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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마을하수 처리시설에서 현장 제어 감시반 및 그 감시제어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앞/뒤면에 각각 도어(151)(152)

가 설치되어 케비넷 형태의 케이스를 이루는 소정 크기의 외함(110)을 구성하고, 그 외함(110)의 내부에 중앙 설치벽

(140)을 설치하고, 그 설치벽(140)의 앞 뒤에 양면으로 감시반과 동력반의 부품 및 장비들(161)(162)을 설치하고, 외함

(110)과 도어(151)(152) 내측에 각각 내부 보온재(120)를 설치하며, 외함(110)의 외표면 및 도어(151)(152)의 외부에 각

각 외부 방열판(130)을 부착 설치하며, 외함(110)의 양측 면에는 상하단에 각각 복수의 환기창(170)을 형성하고, 그 환기

창(170)은 각각 개폐구(171)를 설치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을 구성하며, 감시 제어회

로를 동력반 제어회로와 감시반제어회로를 통합하여 이중 구성되던 릴레이와 스위치들의 수를 줄여서 전체 구성을 단순화

함에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6a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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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원격 제어가 가능한 마을 하수 처리장의 현장 제어반에 있어서,

앞/뒤면에 각각 도어(151)(152)가 설치되어 케비넷 형태의 케이스를 이루는 소정 크기의 외함(110)을 구성하고, 그 외함

(110)의 내부에 중앙 설치벽(140)을 설치하고, 그 설치벽(140)의 앞 뒤에 양면으로 감시반과 동력반의 부품 및 장비들

(161)(162)을 설치하고, 외함(110)과 도어(151)(152) 내측에 각각 내부 보온재(120)를 설치하며, 외함(110)의 외표면 및

도어(151)(152)의 외부에 각각 외부 방열판(130)을 부착 설치하며, 외함(110)의 양측 면에는 상하단에 각각 복수의 환기

창(170)을 형성하고, 그 환기창(170)은 각각 개폐구(171)를 설치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함(110)의 하부에는 서스(SUS) 파이프를 이용한 4각 플랜지를 사용하여 외함을 지면으로부터

소정 높이 위로 띄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장 제어 감시반은,

감시반 제어장비로서 전용 RTU를 사용하여 이더넷, RS-232/RS-485 등 3가지 통신 방식중에서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

청구항 4.

