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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및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

요약

측정 온도 및 측정 시각을 온도 기록으로서 내장된 메모리에 시계열로 저장하는 온도 기록 장치를 송전선에 설치하여 온도

기록을 행한다. 송전선이 정상 온도 범위에서 송전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일 1회의 빈도로 감시 장치에 온도 기록

을 무선 송신하고, 송전선의 이상 발열을 검출했을 때에는 그 온도 기록을 온도 경보 기록으로서 무선 송신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송전 설비, 가공지선, 애자, 광 전송로, 광 신호, 무선 전파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및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송전선, 애자 및 클램프 등의 송전

설비의 온도 변화를 감시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및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송전선이나 변전소 등의 송전 설비에서는, 주로 점검 작업자가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보수 점검을 행하고 있지만, 송

전 설비의 설치 환경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보수 작업을 충분히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산간부, 고산 지대, 또

는 강설량이 많은 한랭지에 있는 송전 설비에서는 점검 시의 작업 부담이 크며, 날씨 등에 따라서는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송전선 감시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면, 일본 특개평10-162280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송전선 감시 시스템은, 송전선에 장착되어 내장된 트랜스포머에 의해 전력을 얻는 무선형 센서와, 송전 철탑

에 설치되는 송수신기와, 송수신기로 수신한 센서 출력을 광전 변환하고, 광 파이버 복합 가공지선(OPGW)을 통하여 변전

소에 있는 감시 장치에 전송하는 광 전해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전소로부터 OPGW을 통해 광전해 센서에 송신광(연

속광)을 전송한다. 광 전해 센서는, 무선형 센서로부터 발신되는 신호에 기초하여 변조된 변조광을 OPGW을 통해 감시 장

치에 전송한다. 이 변조광을 감시 장치에서 해석함으로써 송전선에 관계되는 전압, 전류, 도체 온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다.

이러한 일본 특개평10-162280호 공보의 송전선 감시 시스템에 의하면, 동작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는 트랜스포머 등의

기기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센서의 대형화, 중량의 증대화를 초래하여, 현장에서의 장착 작업성이 저하된다. 또한,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장소의 제약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감시 장치로부터 출사되는 송신광에 기초하여 송전선의 상태

를 검출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선의 상태를 리얼타임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감시 장치의 가동율을 크게 하지 않으면 안되

어, 운전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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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설치 개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송전 설비에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소형의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

치를 제공하는 것을 제1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정상 온도 범위에서 송전이 행해지고 있을 때의 감시 장치의 가동율을 억제하며, 또한, 송전선에 발열 등

의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통보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제2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송전선 등의 송전 설비에 온도 센서의 측정에 기초한 온도 기록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갖는 온도 기록 장치를 고

정한다. 이 온도 기록 장치는, 소정의 측정 간격으로 온도 측정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온도 기록을 소정의 송신 간격으로

무선 송신함으로써 감시 장치에 전송하기 때문에, 감시 장치의 가동율을 크게 하지 않고 송전 설비를 감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송전 설비의 개략 구성도.

도 2는 송전선에 장착된 온도 기록 장치의 확대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온도 기록 장치의 내부가 개방된 측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온도 기록부의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온도 기록부의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온도 기록 장치의 개략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온도 기록부의 회로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온도 기록부의 메모리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온도 기록 장치의 교신 동작에서, 철탑측 송수신국으로부터의 송신 요구 동작의 설명

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온도 기록 장치의 교신 동작에서, 각 온도 기록 장치의 온도 기록의 송신 동작의 설명

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및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송전 설비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고, 전력을 송출하는 변전소(1)와, 변전소(1)로부터 송전

철탑(2)을 통해 배선되는 송전선(3A, 3B, 3C)과, 송전 철탑(2)의 정상부에 설치되는 광 파이버 복합 가공지선(OPGW)(4)

과, 철탑 지지 부분의 송전선(3A, 3B, 3C)에 장착되어 온도를 검출하고, 측정 시각에 맞춰 온도 기록으로서 온도 기록부

(후술함)에 기록함과 함께 온도 기록을 무선 전파로 송신하는 온도 기록 장치(5A, 5B, 5C, 5D, 5E, 5F)와, 온도 기록 장치

(5A, 5B, 5C, 5D, 5E, 5F)와 무선 전파에 기초하여 교신하는 철탑측 송수신국(6)과, OPGW(4)과 철탑측 송수신국(6)을

접속하는 신호선(6A)과, OPGW(4)을 통해 입력하는 온도 기록에 기초하여 송전선(3A, 3B, 3C)의 온도를 해석하는 감시

장치(9)를 갖는다.

