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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described the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for low-voltage panel boards. This system consists of three 
parts, a panel board controller, an integrated monitoring unit and a 
remote PC. The panel board controller which was made of CT/PT 
unit, control unit and power supply is able to transmit variable 
parameter for monitoring and diagnosis of low voltage branch 
circuits. Also, the integrated monitoring unit was collected monitoring 
data from panel boards and displayed on the touch panel.

1. 서    론

세계 인 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더불어 기설비에 IT(Information 
Technology)를 목시킴으로써 원격제어를 통한 진단  감시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력IT 기술은 효율 인 제어를 
통한 에 지 감을 목표로 과거 송․변 에서만 이루어지던 감시, 제어
기능을 배 역까지 확 하면서 보다 복잡 다단화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사회 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 트, 상가를 비롯한 
수용가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분 반은 단순히 분기회로의 On/Off 
 과 류, 차단과 같은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며, 수동으로 개별 
리를 함으로써 분 반의 통합 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분 반에 하여 과 류  에 한 

사  경보  사용 인 력량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분 반 통합 감
시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 다.
제안한 분 반 통합 감시 시스템은 분 반 컨트롤러  통합 감시장

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 반의 계측 라미터를 장뿐만 아니라 향후 
인터넷이 연결된 원격지에서도 감시, 제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TCP/IP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 다.

2. 분전반 통합 감시 시스템 설계

제안한 분 반 통합 감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분 반 컨트롤러, 
통합 감시장치로 구성되며, 통합 감시장치는 인터넷과 연계되어 원격지
에서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 1> 분전반 통합 감시 시스템의 구성

분 반 컨트롤러는 CT/PT, ZCT  온도센서를 통하여 메인 원의 
압, 류, 설 류  부스바의 온도를 검출하며, 이를 통하여 R, S, 

T 3상의 력을 계산, 데이터를 송한다. 한 자동/수동으로 선택된 
경보  차단 벨에 의하여 각 상에서 과 류, 설 류  과열이 감
지될 경우, 경보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차단기의 Trip shunt를 동작시켜 
자동 차단시킬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 다.
통합 감시장치는 RS485 선로를 이용하여 분 반 컨트롤러와 결선되

어 각 컨트롤러를 개별 제어하며, 터치식 GUI를 용하여 손쉽게 감시, 
제어하도록 구성하 다.

 2.1 분전반 컨트롤러
분 반 컨트롤러는 그림 2와 같이 제어부, 검출부  원부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출부는 각 상별로 CT를 내장하고 있으며, 용의 부스바에 클립형

태로 착되어 Voltage Divider를 통한 각 상의 압을 계측하고 온도센
서를 이용하여 부스바 온도를 계측한다.
제어부는 검출부를 통하여 계측된 각 상별 압, 류  온도를 이

용하여 력을 연산하고, 내부 설정된 경보  차단 벨과 비교하여 각 
분기회로의 TRIP을 단한다. 한 ZCT 내장형 배선용 차단기로 부터 
설 류를 검출하여 각 분기회로에 한 설 류를 검출한다. 
특히, 제어부는 20개의 Trip coil을 제어할 수 있는 을 내장하여 

과 류, 과열  온도값이 내부 차단 벨에 도달할 경우, 배선용 차단
기에 내장된 Trip shunt를 동작시켜 원을 차단한다. 한 이러한 경보 
이벤트는 내부 메모리에 100개를 하여 장함으로써 리자에게 정
보를 제공한다.

원부는 제어부의 내부 회로  마이크로 로세서 구동을 한 DC 
5V 원과 Trip coil을 동작시키기 한 DC 24V를 공 하기 한 
AC/DC 컨버터로써 AC 원을 메인 부스바로부터 공 받기 때문에 메
인 차단기가 Trip 될 경우를 비하여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  는 메인 차단기에 의하여 원공 이 단되더라도 일정 시간동
안 경보 이벤트를 분 반 통합 감시장치로 송할 수 있다.

<그림 2> 분전반 컨트롤러

2.2 분전반 통합 감시장치
분 반 통합 감시장치는 다수의 분 반을 감시, 제어하기 한 장치

로써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일체형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운 체제는 
Embeded Linux 2.1.6 기반으로 최 화 작업을 통하여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PC가 없는 기반에서 무인 운 할 수 있는 Client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은 분 반 통합 감시장치의 논리구조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크

게 통합분 반 환경부, 통신부, 장비 처리부  데이터 앙 연산 처리
부로 나  수 있다.