동력반 전원(220V)을 메인 개폐기(NFB) 및 개별 개폐기(NFB)를 통해 입력받아 동력반의 메인 릴레이(88)의 a접점 스위

치(88_a) 및 과전류 차단기(OCR)를 통해서 모터(M)를 구동시키도록 구성된 제어회로에 있어서,

감시반의 모터 구동 유지 릴레이(RO)의 a접점 스위치(R0_a)를 상기 메인 릴레이(88)의 a접점 스위치(88_a) 및 과전류 차

단기(OCR)과 병렬 연결하고, 상기 감시반의 모터 구동 유지 릴레이(R0)의 a접점 스위치(R0_a)에 의해 220V 교류 전원으

로 상기 메인 릴레이(88)를 구동하도록 연결하며,

감시반 제어회로로서, 24V직류전원에 로칼/원격 선택스위치와, 오프 및 온 스위치와, 과전류 차단기의 b접점 스위치

(OCR_b)를 통해서 모터 구동 유지 릴레이(R0)가 연결되고, 상기 온 스위치와 병렬로 모터 구동 유지 릴레이(R0)의 a접점

스위치(R0_a)가 병렬 연결되어 모터 구동의 자기 유지 회로를 이루며, 상기 원격 선택단자에 원격 제어 릴레이(RY)의 a접

점 스위치를 연결하여 상기 과전류 차단기 b접점 스위치를 통해 상기 모터 구동 유지 릴레이(R0)에 연결하여 구성되고,

그 모터구동 유지 릴레이(R0)의 a접점 스위치(R0_a)를 통해서 온 표시램프(R), b접점 스위치(R0_b)를 통해서 오프 표시

램프(G)를 제어하고, 상기 과전류 차단기(OCR)의 a접점 스위치(OCR_a)에 의해 과전류 차단 표시램프(Y)를 제어하며, 상

기 모터 구동유지 릴레이(R0)의 a접점 스위치(R0_a) 및 b접점 스위치(R0_b)와 상기 과전류 차단기(OCR)의 a접점 스위치

(OCR_a)를 직접 RTU의 감시 입력포트(D/I 1)(D/I 2)(D/I 3)에 연결하며, 그 RTU에 의해 원격 제어 릴레이(RY)를 제어하

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의 제어회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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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에서 현장 제어감시반의 동력

반과 감시반을 단일 외함내에 함께 설치하여 소형화를 꾀하고, 내부에 설치되는 장비를 소형이면서 환경조건이 우수한 전

용 장비로 설치하여 소형사이즈의 단일 외함으로 옥외 설치 환경에 적합하도록 한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과

그 제어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 하수 처리장의 운영을 직접 방문하여 수동으로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방식에서,

원격 감시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원격 감시시스템은 원격 감시제어반과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현장 제어반으로 구성

되고, 현장 제어반은 마을 하수 처리장의 펌프나 각종 장비기기들의 액츄에이터들의 구동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동력반과,

현장 기기들의 구동제어와 감시 및 원격 감시시스템과의 통신등을 처리하는 감시반으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도 1a 및 도 1b는 종래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장치의 감시반과 동력반의 외형 구조도이고, 도 2a, 및 도 2b는

내부 배치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종래의 현장 감시장치는, 동력반과 감시반으로 분리 구성되고, 동력반은,

상단부터 NFB(1), 버스바(2) NFB(3)가 배치되고, 다시 NFB(3), 전자접촉기(4), 2단의 보조릴레이(Aux Relay)(5)를 배

치하고, 하단에 복수의 터미날 블록(Terminal Block)(6)과 콘덴서(7)들을 배치하여 동력반을 구성한다.

삭제

그리고, 감시반은, 상단부에 NFB(1), 노이즈 필터(Noise Filter)(2), 토글 스위치 박스(Toggle S/W Box)(3), 써모스위치

(4), 콘센트(5)등을 배치하고, 보조 릴레이(6), PLC(7), 2단의 보조릴레이(6)를 배치한후, 하단부에 복수의 터미날 블럭

(8)과, 모뎀(9) 및 DC 전원부(10)를 배치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도 1a와 도 1b의 각 장비 및 부품의 기호(1-10)는 동일 번호일지라고 서로 연관성 없으며 도면상에서 동력반과 감

시반 별 자체 부품에 대한 식별부호이다.

이와 같이 종래의 마을 하수 처리장 현장 제어반은 2개의 케비넷으로 분리되어 동력반과 감시반이 각각 구성된다. 이는 동

력반은 3상 교류 220V 전력을 처리하는 장비들이고, 감시반은 AC110V와 DC 24V 전원을 이용한 처리 장비들이기 때문

에 분리 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외부 온도변화에 따라 내부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냉각팬

과 그 모터가 상하단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겨울철 보온을 위해서 별도로 보온재를 씌우기도 한다.

도 3은 현장 제어 감시장치의 동력반 주 회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인 개폐기(10)를 통해 3상 220V 전원을 입

력받아 분기시키고, 각각의 개폐기(20)를 통한후, 각각의 릴레이 스위치(30) 및 각각의 과전류차단기(OCR)(40)를 거쳐 각

각의 모터(50)의 구동전원을 공급하도록 주 회로가 구성된다.

도 3의 주회로는 동력반에서 마을 하수 처리장의 펌프나 교반기등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들을 직접 구동시키기 위한 회

로로서, 이는 220V전력을 사용하여 구동시키기 때문에 동력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동력반 주 회로에 의해 구동제어를 하

게 되는 것이다.

