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on - 신재생에너지
zenon은 신재생에너지 장비의 제어 및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여러가지 장비를 종합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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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on Energy Edition – 클린 에너지를 위한
확실한 솔루션
zenon은 신재생에너지 생성을 위한 장비의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풍력 발전소를 제어하고 여러 개의 분산 장비 항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성을 위한 장비는 그 운영 및 성능 특성 상

지 모든 영역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

모니터링, 제어, 분석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 제공합니다. 수많은 통신 인터페이스(IEC 61850/IEC

구성부터 시각화와 제어, 보고서까지 zenon은 효율을 높이

61400-25, DNP3 포함)와 안정적인 커맨드 처리 메커니즘

는 수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으로 보조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합 솔루션

다양한 기능과 확장성

변전소를 통해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 장비 또는 소형 수

zenon의 표준 SCADA 기능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체

력 발전소를 공용 그리드에 연결할 때 zenon은 장비의 관

네트워크에 대한 명확한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오버뷰를 제

리,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 변전소의 분전에 이르기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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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상세 보기는 개별 구성 요소 및 정보를 표시합니다.

zenon 추가 기능

경보 관리 분야의 특수 기능은 최대한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포괄적인 시각화 기능, 알람, 이

여러 장비를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

벤트, 트렌드, 보고서, 아카이빙 등에 쉽고 빠르게 엑세스 할

다. zenon은 또한 원격 프로토콜(IEC 60870 포함)과 클

수 있는 추가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라우드 (Microsoft Azure)를 통해 원거리에서 결합을 지
원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에 분산된 네트워크
에서도 일관성 있고 확장 가능하며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 대해 보고
보고서는 zenon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버튼을 한 번만 누
르면 유용한 보고서를 생성하여 에너지 손익 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보고서 템플릿 에는 풍력 발전소 또
는 수력 발전소 운영자를 위한 전용 템플릿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 보고서를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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