도 2는 송전선(3A)에 장착된 온도 기록 장치(5A)를 확대하여 도시하고, 온도 기록 장치(5A)는, 송전선(3A)을 송전 철탑

(2)에 장착하는 클램프(7)에 근접하여 부착 금속 부재(5a)에 의해 부착되어 있다. 클램프(7)는 애자 접속부(7A)에 부착되

는 애자 장치(8)를 통해 송전 철탑(2)의 고정부(2A)에 지지되어 있다. 또한, 다른 온도 기록 장치(5B, 5C, 5D, 5E, 5F)에

대해서도 각 송전선(3A, 3B, 3C)에 마찬가지로 장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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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온도 기록 장치(5A)의 내부를 측면 방향으로부터 도시하고,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온도 기록 장치(5A, 5B, 5C,

5D, 5E, 5F)는 동일한 구성을 갖기 때문에, 이하의 설명에서는 온도 기록 장치(5A)에 대하여 설명한다.

온도 기록 장치(5A)는, 덮개부(50)와 본체(51)로 이루어지는 수밀형(水密型)의 케이스(52)와, 케이스(52) 내에 세로 방향

으로 수용되며, 측정 동작 및 통신 동작을 행하는 반도체 장치(53) 등의 회로 부품을 갖는 회로 기판(54)과, 온도 센서를 내

부에 갖고, 소정의 측정 간격으로 온도 측정을 행하여 측정 온도 및 측정 시각을 온도 기록으로서 메모리(후술함)에 저장하

는 온도 기록부(55)와, 측정 동작 및 통신 동작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 전지 등의 전지(56)를 갖고, 온도 기록부

(55)는, 열전도성에 우수한 측정면(52A)을 통해 내장된 온도 센서에 의해 온도 측정을 행한다. 또한, 회로 기판(54)은 통신

동작 시에 안테나로서 기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 형태에서의 온도 기록 장치(5A)의 사이즈는 세로 방향 35mm×

가로방향 35mm×높이 방향 20mm이다.

도 4 및 도 5는 온도 기록부(55)를 도시한다. 이 온도 기록부(55)는 출원인이「버튼형 쿨 메모리」로서 상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테인레스 등의 재질로 형성되는 금속 케이스의 외부에는, 상부에 설치되는 데이터 입

출력 단자(550)와, 원통형의 측면부에 설치되는 접지 단자(551)와, 바닥부에 설치되는 플렌지부(552)를 갖는다. 또한,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금속 케이스의 내부에는,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 전지(553)와, 온도 검출을 행하는 온도 센서

를 갖는 반도체 칩(555)과, 반도체 칩(555)을 땜납 등의 범프(556)로 고정한 회로 기판(557)이 수용되어 있으며, 반도체

칩(555)의 회로 패턴 형성면 P는 회로 기판(557)과 대향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온도 센서는, 온도 검출용으로서 반도체 칩(555)에 형성되는 PN 접합형 다이오드를 이용하고, 그 순방향 전압과 기준 전

압의 비교에 기초하여 송전선(3A)의 온도 변화(0℃ 내지 90℃)를 검출한다. 데이터 입출력 단자(550)와 접지 단자(551)의

사이에는, 단락 방지 및 수밀 구조로 하기 위한 시일 부재(558)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금속 케이스의 내부에는, 수지 재료

로 형성된 스페이서(도시 생략)를 삽입하여 간극을 충전하고 있다. 온도 기록부(55)의 외부 직경은 약 17mm이다.

도 6은 온도 기록 장치(5A)의 개략 구성을 도시하고, 전력 공급부(560), 온도 기록부(55) 및 무선 통신부(570)를 주 제어

부(580)에 의해 제어한다. 주 제어부(580)는 인터페이스(I/F)부(도시 생략)를 포함하며, 퍼스널 컴퓨터 등의 단말 장치와

접속하여 초기 설정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다.

전력 공급부(560)는 온도 측정 동작, 통신 동작 및 비동작 시의 대기 상태에서 주 제어부(580)로부터 입력하는 전력 공급

신호에 기초하여 전지(56)로부터 적절한 전력을 공급하며, 또한, 주 제어부(580)로부터 전지(56)의 잔량에 대하여 요구가

있을 때 전지 잔량값을 출력한다.