도 4는 종래 현장 제어 감시장치의 동력반 제어회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폐기(21)를 통해 공급된 전원이 릴레

이 스위치(31) 및 과전류 차단기(41)를 거쳐 모터(51)에 공급되도록 구성되는 회로에 있어서, 상기 개폐기(21)의 출력측

전원을 분기하여 로칼/원격(REMOTE) 제어를 선택하는 로칼/원격 선택 스위치(61)가 설치되고, 로칼 선택단자 측에 연결

되는 오프스위치(OFF) 및 온 스위치(ON)(62)를 거쳐서 상기 릴레이 스위치(31; 88_a)를 제어하는 메인 릴레이(88) 및 과

전류 차단기(41)의 b접점스위치(OCR_b)가 연결되어 폐회로를 구성하고, 상기 온 스위치(ON)와 병렬로 온 릴레이 접점

(R1_a)이 연결되며, 상기 원격 선택단자 측에 감시반의 릴레이 스위치(Ry_a)가 연결되어 상기 메인 릴레이(88)에 전원 공

급을 하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메인 릴레이(88)의 a접점(88_a)에 의해 제어되는 모터 온(ON)유지를 위한 온 릴레이(R1), 그 온 릴레이(R1)

의 b접점 스위치(R1_b)에 의해 제어되는 모터 오프(OFF)를 위한 오프 릴레이(R2), 상기 과전류 차단기(OCR)의 a접점 스

위치(OCR_a)에 의해 제어되는 과전류차단 릴레이(R3)가 연결되고, 상기 온릴레이의 a접점 스위치(R1_a), 상기 오프릴레

이의 a접점 스위치(R2_a) 및 상기 과전류차단 릴레이의 a접점 스위치(R3_a)에 의해 각각의 상태 표시램프(R),(G),(Y)가

각기 제어되도록 연결되어 구성되고, 상기 온릴레이의 a접점 스위치(R1_a), 상기 오프릴레이의 a접점 스위치(R2_a) 및 상

기 과전류차단 릴레이의 a접점 스위치(R3_a)는 감시반 제어회로의 제어회로 접점스위치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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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종래 동력반 제어회로는, 220V전원에 의해 구동되고, 상기 동력반 주회로의 각 모터제어를 위한 제어회로도

로서 주회로의 메인 릴레이를 구동시키는 것이며, 운전상태를 감시반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운전상태 제어용 릴레이들의

접점 스위치가 감시반에 설치되어 감시반에서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도 5는 종래 감시반 제어회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력반의 상기 온릴레이의 a접점(R1_a), 상기 오프릴레이의

a접점(R2_a) 및 상기 과전류차단 릴레이의 a접점(R3_a)에 의해 각각 제어되는 제1,제2,제3 감시릴레이(X1),(X2),(X3)를

고전위 교류 전원(AC 220V)에 의해 동작 하도록 설치되고, 상기 제1,제2,제3 감시릴레이(X1),(X2),(X3)의 각 a접점(X1_

a),(X2_a), (X3_a)을 각각 PLC에 감지신호를 입력하도록 연결하고, 그 PLC에 의해 상기 동력제어반의 원격제어모드를

제어하기 위한 원격 제어 릴레이(Ry)가 제어되도록 직류전원(DC 24V)에 연결되어 구성된다. 이는 동력반의 교류전원(AC

220V)에 의해 제어되는 릴레이(R1 - R3)의 각 접점들을 직접 PLC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릴레이들의 상태를 감지

하기 위한 또다른 릴레이(X1 - X3)을 사용하고 그 릴레이(X1 - X3)의 접점을 이용하여 PLC가 운전 상태를 감시 및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는, 감시반 제어회로는 PLC나 기타 모뎀등과 같은 장비들이 24V직류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들로서, 동력반의 온/

오프 릴레이 및 과전류 차단기의 각 접점 스위치들의 신호를 직접 PLC에 입력할 수 없고, 동력반의 220V 교류전원과 감시

반의 24V 직류전원을 분리하기 위하여 24V직류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별도의 릴레이(X1 - X3)를 설치하고, 그 릴레이

