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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배전

Distribution

Transmission

Microgrid

마이크로 
그리드

설계, 시뮬레이션, 운영, 제어, 최적화 및 발전, 송전, 배전 및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 시스템의 자동

화에 대해 통합되어 상호 작용하는 전사적 솔루션

An integrated and interactive enterprise solution for design, simulation, operation, control, optimization, and automation of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microgrid power systems.

Integrated Mission Critical Solutions - Modeling to Operation
•• 전력설비의•모델링•및•시스템•운영을•통합한•전사적•솔루션
•• 지형적•정보를•반영한•송전•&•배전•솔루션
•• 상황•정보에•대한•적응•계획•및•분석•응용프로그램
•• 실시간•네트워크•응용프로그램
•• 운영자,•관리자•&•엔지니어를•위한•지능형•전력•관리•시스템
•• 전력•데이터•상호•호환성•구조•처리
•• 이중화•적용으로•가동•중지없는•소프트웨어•구조

TM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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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그리드   MicroGrid 

마이크로•그리드•모델링•및•제어•응용프로그램을•통해•

소규모•에너지•시스템에•대한•에너지•공급•및•수요의•최

적화가•가능합니다.

•• 지능형•지형학적•공간•다이어그램
•• 분산•에너지•자원
•• 에너지•저장•&•전기•자동차
•• 네트워크•최적화
•• 스위칭•관리
•• 동적•&•과도분석
•• 마이크로•그리드•주•제어기기

배전  Distribution

배전망•응용프로그램은 SCAD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Outage Management 
Systems (OMS) 및•Customer Information Systems 
(CIS)에•연결하여•관리하기•쉽도록•하나의•감독•시스템으
로•통합합니다.

•• 지능형•지형학적•정보•및•피더•다이어그램
•• 배전망•분석•및•계획
•• 보호•&•협조
•• 배전계통•최적화
•• 배전•및•피더•자동화•최적화
•• 변전소•자동화
•• 진보된•배전•관리•시스템(ADMS)

송전  Transmission 

송전망•계획•및•관리•응용프로그램은•SCADA / EMS•
기능과•결합된•지능형•모델중심•데이터베이스를•이용합

니다.

•• 현대적인•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 송전망•계획•및•분석
•• 보호협조•및•거리조정
•• 송전선로의•이도,•장력•및•허용전류
•• 동적•안정도•및•과도응답•분석
•• 변전소•자동화
•• 에너지•관리•시스템
•• 이동•&•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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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Transmission

네트워크 계획, 분석, 보호 & 실시간 에너지 관리 시스템

Network Planning, Analysis, Protection & Real-Time Energy Management System

ETAP의 송전시스템 플랫폼은 하나의 공통 데이터 베이스에 세부 변전소 모델, 네트워크 토폴로지, 

시스템 분석 및 SCADA / EMS를 결합합니다. 

입증된 설계, 분석 및 운영 플랫폼과 강력하게 통합된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는 송전 설계자 및 운영자에게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odeling to Operation
•• 단일•소프트웨어•플랫폼을•활용하여•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용•절감
•• 기본•장착된•시나리오,•연구•및•프로젝트•마법사로•스크립트를•작성•불필요
•• 향상된•전력•시스템•수명•주기•관리
•• 복합•데이터베이스와•데이터•입출력•사이에•정보처리•상호•운영을•유지하기•위한•관리시스템•향상
•• 세부적인•모선•차단기•회로도•&•분석을•갖춘•변전소•템플릿•지원
•• 대규모•송전•및•하위•송전•메쉬•네트워크를•빠르고•정확하게•처리

TM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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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rogram, One Database, One Solution
•• 실시간•전력•네트워크•응용프로그램
•• 상정사고•&•신뢰성•평가
•• 전압•&•과도•안정도
•• 최적•조류
•• 상태•예측
•• 자동발전제어(AGC)
•• 경제급전
•• 교환•거래•일정•계획

송전
Transmission

네트워크 
모델링

계획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분석
지능형 
변전소

보호

고장 관리 

에너지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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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Modeling

•• 지능형•단선도
•• 지능형•지리공간•전기•도면
•• 3차원•데이터베이스
•• 엔지니어링•라이브러리•&•웨어하우스
•• 송전,•FACTS(가변송전시스템)•&•계전기•모델
•• 스위칭•기기•연동•로직
•• 네트워크•자동구축•&•템플릿•지원

계획 & 분석 Planning & Analysis 

•• 조류계산•-•평형•&•불평형•
•• 고장•계산•-•ANSI,•IEC,•GOST
•• 결상•고장
•• 보호•&•협조
•• 아크•플래시•위험•분석
•• 최적•조류•계산
•• 상정사고•분석
•• 변전소•접지•분석
•• 지하케이블•열분석