2.2.1 통합분전반 환경부
분 반 통합 감시장치는 분 반 컨틀로러에 연결된 각 장의 정보

(분 반명, 장명, Port번호, 장비ID , 문양식, 자료수집 타임, 회로설
정 정보, 조작환경, Input  Output Unit 등)와 터치스크린  주변 연
동 PC 정보 등을 일과 메모리에서 리하고 있다. 모든 로세스의 
환경정보는 환경부를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이 보
유를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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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전반 통합 감시장치의 논리구조도

2.2.2 통신부
통신부는 각 분 반 컨트롤러, 터치 스크린, 원격 PC(PC Client)와 

통신을 담당한다. 통신방식은 다수의 분 반 컨트롤러와는 RS485 방식, 
터치스크린과는 RS232C 방식을 용하 으며, 원격 PC와의 통신은 
TCP/IP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원격에서 설정  제어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통신일 경우에 사용하며, 원격제어 업무에 효율 으로 응
하도록 구성하 다.

2.2.3 장비 처리부
장비 처리부는 개별 분 반 컨트롤러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계측부, 설정  제어하는 계측장비 제어부, 분 반 컨트롤러와 통합 감
시장치간의 문처리를 한 문 변환부  통신 상태 리 등을 리
하는 통신감시부로 구성되어 있다.

2.2.4 데이터 중앙 연산 처리부
데이터 앙 연산 처리부는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알고리즘에 의한 

지수산출  경보 이벤트 발생과 자료 장 등을 담한다.
표 1은 데이터 앙 연산 처리부의 내부 논리  구성  역할을 나

타내고 있다.

 <표 1> 데이터 중앙 연산 처리부의 논리적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할

감 시 부
데이터의 정합성 감시  개별 분 반 컨트롤러
의 경보 이벤트 처리

지수 연산부 종합진단 알고리즘에 의한 안 유무 산출

경보 리부
종합 안 유무 알고리즘에 의한 이벤트 발생  
해제처리

사고정보 
리부

Trip에 련한 이벤트 정보 리

문 변환부 터치스크린  Client PC간 문 변환  처리

3. 분전반 통합 감시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는 분 반의 각 상별 압, 류, 력 등과 같은 각종 
계측 요소를 통합하여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 다. 
분 반 컨트롤러를 통하여 계측, 연산된 감시 라미터들은 분 반 통합 
감시 장치로 송되며, 장의 리자는 이를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확
인, 각 회로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4는 분 반 통합 감시 시스템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a)는 자가진단화면  그룹진단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제 1공장 출구 분 반에 임의 으로 정격 류의 

2배의 과 류를 발생시키자 차단기의 시연특성에 의해 Trip이 발생하
으며, 분 반 컨트롤러에 의해 송된 경보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b)는 다른 분 반의 계측정보  각 상의 압 정보를 나타낸 

것으로, 분 반 컨트롤러에 의해 계측된 217.1V, 216.3V, 216.1V를 표시
하고 있다. 화면의 컨트롤 버튼을 르게 되면 류, 선간 압, 온도  
각각의 력량 등 다양한 력 라미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 자가진단 화면

(b) 분 반 상태 계측정보

<그림 4> 분전반 통합 감시 시스템의 GUI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별 분 반에 하여 과 류  에 한 사  
경보  사용 인 력량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분 반 통합 감시 시
스템 개발에 하여 기술하 다.
제안한 분 반 통합 감시 시스템은 분 반 컨트롤러  분 반 통합 

감시장치로 구성되며, 분 반 컨트롤러에 의해 계측된 각종 력 라미
터  경보 이벤트를 장  원격지에서 확인하 다.
본 시스템의 용은 재 정기 검을 통해 기설비의 안 상태를 

확인하는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여 장  원격지에서 터치스크린/PC를 
통하여 각 분 반의 상태를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
상이 발생할 경우, 경보를 발생시켜 긴 한 상황에 즉각 인 응이 가
능하도록 구성하 다.
향후 제안한 시스템에 하여 계측의 정 도 향상  통신의 신뢰성

을 최 화 한다면, 아 트, 상가 등과 같은 수용가에 용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로 활용 가능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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