(X1 -X3)의 접점 스위치를 이용하여 PLC에 감시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이와같이 종래의 현장 제어반의 구조는 동력반과, 감시반을 분리 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시반과 동력반의 제어회로에

서 일부 릴레이등이 이중 구성되어 전체 구성요소가 많아지고, 동력반과 감시반을 각각의 케비넷 형 본체로 분리 구성하기

때문에 설치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마을 하수 처리장의 현장 제어반의 구성을 단일 케이스 일체형 구조로 구성하여 단순화하고 전체

설치공간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마을 하수 처리장의 현장 제어반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동력반과 감시반의 제어회로를 단일 제어회로로서 구성하여 내부 회로를 단순화 함으로써 하나의 케이스

에 모두 내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PLC대신에 소형이고 사용환경 조건이 우수 하며 다양한 통신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

용 RTU를 사용하며, 아울러 통신 모뎀도 하우징을 금속재 샷시등으로 구성하여 사용환경조건이 우수하고 사이즈를 줄인

전용 로칼 모뎀을 사용하여 현장 제어반을 단일 케이스에 일체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의한 마을 하수 처리장의 현장 제어반은, 동력반과 감시반을 하나의 케이스 내부에 장착하되, 그 사이즈를 기존

의 동력반이나, 감시반 하나의 케이스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를 외함으로 사용하여 단일 구성으로 구성한다.

단일 외함내부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중앙벽을 설치하고 중앙벽의 양면에 동력반과 감시반을 각

각 분리 설치하고, 동력반과 감시반의 제어회로를 단일회로로 통합하여 다수의 릴레이 및 그 릴레이 스위치들을 줄여서 공

간을 확보하며, 기존의 PLC 대신에 그 사이즈가 작고 외부 원격통신등의 확장성이 월등히 향상된 전용 RTU를 설치하고,

아울러 모뎀도 기존의 모뎀에 비해 사이즈를 줄이고 외부 환경에 내성이 좋은 케이스로 구성한 전용 모뎀을 설치하여 전체

사이즈를 줄여 하나의 외함 내부에 동력반과 감시반을 설치하여 구성한다.

또한, 하나의 외함에 동력반과 감시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온도환경등에 견딜 수 있도록 양측면 하단부와 상단부에 각각

복수개씩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각 환기창에는 환기창을 개폐하기 위한 개폐구를 설치하며, 동력반과 감시반 배치된 앞뒤

면에 각각 도어를 설치하며, 외함 내부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함 외측면에 각각 외부 방열 판을 부착하여 구성함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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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본 발명은, 외함의 내부에 중앙 설치벽을 설치하고, 그 설치벽의 앞 뒤에 양면으로 감시반과 동력반의 부품 및

장비들을 설치하고, 외함의 앞/뒤면에 각각 도어를 설치하며, 외함과 도어 내측에 각각 내부 보온재를 설치하며, 외함의 외

표면 및 도어의 외부에 각각 외부 방열판을 부착 설치하며, 외함의 양측 면에는 상하단에 각각 복수의 환기창을 형성하고,

그 환기창은 각각 개폐구를 설치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감시반의 장비로서 PLC 대신에 전용 RTU를 설치하고, 모뎀도 전용 모뎀을 설치하여 설치공간을 줄인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또한, 현장 제어반의 제어회로는, 동력반의 제어회로와 감시반의 감시 제어회로를 통합하여 단일 제어회로로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6a 내지 도 6f는 본 발명에 의한 마을 하수 처리장의 현장 제어 감시반 외함 외형도이고, 도 7a 내지 도 7c는 본 발명에

의한 마을 하수 처리장의 현장 제어 감시반 내부 배치 구성도이다.

