출력

Mechanical Relay

AC 25OV 5A, DC 110V 0.3A, DC 30V 5A
Isolation : 2000V

온도
동작 전원

PT100Ω
입력 범위

AC/DC 85~265[V]

소비 전력

10W이하

크기

15OX116Xl04 (WHDmm)

무게

IP55 (방수·방진 설계)

후면

IP20

보관 온도

전면

-40~85℃[-40℉~185℉]

습도

후면

무결로 상태 5%~95%

보호등급(IP level)
일반 특성

520g
전면

동작 온도

-20~70℃[-4℉~158℉]

사용장소

EMC
환경 성능

해발 2,000m 이하
IEC61000-4-2 정전기 내성

Contact 6kV, Air 8kV

IEC61000-4-3 무선주파 방사 내성

10V/m, 80M~2700MHz

IEC61000-4-4 급과도버스트 내성

5kH, 4kV

IEC61000-4-5 서지 내성

Common 2kV, Nonnal 1kV

IEC61000-4-6무선주파 전도 내성

10V

IEC61000-4-8사용주파 자계 내성

30A/m

IEC61000-4-9 임펄스 자계 내성
IEC61000-4-10 감쇠진동 자계 내성
IEC61000-4-11 dip, short interruption 내성

0.5 cycle, 100%

IEC61000-4-18 / IEC60255-22-1 1MHz burst
절연 성능
온도
화면

절연 저항

전압회로: 2MΩ 이상, others: 10MΩ이상

사용주파 내전압

2kV, 10mA, 1분

온도 사이클 시험

-20~+60℃ 2cycles

타입

Customized character LCD

크기

5.4inch

Media
통신
Protocol

상위

RS485 1Ch, 1OOMbps Ethernet 2port

하위

RS485 2Ch

상위

MODBUS_RTU/TCP, DNP3.0, IEC61850

하위

MODBUS_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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