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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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전자식 전력량계  HEM12-04

단상 전자식 전력량계  HEM12-D

삼상 전자식 전력량계  HEM34-R

삼상 전자식 전력량계-CT형  HEM34-02-5R/5F

방향전환 송수전 전력량계  HEM12-D/34-R

자주 묻는 질문

자동접속장치  AGU

분산제어장치  DCU, 네트워크 연결 장치  NIU

통신변환장치  CCU, 펄스변환장치  PIU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에너지 관리 장치  ECS

디지털 수도/온수/열량계  ECOS-WM/HM/CM

디지털 조합형 열량계  ECOS-CCM

디지털 가스미터  ECOS-GM

대구경 수도/온수미터  ECOS-DWM/DHM

대구경 조합형 열량계  ECOS-DCCM

기계식 수도/(난방용)온수미터  SHD(R)/SHH(R)/SHW

HEMS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EMS-3000/4000

영상고조파 모니터링 시스템

전력품질 측정장치

 

㈜태스콘은 가장 진보된 수준의 원격검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부응하는 에너지관리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KEMA/CE 국제인증을 취득한 전자식전력량계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제조사이며, 또한 부정사용방지기능(자기장감지, 

역방향감지, 온도센서감지 등)과 열량계 에어포켓 감지, 미세유량누수체크기능 그리고 유량오용방지기능을 포함하는 3세대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를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관리 전문기업 입니다.

최근에는 BEMS와 FEMS기술을 주거용 건물환경에 적용하여 보다 진화된 4세대 HEMS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대 난방분배기 연동기능과 전력에너지 품질관리시스템(고조파필터와 고조파모니터링시스템)을 포함한 4세대 HEMS는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의 출발점이며, ㈜태스콘은 이 기술의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3 건설(기계, 전기) 품질 향상 및 하자 민원 개선 방안의 건



모      델      명 HEM12-04

상      선      식 단상2선식

정              격 220V 40(10)A 60Hz

결   선   방   식 상하, 좌우

계   기   등   급 1.0급

계   기   정   수 1.0Wh/Pulse

설   치   방   식 옥내용

H o l e   S i z e 8.6 x 7.6 [mm]

LCD / Digit Size 48x20 / 4.6x8.2(WxH)[mm]

통   신   방   식 -

제품 사양 단독계기 선정기준 및 권장사용 전선

제품 사이즈 외형 사이즈

타공 사이즈

설치시 유의 사항

모델명 전류[A]
 치수

E F G H

HEM12-04 40(10) 89.5 96 9 4.5

모델명 전류[A]
 치수

A B C D

HEM12-04 40(10) 64 126 52.6 30

좌우타입의 계량기는 상하타입의 계량기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

좌우타입의 계량기는 상하타입의 계량기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

단상 전자식 전력량계
Single Phase Digital Electricity Meter

HEM12-04

 단상 2선식 전자식 전력량계로 입력부와 출력부의 
구분없이 편리하게 결선 할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 타입이 구분되어 있어 분전반 구조상
용이하게 결선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고정 방식을 볼트에서 부스단자 구조로 변경
하였으며, 접촉면이 증가하여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되었습니다.

사용전선은 KS C 3302[600V 비닐 절연 전선(IV)]와 동등한 것으로 한다.터미널 단자 케이블 삽입 깊이가 10mm로 기존 보다 6mm 작다.