보호 & 협조 Protection & Coordination

•• 거리•계전기•보호•&•평가
•• 시간-전류•보호•기기•협조
•• 자동화된•기기•평가
•• 슬라이딩•사고•분석•&•운영•순서
•• 확인•&•검증된•기기•라이브러리
•• 계전기•테스트•장비와•인터페이스

송전선로 Transmission Line 

•• 선로•상수
•• 상호•결합•효과
•• 이도•&•장력
•• 경감•&•용량•평가
•• 위상•&•접지•도체•라이브러리
••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송전선로••

송전 솔루션   Transmiss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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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변전소 Intelligent Substation

•• 변전소•자동화
•• 경보•&•감시제어
•• 스위칭(개폐)•순서•관리
•• 부하•&•전압•관리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Smart Grid Solutions

•• 지능형•부하차단
•• 자동•발전•제어
•• 경제•부하
•• 발전기•운영•계획

데이터 호환 & 인터페이스 

Data Exchange & Interfaces

•• PSS®E
•• PSCAD™
•• EMTP-RV
•• 공통•정보•모델(CIM)
•• 프로젝트•병합

동적 & 과도 Dynamics & Transients 

•• 과도•안정도
•• 전압•안정도
•• 미소•신호•안정도
•• 동적•파라미터•예측•&•조정
•• 발전기•기동•분석
•• 사용자•정의•동적•모델

에너지 관리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 모델•중심형•SCADA
•• 네트워크•토폴로지
•• 상태•예측
•• 부하량•분석
•• 예측•분석•-•What-If
•• 운영자•교육•시뮬레이터
•• 이벤트•발생•순서대로•기록•및•재생
•• 교환•거래•일정•계획
•• 예비•전력•모니터링
•• 동적•선로•등급
•• 부하•예측
•• 웹•&•모바일•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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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P의 배전 시스템 계획 및 운영 솔루션은 스마트 그리드의 성능을 모의, 분석 및 최적화하기 위한 

진보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TAP Grid는 독립형 전력시스템으로 구성되거나 배전 스카다 및 정전 관리 시스템을 
ADMS(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으로 통합 할 수 있습니다.

Distribution Planning & Management System
•• 동기화되는•지능형•지형적•&•논리적•피더•단선도
•• 통합•인터페이스를•갖춘•계획•&•배전•관리에•대한•공통의•네트워크•모델
•• 최신•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을•사용한•모듈형,•최첨단,•응답•컴포넌트
•• GIS,•OMS,•CIS등과•같은•복합•데이터•자원으로부터의•동기화되는•네트워크•모델
•• 파일•기반•데이터•전송•제거•&•최소한의•노력으로•복합•데이터•베이스간의•상호•운영성•유지
•• 방사형•&•루프•삼상•및•단상•시스템•해결
•• 하나의•통합•소프트웨어•사용으로•소프트웨어•비용절감

지형적 정보 중심 시뮬레이션, 계획, 보호 & 진보된 배전 관리 시스템

Geospatial-Driven Simulation, Planning, Protection &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배전  Distribution

TM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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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Network Applications
•• 지능형•지형학적•도면
•• 불평형•계통•조류•계산
•• 불평형•계통•고장•분석
•• 시간•영역•전력•조류계산
•• Volt•/•Var•최적화
•• 손실•최소화•&•부하•균형
•• 스위칭(개폐)•관리
•• 고장•관리•&•서비스•복원

네트워크

모델링

계획고장 관리 

분석
스마트 시티 

솔루션

네트워크 
최적화

배전 관리 
시스템

보호 & 협조

배전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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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Modeling

•• 지능형•지형학적•도면
•• 변전소•&•피더•도면
•• 배전•장치•모델
•• 엔지니어링•라이브러리•&•웨어하우스
•• 케이블•전선로•&•변전소•접지•그리드
•• SCADA•시각화
•• 보호

분석 Analysis 

•• 불평형•조류•계산
•• 결상•고장
•• 불평형•고장•분석
•• 신뢰성•평가
•• 부하•지정
•• 시간•영역•부하•조류계산
•• 상정사고•분석
•• 아크•플래시•위험•분석
•• 동적•모터•구동
•• 고조파•분석
•• 전압•안정도

보호 & 협조 Protection & Coordination 
•• 과전류•협조
•• 보호•기기•운영•순서
•• 보호•기기•엔지니어링•라이브러리
•• 계전기•테스트•장비•인터페이스

최적화 Optimization  

 • 최적의 콘덴서 배치

 • 스위칭 최적화

 • 최적의 조류 계산

 • 고장 관리 & 서비스 복원

배전 솔루션   Distributi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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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 케이블 Line & Cable 

