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 발전소의
관리 및 제어 솔루션
zenon이 제공하는 종합 보고를 통해 수력 발전소를
시각화 및 제어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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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소 제어
zenon Energy Edition을 통해 수력 발전소를 모니터링, 제어 및 최적화하십시오.
모든 발전소 제어의 최적화, 운영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수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는 특정 출력 데이터로 인해

“작동 전 선택(Select Before Operate)”과 같은 드라이버별

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zenon Energy Edition은 프로젝

특징을 포함한 명령 처리를 지원합니다. (예: 모터 및 펌프 제

트 구성에서부터 시각화 및 제어, 보고에 이르기까지 효율성

어를 위한 페이스 플레이트 사용)

향상을 위해 적합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zenon으로 개별
발전소 제어 또는 다수의 발전소를 상위 모니터링 시스템에

HMI에서 제어실까지 다양한 역할

통합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뛰어난 zenon은 터빈, 발전기 및 컨버터와 같은 수
력 발전소의 구성 요소를 위한 로컬 HMI(Human Machine

프로세스 자동화 및 에너지 생성을
한 번에 관리

Interface)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의 재생성없이 SCADA에 이미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zenon은 단일 개발 환경에서 에너지 생성 및 분배 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실과 로컬 시스템의 동일한 디스플레이

프로세스 자동화에 연결하여 시간을 절감시켜 줍니다. 두 영

는 빠른 인식으로 오류를 방지해 줍니다. 유지보수는 한 곳

역의 다양한 드라이버로 수력 발전소의 모든 하위 섹션들을

에서 수행되며,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사용자와 유지보수팀

프로토콜 변환기 없이 직접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용이 용이합니다.

이 시스템은 AUTOCAD에서 가져온 유압 회로도 표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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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발생 또는 유지보수 시 완벽한
보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위치
에 관계없이 항상 정확하게 저장됩니다.

무인 제어실에서 문제 발생 시, zenon은 메시지 제어 모듈
화를 통해 대기 중인 직원에게 알립니다. 연락 불가능한 경

Process Recorder로 이전 상태의
쉬운 구현

우, 시스템은 에스컬레이션 체인의 다음 사람에게 자동으로

문제 발생시 발전소 또는 이전 네트워크 상태를 재구현해야

알립니다. 이는 인력 비용 절감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zenon은 기록 목록에서 결과 및 측

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값의 검색 단계를 제거합니다. 통합 프로세스 레코더는 프

많은 보고서의 경우 추가적인 가공을 위해 특정 형식의 출

로세스 화면에서 스위치 기어의 과거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

력이 필요합니다. zenon은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

줍니다. 타임 바를 사용하여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

(.CSV)으로 알람 목록을 출력하므로 Excel 또는 기타 응용

다. 이러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문제 분석, 영향을 받는 영역

프로그램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필요 시 자유롭게 데이

에 대한 빠른 기록 및 규정된 문제 레지스터에 입력할 데이

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터의 용이한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분석 및 보고를 위한 빠른 아카이브
액세스

IEC 61850에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까지

Archiving is a central function of zenon. zenon의 핵심

zenon은 IEC 61850, IEC 60870, DNP3 등 에너지 산업의

기능인 아카이빙을 통해 보관된 알람, 이벤트 및 측정 값을

모든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포괄

이후 분석, 보고 및 추세 파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

적인 시각화 기능, 간편한 보고, 완벽한 프로세스 시뮬레이

브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션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을 사용하여 SMS, 전자 메일 또는 TTS(텍스트 음성 변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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