정격전류
[A]

단독계기 선정기준
권장사용 전선

(소선수/소선지름 mm)

단상 2선식 3상 4선식 최소 최대
비고단자직경

[mm]

40 26.4kW이하

60 -

120

8.8kW이하

13.2kW이하

26.4kW이하 79.2kW이하

8(7/1.2)
10(7/1.35)

14(7/1.6)
16(7/1.7)

38(7/2.6)
25(7/2.14)

14(7/1.6)
16(7/1.7)

구규격
신규격(IEC)

구규격
신규격(IEC)

구규격
신규격(IEC)

Φ6

Φ8

Φ10

38(7/2.6)
35(7/2.52)

60(19/2.0)
50(19/1.78)

상기 제품은 옥내용이므로 설치시 직사광선, 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검침과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권장합니다. 
케이블을 터미널에 접속 전 터미널 나사부를 끝까지 풀른 후 케이블을 삽입하여 주십시오.
터미널에 접속시 나사부는 완전히 체결되어 홀 안의 전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전선은 KS C 3302[600V 비닐 절연 전선(IV)]와 동등한 것으로 한다.

정격전류
[A]

단독계기 선정기준
권장사용 전선

(소선수/소선지름 mm)

단상 2선식 3상 4선식 최소 최대
비고단자직경

[mm]

40 26.4kW이하

60 -

120

8.8kW이하

13.2kW이하

26.4kW이하 79.2kW이하

8(7/1.2)
10(7/1.35)

14(7/1.6)
16(7/1.7)

38(7/2.6)
25(7/2.14)

14(7/1.6)
16(7/1.7)

구규격
신규격(IEC)

구규격
신규격(IEC)

구규격
신규격(IEC)

Φ6

Φ8

Φ10

38(7/2.6)
35(7/2.52)

60(19/2.0)
50(19/1.78)

터미널 단자 케이블 삽입 깊이가 10mm로 기존 보다 6mm 작다.

HEM12-06D HEM12-12D

8.6 x 7.6 [mm]

52.6 30

HEM12-06D
HEM12-12D

 단상 2선식 전자식 전력량계로  입력부와 출력부의 
구분없이 편리하게 결선 할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 타입이 구분되어 있어 분전반 구조상
용이하게 결선할 수 있습니다.

가전기기 증가에 따른 기존 40A 전력량계 사용 
세대의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모델 입니다.

케이블 고정 방식을 볼트에서 부스단자 구조로 변경
하였으며, 접촉면이 증가하여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되었습니다.

상하, 좌우 상하, 좌우

옥내용 옥내용

M-NET / RS-485

설치시 유의 사항
상기 제품은 옥내용이므로 설치시 직사광선, 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검침과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권장합니다. 
케이블을 터미널에 접속 전 터미널 나사부를 끝까지 풀른 후 케이블을 삽입하여 주십시오.
터미널에 접속시 나사부는 완전히 체결되어 홀 안의 전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9 4.5

HEM12-06D

HEM12-12D

HEM12-06D

HEM12-12D



모      델      명 HEM34-04R HEM34-12R

상      선      식 삼상4선식 삼상4선식

정              격 220/380V 40(10)A 60Hz 220/380V 120(30)A 60Hz

결   선   방   식 상하, 좌우 상하, 좌우

계   기   등   급 1.0급 1.0급

계   기   정   수 2.0Wh/Pulse 4.0Wh/Pulse

설   치   방   식 옥내용 옥내용

H o l e   S i z e 6[mm] 11[mm]

LCD / Digit Size 48x20 / 4.6x8.2(WxH)[mm]

통   신   방   식 RS-485

제품 사양 단독계기 선정기준 및 권장사용 전선

제품 사이즈 외형 사이즈

모델명 전류[A]
치수  

A B C D E F

HEM34-04R 40(10)
123 143 65.6 23 69 13

HEM34-12R 120(30)

모델명 전류[A]
 치수

G H I J

HEM34-04R 40(10)
102 109 8.8 4.5

HEM34-12R 120(30)

좌타입의 계량기는 상하타입의 계량기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
우타입의 계량기는 상하타입의 계량기를 시계방향으로 270도 회전

좌타입의 계량기는 상하타입의 계량기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
우타입의 계량기는 상하타입의 계량기를 시계방향으로 270도 회전

타공 사이즈

삼상 전자식 전력량계
Three Phase Digital Electricity Meter

HEM34-04R
HEM34-12R

사용전선은 KS C 3302[600V 비닐 절연 전선(IV)]와 동등한 것으로 한다.
전류가 120A를 초과하는 경우 변성기부계기를 사용한다.