•• 케이블•사이징
•• 케이블•열•분석
•• 케이블•허용전류
•• 케이블•포설
•• 배전선로

변전소 자동화 Substation Automation

•• 부하•관리
•• 스위칭•관리
•• 변전소•자동화

배전 관리 시스템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 SCADA
•• 네트워크•토폴로지•처리기
•• 상태•예측•&•부하•지정
•• 온라인•예측•분석
•• 이벤트•플레이백
•• Volt/Var•최적화
•• 피더•재구성
•• 빠른•부하차단•&•수요•관리
•• 고장위치•분리•및•복구
•• 부하•예측
•• 운영자•교육•시뮬레이터
•• 웹•&•모바일•대시보드

데이터 호환 Data Exchange

•• MultiSpeak
•• CIM•Interface
•• Esri•ArcGIS
•• GE•Smallworld•Electric•Office•GIS
•• OMS•Interface
•• Intergraph®•InService•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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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Microgrid Management & Control
•• 단일•소프트웨어•솔루션을•사용하여•마이크로•그리드를•설계,•모델•&•운영
•• 복합•동적•전력•계통의•상세한•모델링,•시뮬레이션•및•최적화
•• 부하에•상응하는•발전량의•예측•및•예측•분석•기능
••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디젤•발전기,•풍력터빈,•가스•및•증기•발전기,•연료•전지•등을•포함하는•마이크로•그리드•요
소의•모델링

•• C&I•+•O&M•+•연료•관련•비용•최적화•및•최소화를•통한•총•소유•비용•절감($/kWh)
•• 수요•관리,•부하관리•&•부하의•사용•시간의•이동
•• 전력망•연결•또는•단독•운전•모드에서•제어•전략•자동•관리•&•최적화

설계, 분석, 계획, 최적화, 제어 & 마이크로 그리드의 운영을 위한 스마트 기술

Smart Technology for Design, Analysis, Planning, Optimization, Control & Operation of Microgrids

TMTM

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은 상세한 분석과 분산 에너지 자원 및 관련 장비의 용량을 결정

하기 위해 ETAP을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그리드 마스터 제어기는 시스템 모델을 실시간 데이터와 연

결하여 보다 실제에 가깝게 설계합니다 

솔루션은 상업 사무실, 상점, 산업 단지, 계통 주요 설비, 데이터 센터, 대학 캠퍼스, 해양시설 및 선박 

시스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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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스템•모니터링•&•시뮬레이션
•• 실시간•전력망•응용프로그램
•• 에너지•비용•최적화
•• 수요•반응•관리
•• 포괄적인•신재생•에너지•자산•모델링
•• 분산형•전원•관리•시스템
•• 단기간•발전량•&•부하•예측

네트워크
모델링

계획 & 분석

보호

에너지 보존

수요 관리

예측

스마트 
분산 제어

분산 발전

Reduce
Demand

Grid
Independence

Optimize
Generation

Advanced
Management+ + =

마이크로
그리드

Micro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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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Modeling

•• 단선도
•• 지형학적•전기•도면
•• 로직•-•사용자•정의•동적•모델
•• 변전소•접지•그리드
•• 케이블•전선로
•• SCADA•시각화
•• 분산된•발전•장치

에너지 저장 Energy Storage

•• 배터리•저장•장치
•• 풍력(플라이•휠)•에너지•저장•장치
•• 수력•/•양수•발전•장치

분산된 자원 Distributed Resources  

•• 풍력•터빈•발전기
•• 태양광발전
•• 인버터•&•컨버터
•• 연료전지

계획 & 분석 Planning & Analysis

•• 불평형•조류•계산
•• 패널•시스템
•• 고장•계산
•• 아크•플래쉬•위험•분석
•• 상정사고•분석
•• 전력•품질•-•고조파•분석
•• 시간•영역•전력•조류
•• 최적•조류•계산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Microgri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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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분산 제어 Smart Distributed Control

•• 모델•중심형•SCADA
•• 마스터•&•슬레이브•제어기
•• 상태•예측•&•부하•지정
•• 예측•분석
•• 이벤트•재생•순서
•• 자동•발전•제어
•• 경제•급전
•• 발전기•운영•계획
•• 교환•거래•일정•계획
•• 지능형•부하차단
•• 발전•&•부하•예측
•• 웹•&•모바일•계기판

지능형 변전소 자동화 

Intelligent Substation Automation

•• 변전소•자동화
•• 스위칭•순서•관리
•• 부하•관리

동적 & 과도 Dynamics & Transients

•• 과도•안정도
•• 전압•안정도
•• 동적•파라미터•예측•&•조정
•• 발전기•기동
•• 사용자•정의•동적•모델
•• 전동기•파라미터•예측•&•조정

데이터 호환 Data Exchange

•• 프로젝트•병합
•• CIM•인터페이스
•• OPC•인터페이스
•• 다양한•통신•프로토콜•지원•:•Modbus,•DNP3,•IEC•
61850,•등

IEC 61850

Modbus

OPC

OPC UA

DN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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