온도 기록부(55)는, 현지에서의 설치 전에 주 제어부(580)의 I/F부에 접속된 단말 장치에 의해 측정 시간 간격, 이상 발열

(예를 들면, 90℃ 이상)이 검출되었을 때의 온도 기록을 온도 경보 기록으로서 저장하는 온도 경보의 설정, 온도 측정을 행

하지 않는 시간대 등의 초기 설정값에 기초한 온도 측정 및 온도 기록을 행한다. 또한, 이상 발열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주

제어부(580)에 온도 경보 기록의 송신 요구 신호를 출력한다.

무선 통신부(570)는 철탑측 송수신국(6)과의 교신에서의 주파수의 설정, 온도 기록 및 온도 경보 기록을 부호화하고, 안테

나를 겸한 회로 기판(54)으로부터 소정의 주파수대(315㎒)의 전파에 중첩시켜 발신한다.

도 7은 온도 기록부(55)의 회로 구성을 도시하고, 발진기(150)로부터 출력되는 기준 클럭에 기초하여 회로 내의 시계 기능

을 제어하는 시계 제어부(151)와, 시계 제어부(151)로부터 출력되는 시각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152)

와, 온도 기록부(55)에 고유하게 매겨지는 64비트의 일련 번호를 저장하는 ID 부(153)와, 주 제어부(580) 및 무선 통신부

(570) 사이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I/F)부(154)와,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 전지 등의 전원부(155)

와, 온도 기록 동작 및 온도 기록의 출력 동작 등의 각종 프로그램 및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156)와, 온도에 따

른 온도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온도 센서(157)와, 온도 검출 신호를 A/D 변환하여 시계 제어부(151)의 출력과 함께 메모

리(156)에 출력하는 계측 제어부(158)와, 각 부를 제어하는 온도 기록 제어부(159)를 내부 버스(160)에 의해 접속하고 있

다.

도 8은 메모리(156)를 도시하고, 이상 발열에 기초한 온도 경보 기록을 저장하는 온도 경보 메모리(161)와, 온도 측정 조

건, 그 밖의 데이터 및 측정 개시 시로부터 소정의 측정 간격으로 입력하는 온도 측정값에 기초한 온도 기록을 이력으로서

저장하는 이력 메모리(162)와, 각종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메모리(163)와, 각 메모리 영역에의 기입 및 판독을 제

어하는 메모리 제어부(164)를 갖는다. 이력 메모리(162)는 온도 데이터 등의 축적에 의해 메모리 영역이 부족했을 때에는,

측정 조건에 의해 온도 데이터의 저장을 정지하거나,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소거하여 최신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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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및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의 동작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초기 설정값의 입력에 대하여 설명한다. 온도 기록 장치(5A)에 주 제어부(580)의 I/F부를 통해 단말 장치를 접속하여 오퍼

레이터의 입력 조작에 기초한 초기화를 행한다. 이 초기화 동작에서, 주 제어부(580)는 온도 기록부(55)의 ID부(153)에 저

장되어 있는 일련 번호를 읽어 들인다. 초기화 후, 단말 장치로부터 온도 기록부(55)에서의 경보 온도, 통상 동작에서의 제

1 측정 간격(예를 들면, 1시간), 측정 시간대, 경보 온도가 측정된 후의 제2 측정 간격(예를 들면, 5분) 등의 온도 측정 조

건, 철탑측 송수신국(6)과의 교신 간격(예를 들면, 반일 1회), 교신 수순 등의 초기 설정을 행한다. 또한, 교신을 행하는 철

탑측 송수신국(6)에 고유하게 매겨진 ID를 관련짓는다. 주 제어부(580)는 이들 초기 설정값을 내장하는 메모리(도시 생략)

에 저장한다.

초기 설정 후, 온도 기록 장치(5A)를 부착 금속 부재(5a)에 의해 송전선(3A)에 부착한다. 부착 후, 감시 장치(9)는 철탑측

송수신국(6)에 시험 교신의 요구 신호를 출력한다. 철탑측 송수신국(6)는 온도 기록부(55)의 일련 번호 요구 신호에 기초

하여 송전 철탑(2)에 부착된 온도 기록 장치(5A, 5B, 5C, 5D, 5E, 5F)와 교신을 행하고, 혼신, 통신 불가가 발생되었는지

의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에, 온도 측정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온도 기록부(55)는 초기 설정값에 기초한 제1 측정 간격으로 송전선(3)의 온

도 측정을 행한다. 이 온도 측정 동작에서, 케이스(52)의 측정면(52A)을 통해 전해지는 송전선(3A)의 온도를 온도 센서

(157)에 의해 검출하고, 계측 제어부(158)에 의해 온도에 따른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메모리(156)의 이력 메모리(162)에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이 때, 시계 제어부(151)로부터 출력되는 시각 데이터를 측정 시각으로서 함께 저장한다. 전력 공급

부(560)는, 온도 기록부(55)에서 온도 측정 및 온도 기록을 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이들 동작의 종료 후에는

전력 소비가 적은 대기 모드로 전지(56)로부터 전력을 공급한다.