정격전류
[A]

단독계기 선정기준
권장사용 전선

(소선수/소선지름 mm)

단상 2선식 3상 4선식 최소 최대
비고단자직경

[mm]

40 26.4kW이하

60 -

120

8.8kW이하

13.2kW이하

26.4kW이하 79.2kW이하

8(7/1.2)
10(7/1.35)

14(7/1.6)
16(7/1.7)

38(7/2.6)
25(7/2.14)

14(7/1.6)
16(7/1.7)

구규격
신규격(IEC)

구규격
신규격(IEC)

구규격
신규격(IEC)

Φ6

Φ8

Φ10

38(7/2.6)
35(7/2.52)

60(19/2.0)
50(19/1.78)

 삼상 4선식 전자식 전력량계로 입력부와 출력부의 
구분없이 편리하게 결선할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 타입이 구분되어 있어 분전반 구조상
용이하게 결선할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 원하는 타입으로 현장에서 손쉽게 회전
변경이 가능한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 입니다.

설치시 유의 사항
상기 제품은 옥내용이므로 설치시 직사광선, 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검침과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권장합니다. 
터미널에 접속시 나사부는 완전히 체결되어 홀 안의 전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삼상 4선식 전자식 전력량계로 매입형과 노출
형의 제품으로 현장의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매입형의 경우 결선단자대 후면구조로 부하 및
CT선의 결선이 용이합니다.

노출형의 경우 상하, 좌우 원하는 타입으로
현장에서 손쉽게 회전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치시 유의 사항
상기 제품은 옥내용이므로 설치시 직사광선, 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검침과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권장합니다. 
터미널에 접속시 나사부는 완전히 체결되어 홀 안의 전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HEM34-02-5R(노출)
HEM34-02-5F(매입)

상하, 좌우 후면

옥내용 옥내용

143 65.6

102 8.8 4.5

HEM34-02-5R

HEM34-02-5R

HEM34-02-5FHEM34-02-5R

HEM34-02-5R HEM34-02-5F

1.0급



수전 유효전력량 송전 유효전력량 합계 유효전력량(+)

합계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순간소비전력 가스사용량 송수전 아이콘

 - 수전: 시계방향 회전
- 송전: 반시계방향 회전 

송수전 전력량계는 일반 단상/삼상 전력량계와 모든 규격이 동일함

특징
전류의 방향을 감지하여 수전 및 송전 전력량을 적산
수전 유효전력량(kWh), 송전 유효전력량(kWh) 
수전/송전 전력량을 합산하여 total 유효전력량(±kWh) 계산
무효전력량(kWh), 역률(Power Factor), 순간소비전력(W: 순시값) 표시
AGU와 연결하여 가스, 수도, 온수, 난방, 예비 등의 에너지 사용량 표시
수전/송전에 대한 상태 표시
Protocol로 수전/송전의 방향전환이 가능한 국내유일의 switching type
송수전 전력량계

기본 전류 방향

송 전

수 전

수

전

송

전

Protocol을 이용하여 중앙제어(원격) 또는 직접통신 방식으로 수전/송전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음.
* 전력량계 상하, 좌우 타입은 설치(위치) 기준으로 구분함.
예) 집합형 판넬 좌측에 설치될 경우, 좌 타입 선택 ->HEM12-06D-L
2세대 판넬 상부 1차측 입력, 하 타입 -> HEM12-06D-D

방향전환 송수전 전력량계
Switching Bi-Directional
Digital Electricity Meter

수전과 송전 전력량을 분리하여 적산하고 무효
전력, 역률, 순간소비전력을 계산하여 표시하는
다기능 지능형 전력량계.