도 6a는 외함의 정면도이고, 도 6b는 측면도이며, 도 6c는 측면도의 상단 모서리 부분의 상세도이며, 도 6d는 환기창의 개

폐구 및 환기창 통풍 구멍들을 보인 도면이며, 도 6e는 외함의 상부 상세도로서, 상부면에도 외부방열판이 부착 설치되며,

앞뒤면 도어가 여닫이 식으로 설치됨을 보인 것이며, 도 6f는 외함의 하부 고정부의 단면도이다.

그리고, 도 7a는 본 발명에 의해 중앙 설치벽의 일측부에 설치되는 감시반 장비들의 배치를 예시한 단면도이고, 도 7b는

측면단면도를 예시한 것이고, 도 7c는 동력반 장비들의 배치를 보인 단면도이다.

여기서, 동력반과 감시반의 각 배치 부품과 장비를 지시하는 부호는 동력반과 감시반에서 각각 서로 다른 부품들을 표시한

것이고 동력반과 감시반에서 동일부호라해도 서로 연관성이 없다.

본 발명은, 앞/뒤면에 각각 도어(151)(152)가 설치되어 케비넷 형태의 케이스를 이루는 소정 크기의 외함(110)을 구성하

고, 그 외함(110)의 내부에 중앙 설치벽(140)을 설치하고, 그 설치벽(140)의 앞 뒤에 양면으로 감시반과 동력반의 부품 및

장비들(161)(162)을 설치하고, 외함(110)과 도어(151)(152) 내측에 각각 내부 보온재(120)를 설치하며, 외함(110)의 외

표면 및 도어(151)(152)의 외부에 각각 외부 방열판(130)을 부착 설치하며, 외함(110)의 양측 면에는 상하단에 각각 복수

의 환기창(170)을 형성하고, 그 환기창(170)은 각각 개폐구(171)를 설치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여기서 171a 는

개폐구 가이드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외형적은 본 발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외함내에 동력반과 감시반을 함께 설치한 것으로서, 내부

에 설치벽을 두고 양면에 분리 설치하고, 아울러 도어를 양방향에 설치한 것이다. 이는 하나의 외함내에 동력반과 감시반

을 함께 구성하였기 때문에 설치공간을 줄일 수 있고, 관리가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외함에 설치하여 이를 옥외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절별 온도 변화에 대응해서 내부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표면에 외부 방열판을 설치하고, 측면의 상하부에 복수의 환기창을 설치하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으

로 팬없이도 공기가 환기되면서 방열되고 아울러 외함의 전체 표면에서 방열판에 의한 방열로 여름철에도 옥외에서 장비

의 이상없이 방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내부 보온재를 설치하고 상기 환기창들을 개폐할 수 있는 개폐

구를 설치함으로써 겨울철 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외 설치가 가능해진다.

본 발명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함은, 특수한 방수, 방열구조로 설계되어 옥외형 외함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외함의 부피가

기존의 동력반 또는 감시반중 하나의 부피보다 적은 크기로 구성이 가능해진다. 외함은 옥외 전용 판넬로 제작되어 부식,

방수, 방열, 방한에 견딜수 있는 구조이고, 하단을 서스(SUS) 파이프와 4각 플랜지를 구성하여 옥외 설치시 흙, 먼지, 습기

를 방지하고 설치위치의 제한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케이블 인입구를 하단으로 형성하여 외관이 미

려하게 제작하고, 판넬 외부에 외부 방열판을 부착함으로써 골조 구조 방식으로 불법낙서, 광고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도

록 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현장 제어 감시반의 감시 제어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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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반 전원(220V)을 개폐기(NFB)를 통해 입력받아 동력반의 메인 릴레이(88)의 a접점 스위치(88_a) 및 과전류 차단기