다음에, 온도 기록의 송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주 제어부(580)는, 초기 설정값에 기초한 교신 간격으로 무선 통신부(570)

를 동작시킴으로써 철탑측 송수신국(6)에 온도 기록을 송신한다. 교신을 행하기 위해, 철탑측 송수신국(6)에 온도 기록부

(55)의 일련 번호를 송신한다. 계속해서, 이력 메모리(162)에 저장된 온도 기록을 무선 전파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송신

한다. 철탑측 송수신국(6)은 온도 기록에 기초한 수신파를 광전 변환한 신호광을 신호선(6A)을 통해 OPGW(4)에 전송한

다. 변전소(1)에서는, 감시 장치(9)에 의해 OPGW(4)를 통해 신호광을 수광하고, 이것을 광전 변환하여 온도 기록의 해석

을 행한다.

또한, 감시 장치(9)로부터 온도 기록 장치(5A, 5B, 5C, 5D, 5E, 5F)에 온도 기록의 송신을 요구하는 경우, 감시 장치(9)는

철탑측 송수신국(6)에 송신 요구 신호에 따른 신호광을 OPGW(4)에 출력한다.

도 9는 온도 기록 장치(5A, 5B, 5C, 5D, 5E, 5F)와 철탑측 송수신국(6)과의 교신 동작에서의 철탑측 송수신국(6)으로부

터의 송신 요구 동작을 도시하고, 철탑측 송수신국(6)은 OPGW(4) 및 신호선(6A)을 통해 수광한 신호광을 광전 변환하여,

무선 전파에 중첩시켜 송신한다.

도 10은 각 온도 기록 장치의 온도 기록의 송신 동작을 도시하고, 각 온도 기록 장치의 주 제어부(580)는, 무선 통신부

(570)로부터 입력하는 송신 요구 신호에 기초하여 온도 기록부(55)에 온도 기록의 출력을 요구하며, 도면에서 도시한 순서

대로 철탑측 송수신국(6)에 송신한다. 철탑측 송수신국(6)은 수신한 무선 전파를 광전 변환한 신호광을 신호선(6A) 및

OPGW(4)을 통해 감시 장치(9)에 전송한다. 감시 장치(9)는 신호광을 수광하여 광전 변환함으로써 송전선(3A)에 대한 온

도 기록을 해석한다.

다음에, 온도 경보 기록의 송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온도 기록부(55)는 송전선(3A)의 이상 발열을 검출하면, 그 온도 기록

을 온도 경보 기록으로서 메모리(156)의 온도 경보 메모리(161)에 저장함과 함께 주 제어부(580)에 온도 경보 기록의 송

신 요구 신호를 출력한다. 주 제어부(580)는 송신 요구 신호에 기초하여 무선 통신부(570)를 동작시킴으로써, 온도 경보

기록을 철탑측 송수신국(6)에 송신한다. 또한, 온도 기록부(55)는 이상 발열 검출 후의 온도의 측정 간격을 제2 측정 간격

으로 변경하여 송전선(3A)의 온도 측정을 행한다.

상기한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온도 기록 장치에서 송전선의 측정 온도 및 측정 시각을 온도 기록으

로서 내장된 메모리에 시계열로 저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송전선이 정상 온도 범위에서 송전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온도 기록의 송신 횟수를, 예를 들면, 1일 1회 정도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것에 의해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의 운전

비용을 염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수신국과의 교신에 의한 전력 소비를 작게 할 수 있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온도 기록은 필요에 따라서 감시 장치측으로 읽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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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도체형의 온도 센서를 이용함으로써, 온도 측정에 요하는 전력은 미소하며, 전원으로서 전지를 이용하였다고 해도

수명이 다할 때까지 메인터넌스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온도 기록 장치의 소형화를 도모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만일, 전지의 소모가 현저한 경우에는, 온도 기록 장치의 설치 개소에서의 온도 상승이 현저하다고 예상