143

65.652.6

30

HEM12/34

HEM 12 02

모델명 상선식 전압

06 D U

취부방식전류 타입
없음:

D:
R:

일반
통신/일반
회전형

5:
04:
06:
12:

5A
40A
60A
120A

없음:
02:

220V
220V

12:
34:

단상 2선식
삼상 4선식

없음: 
U: 
D: 
L: 
R: 

양방향(입출력 구분없음)
상부설치(하부입력)
하부설치(상부입력)
좌측설치(우측입력)
우측설치(좌측입력)

HEM12-D(단상) HEM34-R(삼상)



영향이 없음.

부하 용량에 따른 전자식전력량계 선택 (단독계기)

전자식전력량계 사용전선 굵기 (피복을 제외한 수치)

정격전류[A] 단상2선식(220V) 삼상4선식(220/380V)

40 8.8kW 이하 26.4kW 이하

60 13.2kW 이하 -

120 26.4kW 이하 79.2kW 이하

정격전류[A] 최소 최대

40 10mm² 16mm²

60 16mm² 35mm²

120 25mm² 50mm²

삼상 전력량계 CT-Type 사용량계산법
실 사용량 = [전력량계 표시 값(현월 지침 값)-전월 지침 값] x 변성기 배율(승율)
변성기 배율 (상 전압 기준) = CT배율(1차측전류 / 2차측전류) x PT
(예) 표시 값(현월 지침 값) - 전월 지침 값이 123.4kWh이고, CT는 500/5A, PT는 440/220V를 사용하였을 경우

- PT/CT 배율 필히 확인 후 계산하여 주십시요.(PT 미 사용시 제외)
- PT/CT 문의사항은 당사에서 제조/판매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제품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 사용량 = 123.4(kWh) x 100(CT배율) x 2(PT배율) = 24,680kWh











3.1252 5 - 32 3.5

0.032 0.05 0.08

30~90

95

5~90 (온도차한계 : 2~80)

210

설치 방법 : 수평설치(H)

KS인증번호 - 수도 : KTC19-0006

KS인증번호 - 온수 : KTC19-0033



열량계 급수측센서
여괴기

차단밸브 차단밸브

차단밸브 차단밸브정유량밸브

지시부

적산열량계

환수측센서

설치시 주의 사항

- 운반 및 설치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미터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십시오.
- 미터기 설치 후 에어를 이용한 기밀 시험 및 후레싱 작업을
   하여선 안됩니다.
- 미터기는 결로 및 습기가 많은 공간에 설치하지 마세요.
- 유니온 채결시 당사 표준 고무패킹 사용을 권장합니다.
- 배관내부를 충분히 세척 후 청수를 사용하세요.(지하수 사용금지)
- 감압변을 설치하여, 역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유량 흐름방향과 유량부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도록
   설치 되어야 합니다.
-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열선 사용시 소손/화상 등에 주의하세요.)
 

275(180)

5~90 (온도차한계 : 2~80)

250(210) 260(240)

디지털 혼합형 열량계

CC_DP

설치 방법 : 수평설치(H)

2℃

2℃

2℃









기계식 수도/(난방용)온수미터/습식수도

15

15

0.032

0.032

0.05

0.08

0.08

0.05

0.08

0.126

0.2

0.2

77 77

75 75

15

15

75

75 93

80

108

89

105

85

111

93

128

107

151

124

설치 방법 : 수평설치(H)

미터기 지시부가 360도 회전되고 어떤 위치에서도 판독이 용이하며 원격지시를 부착하면 개별검침과 집합검침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으로 계측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정확한 설계로 회전소음을 방지하였고 익차축과 Bearing부분을 초경합금축, Ceramic Bearing을 사용하여 내구성은 반영구적이며 미소유량에도
감도가 뛰어나 적은 유량에도 오차가 매우 적습니다. 