(OCR)를 통해서 모터(M)를 구동시키되, 감시반의 원격제어에 의해 상기 모터(M)를 구동시키도록 감시반의 모터 구동 유

지 릴레이(RO)의 a접점 스위치(R0_a)를 상기 메인 릴레이(88)의 a접점 스위치(88_a) 및 과전류 차단기(OCR)과 병렬 연

결하고, 상기 감시반의 모터 구동 유지 릴레이(R0)의 a접점 스위치(R0_a)에 의해 220V 교류 전원으로 상기 메인 릴레이

(88)를 구동하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감시반 제어회로로서, 24V직류전원에 로칼/원격 선택스위치(SW1)와, 오프스위치(OFF) 및 온 스위치(ON)와, 과

전류 차단기의 b접점 스위치(OCR_b)를 통해서 모터 구동 유지 릴레이(R0)가 연결되고, 상기 온 스위치와 병렬로 모터 구

동 유지 릴레이(R0)의 a접점 스위치(R0_a)가 병렬 연결되어 모터 구동의 자기 유지 회로를 이루며, 상기 원격 선택단자에

원격 제어 릴레이(RY)의 a접점 스위치를 연결하여 상기 과전류 차단기 b접점 스위치를 통해 상기 모터 구동 유지 릴레이

(R0)에 연결하여 구성되고,

그 모터구동 유지 릴레이(R0)의 a접점 스위치(R0_a)를 통해서 온 표시램프(R), b접점 스위치(R0_b)를 통해서 오프 표시

램프(G)를 제어하고, 상기 과전류 차단기(OCR)의 a접점 스위치(OCR_a)에 의해 과전류 차단 표시램프(Y)를 제어하며, 상

기 모터 구동유지 릴레이(R0)의 a접점 스위치(R0_a) 및 b접점 스위치(R0_b)와 상기 과전류 차단기(OCR)의 a접점 스위치

(OCR_a)를 직접 RTU의 감시 입력포트(D/I 1)(D/I 2)(D/I 3)에 연결하며, 그 RTU에 의해 원격 제어 릴레이(RY)를 제어하

도록 구성된다.

도 8의 감시반 제어회로는 기존의 동력반 제어회로와 감시반 제어회로를 통합하여 감시반 제어회로로서 단일 구성한 것으

로서, 모터구동을 위해 필요하였던 제어회로를 통합 구성하였고, 하나의 모터 구동마다 각각 3개씩의 릴레이 및 릴레이 접

점 스위치를 줄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치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동력반과 감시반을 하나의 외함 내부에 모두 장

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기존에는 주로 PLC를 사용하였던 것을 전용 RTU를 채택한것으로서,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의 부품 교

체없이 다양한 통신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PLC가 RS-232C 통신 한가지 방식이었던 것을 본 발명

에서 사용하는 RTU는 이더넷, RS-232/RS-485 등 3가지 통신 방식중에서 선택 사용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환경조건으

로 PLC는 0 ~ 40℃ 인것을 RTU는 -40 ~ 70℃로서 온도 조건에 월등히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 PLC에서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던 것을 RTU에서는 직류전원을 사용함으로 노이즈 필터같은 보호기기가 불필요하고 소비전력이 5Watt 이하로 구

성되어 기존 PLC에 비해 월등히 사용조건이 유리하다. 그리고 설치공간도 그 사이즈가 50%정도를 줄일 수 있는 컴팩트

형으로 구성한다. 또한 전용 로칼 모뎀을 채택하는데, 종래 통신 모뎀은 일반 모뎀을 설치하여 사용하므로, 설치방법, 설치

면적, 사용환경이 불리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외부 환경에 유리하고 사이즈를 대폭 줄인 전용모뎀을 제작하여 장착함으

로써 전체 설치공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모뎀은 사용온도가 0 ~ 40℃ 인것에 비해 로칼 모뎀은 사용온도가 -

20 ~ 50℃이며, 모뎀 운전 패널을 쉽게 운전조작이 가능하도록 전면에 배치되어 사용이 용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기존의 동력반과 감시반을 별도의 외함으로 구성하여 2개의 구조물로 구성하였던 것을 하나

의 외함내에 동력반과 감시반을 앞뒤면에 복합 구조로 배치하여 단일 케이스로 구성함으로써 전체 설비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해진다.