되며, 송전선에 어떠한 이상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신속하게 보수 점검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온도 기록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음으로써, 송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전계에 의한 회로에의 영향을 작게 할 수 있게

되어, 측정 온도와 실제 온도와의 편차를 작게 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송전선에 부착된 클램프 근방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기록 장치 및 온도 기록 관리 시스

템을 설명하였지만, 그 밖의 설치 개소로서, 예를 들면, 변전소 등의 주 회로 접속부, 절연 애자 등의 비도전성 부재의 온도

를 측정하는 용도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에 의하면, 소정의 측정 간격으로 측정된 온도와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온도 기록을 메모리에 기억하고, 소정의 송신 간격으로 무선 송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산간부, 고산 지대, 강

설량이 많은 장소, 위험을 수반하는 개소 등의 설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송전 설비에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상술한 온도 기록 장치에서 얻어진 온도 기록에 기초한 무

선 전파를 수신하여 광 신호로 변환하고, 광 전송로를 통해 감시 장치에 송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상 온도 범위에서 송

전이 행해지고 있을 때의 감시 장치의 가동율을 억제하며, 또한, 송전선에 발열 등의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통보

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및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고산 지대, 고전압, 고전계에

서 작업원에 의한 감시 작업이 위험하거나 혹은 곤란한 감시 대상에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전선 등의 송전 설비에 장착되며, 제1 측정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온도 센서와,

상기 온도 센서의 장착부에 설치되고, 상기 온도 검출 신호에 기초한 측정 온도, 측정 시간 등의 온도 기록을 저장하는 메

모리와,

상기 온도 센서와 상기 메모리를 상호 접속하고 있는 회로 기판과,

상기 회로 기판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지와,

상기 온도 기록을 무선 송신하는 송신부를 갖는 통신 수단과,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온도 기록을 소정의 송신 간격으로 상기 통신 수단에 무선 송신시키는 제어 수단과,

상기 회로 기판, 상기 전지, 상기 통신 수단 및 상기 제어 수단을 수밀적(水密的)으로 수용하는 용기를 포함하며,

상기 회로 기판, 상기 통신 수단 및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전지에 의해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상기 제어 수단은, 정상 온도 범위로부터 벗어난 온도 경보 기록이 얻어졌을 때에는 제2 측정 간격으로, 정상 온도 범위에

서는 상기 제2 측정 간격보다 큰 상기 제1 측정 간격으로, 상기 온도 센서에 온도 측정을 행하게 함으로써 상기 전지의 전

력 소비를 작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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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온도 기록을 시계열로 저장하는 이력 메모리와,

정상 온도 범위로부터 벗어난 온도 기록을 온도 경보 기록으로서 시계열로 저장하는 온도 경보 메모리를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은, 외부에 설치되는 감시 장치로부터 상기 온도 기록의 출력명령을 수신하는 수신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송전선 등의 송전 설비에 장착되며, 제1 측정 간격으로 상기 송전 설비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와, 상기 온도에 기초

한 온도 검출 신호를 측정 시각과 함께 온도 기록으로서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온도 센서와 상기 메모리를 상호 접속하

고 있는 회로 기판과, 상기 회로 기판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지와, 상기 온도 기록을 무선 전파로서 송출하는 통신 수단과,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온도 기록을 소정의 송신 간격으로 상기 통신 수단에 무선 송신시키는 제어 수단을 수밀적으로

수용하는 용기를 갖는 온도 기록 장치와,

상기 무선 전파를 수신하여 상기 온도 기록에 기초한 광 신호로 변환하여, 광 전송로에 송출하는 철탑측 송수신국과,

상기 광 전송로를 통해 상기 온도 기록에 기초한 광 신호를 입력받는 감시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회로 기판, 상기 통신 수단 및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전지에 의해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상기 제어 수단은, 정상 온도 범위로부터 벗어난 온도 경보 기록이 얻어졌을 때에는 제2 측정 간격으로, 정상 온도 범위에

서는 상기 제2 측정 간격보다 큰 상기 제1 측정 간격으로, 상기 온도 센서에 온도 측정을 행하게 함으로써 상기 전지의 전

력 소비를 작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반도체형의 온도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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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광 전송로는, 상기 송전선을 따라서 부설되는 광 파이버 복합 가공지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감시 장치는, 상기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 변환 장치와, 상기 전기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온도 기록의

해석을 행하는 단말 장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센서는, 반도체형의 온도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전 설비의 온도 기록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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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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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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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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