익차자석의 자력을 최소화하여 자석에 이물질 부착으로 인한 부동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원격식의 경우 
LCD TYPE의 지시부로 유량부의 초기값 지침을 일체화 시킬수 있는 S/W가 있으며(UP·DOWN·RESET기능) EEPROM 사용으로 Battery 제거시 DATA 저장이 
가능하며 Battery 교환시 기저장된 DATA가 환원됩니다.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1

설치 방법 : 수평설치(H)



HEMS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Software

Microsoft Windows System(XP, Vista, 7, 8, 8.1, 10) 운영체제 호환 Windows 7 운용가능 수준 이상, 최신사양 권장

2GB 이상

100 GB 이상

Microsoft Windows System (XP 이상 버전)

2 ports 이상

Full HD (1920 x 1080) wide 규격 권장

MS Office Excel & Access

세대별 난방분배기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 

영상고조파필터를 제어하고 전력품질데이터를 관리하는 4세대 

HEMS 운영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Microsoft Office Ribbon style design 적용

월별 분산 데이터 파일 구조를 적용하여 용량 부하문제 해결

정전 복구 시 자동실행 및 자동검침 기능

주요 시스템설정 변동 및 작동상황에 대한 자동 기록

설정한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을 발생하여 관리효율 증진

각종 홈네트워크 및 SI서버 시스템과 연동

EMS-3000

3세대 HEMS

EMS-4000

4세대 HEMS

EMS-3000 / 4000

EMS-4000은 세대 난방분배기 제어시스템과 

전력품질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에너지관리

시스템으로서 4세대 HEMS 운영소프트웨어 

입니다.

원격검침

시스템

3세대 HEMS

4세대 HEMS

부정사용방지

시스템

누수체크

시스템

난방분배기

제어 시스템

전력품질

시스템

에너지 적산 기능(일반 원격검침)

자기장 감지 기능

역방향 감지 기능

온도센서 감지 기능

열량계 에어포켓 감지 기능

시운전 누수체크 기능

유량 오용 방지 기능

난방분배기 제어 기능

영상고조파 데이터 모니터링

전력품질 데이터 모니터링

부정사용방지시스템(자기장감지/역방향감지/온도센서감지), 

열량계 에어포켓 감지 기능, 시운전 시 누수가 발생하는 유량계를 

감지하는 기능, 의도치 않은 유량증가를 감지하는 유량오용방지기능 

등을 포함하는 3세대 HEMS 운영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유량오용방지

시스템

EMS-3000은 일반적인 원격검침기능과 부정

사용방지시스템, 시운전누수체크시스템 및 유량

오용방지시스템을 포함하는 에너지관리 시스템

으로서 3세대 HEMS 운영소프트웨어 입니다.



측정데이터

고조파 필터와 전력품질 관리 솔루션의 중요성

표시기능
고조파 저감률
R,S,T 상 전류
불평형 전류
N(중성선) 상 전류
유효전력량

시스템 구성도 종류별 특징

표시장치

한국전력공사 고조파 관리 기준

고조파 관련 특허 현황

ZHF - Z ZHF-S (Open Delta type)

고조파저감율 60~85% 80~95%

연결방식 N상 병렬 N상 직렬 (N상 입/출력 주의)

장비 결선도

내부 구성 Zig Zag 결선 Zig Zag결선 + Open Delta 결선

가격 저가 고가

ON /  OFF 운전 중 ON/OFF 기능 운전 중 ON/OFF 불가능

관련 특허 등록특허 10-0885289

전기적 특성

상수 : 3상 4 선식
정격전압 : AC 380-220[V], AC 208-120[V], 
               AC 480-277[V]
정격주파수 : 50 / 60[Hz]   정격용량 : 3~3,000[A]
전압변동범위 : ±10%       주파수변동범위 : ±1%

상수 : 3상 4선식           전압 : AC 380-220[V]
정격주파수 : 60[Hz]     정격용량 : 40~2,500[A]
전압변동범위 : ±10%   주파수변동범위 : ±1%