본 발명에서 동력반과 감시반을 하나의 외함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는, 외함 내부의 중앙에 설치벽을 설치하고, 그

설치벽의 양면에 동력반과 감시반 부품 및 장비들을 배치하여 단일 외함내부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종래의 동력반과 감시

반을 단순히 하나의 외함 내부에 장착 하는 경우, 각 장비들의 사이즈로 인해 전체 사이즈를 줄일 수 없으나, 본 발명에서

는 첫째, 동력반과 감시반 제어회로를 단일 회로로 통합 구성함으로써 다수의 릴레이와 그 릴레이 스위치 들을 줄일 수 있

게 되어 부품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본 발명은 기존의 PLC대신에 사이즈가 작은 전용 RTU를 사용하여

설치공간을 줄이고, 아울러 기존의 모뎀 대신에 사이즈를 줄인 전용 모뎀을 설치한다. 셋째, 종래에는 방열 구조를 상하단

에 각각 방열팬과 그 구동 모터들을 설치하는 구조로서 이는 설치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겨울철의 온도유지를 위한

별도의 온도 유지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종래의 구조를 단순히 본 발명에서와 같이 하나의 외함에 배치하

여 설치하는 경우 그 공간이 커져서 외함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단점이 있고 외부 온도변화에 내부 장비들을 정상 유지하

기가 어려운데, 본 발명에서는, 외함 내부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환기창을 개폐하는 개폐구를 설치하여 겨울철 보온을 유

지하며, 수직 배치 구조와 양측면에 각각 복수의 환기창을 설치하여 하부에서 상부로 공기가 자연스럽게 대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직 배치 된 장비들의 방열을 함과 아울러 외함 외표면에 외부 방열판을 부착 설치하여 전체가 방열구조를 별도

의 방열팬이나 그 구동모터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여름철 방열이 유지도록 구성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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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존의 동력반과 감시반 외함을 별도로 구성하였던 것을 하나의 외함내부에

동력반과 감시반을 설치하여 단일 외함으로 구성하고, 외함 전체의 부피를 기존에 비해 줄여 설치공간 줄일 수 있고 관리

가 편리한 효과가 있다. 내부 장비들의 환경조건을 위하여 개폐식 환기창과 외부방열판을 구성하여 여름철 냉각을 자연대

류와 외부 방열에 의해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 보온을 내부 보온재와 환기창 개폐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어서 별도의

냉각팬이나 보온장치들을 할 필요가 없어서 부품수를 줄일수 있고 옥외 환경에 적합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내부

회로구성에 있어서 동력반과 감시반의 중복 회로를 하나의 단일회로로서 통합 구성하여 다수의 릴레이 및 릴레이 접점 스

위치를 줄여서 부품비절감은 물론 설치공간을 줄여 전체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PLC

대신에 전용 RTU를 설치하고 전용 모뎀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조건에 유리하고, 통신방식의 다양한 선택성을 높이며 전체

사이즈를 대폭 줄여 외함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종래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장치의 감시반과 동력반의 외형 구조도.

도 2a, 및 도 2b는 종래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장치의 감시반과 동력반의 내부 배치도

도 3은 종래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장치의 동력반 주 회로도

도 4는 종래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장치의 동력반 제어회로도

도 5는 종래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장치의 감시반 제어회로도

도 6a 내지 도 6f는 본 발명에 의한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 외함 외형도 및 각부 상세도.

도 7a 내지 도 7c는 본 발명에 의한 마을 하수 처리장용 현장 제어 감시반 내부 배치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현장 제어 감시반의 감시 제어회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외함 120 : 내부 보온재

130 : 외부 방열판 140 : 설치벽

151,152 : 도어 161 : 감시반의 부품 및 장비들

162 : 동력반의 부품 및 장비들 170 : 환기창

171 : 개폐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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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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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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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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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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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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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6d

도면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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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f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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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c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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