일반적 특성

냉각방식 : 자연냉각식    정격 : 100% 연속
사용온도 : -20~+40     허용습도 : Max. 95%Rh
고도 : 해발 1,000mm 이하
설치장소 : 옥내 / 옥외

냉각방식 : 자연냉각식   정격 : 100% 연속
사용온도 : -20~+40
고도 : 해발 1,000mm 이하(운전시)
설치장소 : 옥내형

영상 고조파 모니터링 시스템 특징 

통신변환장치

RS-232통신

운영PC(CCMS)

LAN

고조파필터

RS-485통신RS-485통신

중계장치

 

영상고조파 필터에 전력품질 측정장치를 연동 구현하여, 고조파 필터의 효율에서 전체적인 
전력 품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후 영상고조파 필터의 이동과 증설에서
제거방안 제시까지 다양한 관리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잘 구축된 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운영체계는 에너지의 생산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기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고조파 발생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Tascon의 전력품질관리 솔루션은 사용자의 환경보호와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고조파 저감률
차수별 고조파 전압,전류(1~31차)
전압,전류 총합 왜곡률(THD)
불평형 전류
N상 전류, N상과 대지간의 전위차
역률 및 주파수의 전압,전류
유효, 무효전력

Zero Harmonic Monitoring System

ECOS-ZHF

영상 고조파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 고조파 필터 내장] 중성선 고조파 전류의 60%~85%이상을 저감시키는 
고성능 고조파 필터로 구성
[영상 고조파 원격 검침 시스템] 고조파 발생 현황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원격에서 구현 (영상고조파필터 저감률, 각 상별 부하전류)
[통합 에너지 관리 솔루션] 전력량 계측 및 품질관리 기능을 S/W에서 통합 제어

영상 고조파 필터링 시스템 (zero harmonic filtering systemg) 특허등록번호 제10-1138430호 
고조파 저감장치와 전력망 상태 관련하여 고조파 측정, 상 별 전류/전압을 측정하고 고조파 저감장치의 필터 저감률, R/S/T상 전류, 불평형 전류, N상 전류, 유효전력량을 
표시하며 이를 EMS와 연동하여 전류품질의 정보를 일괄 구축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제공합니다.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 및 전기공급 기본약관 시행 세칙 제26조에 따르면 고객은 전기 설계 시 고조파를 규정 내에 제한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 반영 하여야 
하며 고객의 설비에서 플리커/고조파가 시행세칙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기능

영상고조파 필터 저감률, 각상 부하전류, N상 전류 불평형 전류, 유효전
력 등을 디스플레이하며  상위  계층 의 검 침 시스템과  연동  운영됩니다.

솔루션 도입을 위한 사전 설치 환경 분석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설치 후 운영 단계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사용자 환경에 
맞도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절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솔루션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실제 N상에 흐르는 불평형전류, 영상고조파 전류 등을 측정하여 N상에 
흐르는 전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원격검침 
시스템간 통합 운영되어 일원화된 에너지 관리를 구현합니다.

N 상 전류 측정
영상고조파 전류 측정
불평형 전류 측정
RS485 통신 지원

각상 부하 전류 표시
N상 전류 표시
불평형 전류
상위 검침시스템 연동

Dimension (L x W x D)
126 x 126 x 48mm

Dimension (L x W x D)
123 x 142 x 72mm

PQMS-RTU
RTU (Remote Terminal Unit for Power Meter)

제품사양

고조파 컨트롤러
HFC(Harmonic Frequency Controller)

전력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ECOS-ZHF/ECOS-PQMS) 도입 절차

N상 전류 측정장치
NPCU(N Phase Current meter Unit)

RTU(원격전력품질 측정 장치)는 고조파를 포함한 전력 품질 측정을 위해 최신기술이 적용된
전력 원격 모니터링 장치입니다.

제품 외관

Dimension (L*W*D) : 285*170*78mm

구분 사양

측정 범위

0 ~ 5A(Max 10A)

176 ~ 264 VAC

PF0.5C ~ 1.0 ~ 0.5L

정밀도

≤0.5%

Active : Class 1

Reactive : Class 2

소비전력

＜0.5VA/Phase(Voltage Circuit)

＜0.75VA/Phase(Current Circuit)

＜5W (Total Power Consumption)

통신사양 RS485

설치환경

-15℃ ~ 55℃(옥내 설치용)

습도 ＜ 91%

IP51

입력사양
3단상 4선식 AC 전압
CT 조합형

구분 사양

측정 범위
0 ~ 5A(Max 6A)

176 ~ 264 VAC

정밀도 ≤1%

통신사양 RS485

설치환경
-15℃ ~ 55℃(옥내 설치용)
습도 ＜ 90%

입력사양
단상 2선식 AC 전압
CT 조합형

구분 사양

표시내용
상전류, 불평형 전류

N상 전류, 유효 전력 등

표시장치 LCD

통신사양 RS485-2CH

설치환경
-15℃ ~ 55℃(옥내 설치용)
습도 ＜ 90%

입력사양 DC12V

제품사양제품사양

제품 사이즈 제품 사이즈

고조파 전압/전류, 전압/전류 총합 왜곡률(THD) 측정 
각상 전압, 전류, 불평형 전류 측정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 주파수 측정

전력품질 측정장치



건설품질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시공단계 및 시운전 입주 후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건설품질의 저하 및 준공 후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하여 해소 하고자 합니다.

누수점검으로 인한 점검시간 및 보수비용(수도, 온수)
GAS 누수로 인한 점검시간 및 보수비용
시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입주까지 발생하는 유량 오남용 비용
계량기 역방향 시공으로 민원 발생 및 처리 비용
시스템과 계량기 오결선에 의한 품질 저하 및 민원 발생
사용자 사용 실수 및 부정 사용에 의한 민원
사전 점검이 불가능한 온도조절기 및 분배기 시스템에 의한 다수의 민원 발생
배전규정에 의한 고조파 대책 민원 

건설(기계, 전기) 품질 향상 및 하자 민원 개선 방안의 건

RS-485 RS-232

MAX 128세대

중앙관제장치
(CCMS)

NIUDCU
RS-485

MAX 128EA

M-NET

안방 조절기 각실 조절기 거실 조절기

난방분배기

고조파 필터 ECS

ECOS-ZHF

미세누수 현상 : 시공 후 30ml 미만의 미세한 누수량을 감지하여 누수 피해 예방에 효과
GAS 누수 : 누수체크 및 경보기능으로 인한 하자 및 피해 예방
역방향 설치 시공현상 : 역방향 설치현상을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 사전 보수 가능
무극성 전원통신 기능 : 오결선에 의한 시공 불량 방지 기능을 적용할 경우 불량시공을 원천 차단 함
에어포켓발생 감지 및 부정 사용의 징후를 사전 발견하여 아파트 품질 개선에 도움 예상
유량 오남용 방지 : 시운전부터 잘못된 사용이나 고장으로 발생하는 유량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수도 온수 비용 절감 가능
온도 조절변과 분배기 연동 시스템 : HEMS 4세대 연동 구현으로 사전 점검이 가능하여 하자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함

기존의 원격검침 시스템 기술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으나 보다 진화된 기술인
HEMS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부가 기능이 제공되는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HEMS Solution 구성도

전기

수도

난방

가스

온수

AGU

자기장 감지 기능

역방향 설치 감지 기능

유량 오용 방지 기능

에어포켓 감지 기능

무극성 전원 통신 기술

열량계 온도센서 이상 감지 기능

미세 누수 현상  감지 기능

HEMS 4세대 기능

HEMS 3세대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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