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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산전 - 대표 손 기락 부회장

인버터 신제품 출시

- 기존제품  대비 크기  30% 축소

- 센서리스  벡터제어 알고리즘 채택으로 저속

에서의 토크특성 및 부하변동에  따른 전동기

속도변동  등  개선

- 오토 튜닝(Auto Tuning) 기능 채택 및 다양

한 옵션 확보로  최적의 운전과 사용의  편의성

대폭 향상

LG 산전은 최근  수출전략형 모델  인버터인

스타버트-IS5 20 기종【1 ~ 30HP(마력) ;

200V/400V계열】개발을  완료, 6 월부터  국내

외 시장에 본격  출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 년간 약 8 억원을 투입, 개발한 스타버

트-IS5 시리즈는 기존의 스타버트-IS3에  비하

여 크기를 30%정도 축소했으며  센서리스  벡

터제어 알고리즘 채택으로 범용  인버터에서

문제점이던 저속에서의 토크특성 저하  및  부

하변동에  따른 전동기의 속도 변동현상 등을

개선한 제품이다.

또한, 오토  튜닝 기능 채택으로 최적의 운전

과 사용상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 확

장 입출력 보드  및  다양한 통신  옵션

(RS232/485, PROFIBUS ,DeviceNet, Modbus,

RTU 등) 풍부한 옵션 확보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

라, 이 신제품은 PID(비례/적분/미분)제어 기

능을 갖추고  있어 플랜트(Plant) 또는 프로세

스(유량 , 온도, 압력 등) 제어와 같은  정밀분

야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LG 산전

은 국내용 제품에는 국산  전동기 특성에 적합

한 전동기 과열보호기능을 탑재하여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LG 산전은 이번  출시하는 스타버트-IS5에서

내년에 약 200 여  억원의 매출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http://www.lgis.lg.co.kr/fa/

포스콘 - 대표 최 휘철

전자구매를 비롯하여 고객과  더욱 가까이  하

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포스콘은  홈페이지를

(http://www.poscon.co.kr) 새롭게 단장  하였습니

다. 이와 함께  포스콘의  연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를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 가 126-16 고려대학교

한국산학연 4 층

전화번호  : 02-3290-4402

설립연도  : 1987. 4. 1

책 임  자  : 이종혁  상무

연구인력  : 연구인력 50 명

R&D 투자 :  '99 년 50 억

  

활동내역 및 연구성과

1987년  설립된 포스콘 기술연구소는  그동안

국내 기술이  취약했던  자동화 기술을 세계 수

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첨단 자동화기기  및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포항공대, RIST등  국내 주요대

학들과 기술교류및  공동연구를 통하여



PLC(POSFA), 전기계장  통합제어시스템

(POSTAR), 분산제어시스템(POREX), HMI

(POSVISON), UPS(POSPower), Activ Power

Filter(POSAPF)등의  전력전자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이미 그 성능을  입증 받았고  특히,

제철 분야의  자동제어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차세대 제어기술 및 신기술 확보

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있

으며,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환경분야 , 교통

제어 분야, Internet 기반 자동화분야에  주력하

고 있습니다 .

연구분야

공정제어기술

- 중대형 PLC(POSFA)

- 분산제어시스템(DCS)

- 대형 PLC(전기계장통합제어기)

- HMI(POSVision)

전력전자기술

- 대용량 Converter

- 대용량 IGBT Vector Inverter

- Magnetic Power Supply

- 전원품질시스템(UPS, APF&SVC)

진공부문

- 초대용량  ION Pump & ITS Controller

- 초고진공  분석시스템 (LEAD, AES, ESCA)

- 초고진공  박막제조시스템

- 핵융합 장치용 Chamber

국책 및 G7 과제 수행

- 제지공정용 연속제어시스템

- 연속주조  설비의 설계 기술

- NBI용  고압 Power Supply

S/W 기술

- Embeded System Programming 기술

- System Architecture & Software 기술

- Software Engineering 기술

- Hardware/Software Design 기술

http://www.poscon.co.kr

중앙전자산업 - 대표 임 두병

중앙전자산업주식회사는 컬러 브라운관의  특

성검사 및 Test 설비, 그리고 각종  Power

Supplies, Hybrid ICs 등을 생산 공급하는 자동

검사설비  전문 업체로써 1978 년 회사 출범

이후 20 여년 동안,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솔루션 개발을 통하여  복잡한 공장자동화  요

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시스템  제어관리

를 위한 ID 시스템을  비롯하여  Power Supplies,

Meter 등을 공급함으로써 완벽한 시스템  구축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혁신적인 기술력

과 우수한 품질 , 다양한  제품 외에 경쟁력 있

는 마케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브라

운관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화상처리 방식의 SE 검사 설비 VA-200 개발

  

당사는 5 월 브라운관 검사  설비 가운데  하나

인 SE 검사설비 VA-200 을 개발완료 했습니

다. VA-200 은 Tube 제작 과정 중에  발생하는

Stray Emission 의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장치

로, 기존 SE 설비에 비해  신뢰도가  뛰어나며

슬림 타입으로 제작되어 장착 및 사용이 간편

한 것이 특징입니다.

VA-200 은 고 감도 ICCD 카메라를  이용한 화

상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검사 정확도를 높였

으며, 광통신을 이용하여 노이즈와 통신에러



를 최소화하였고 또한  검사 항목별 , 구간별

검사 수치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

하며, 상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Tube 의 종합 판정  결과 및 전체 데이터 관리

가 가능하여  Tube 의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

습니다.

  

직류고압전원 High Voltage Power Supplies 개

발

  

당사는 Modular Type 직류고압전원 HM 시리

즈 (30W, 120W, 200W)를  개발하여  3 월부터

본격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고압

Power 는 전압과  전류의 전 출력  범위 내에서

연속 가변이  가능하며  전압, 전류  메터 출력

단자 및 감시출력 장치가  있어 사용이  간편합

니다. 또한  과전류, 과전압에  대한 자기 보호

기능 및 자동 복귀  기능이 있습니다.

Switching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이 높으며  부

하 변동에도  안정적인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CPT/CDT

검사장비와 의료장비, 연구소 및 실험실용 전

원 설비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Modular Type 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5 월

중으로 Rack Type 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http://www.zefa.co.kr/             (02)862-9300

  

서호전기 - 대표 이 상호

DC-42 Digital DC Drive 개발완료

전기적 사양

SUPPLY VOLTAGE RATING

- 1 phase, 2 wire  AC 220V ±10%

- 3 phase, 3 wire  AC 220V ±10%

               AC 380V ±10%

               AC 440V ±10%

OUTPUT VOLTAGE RATING

- DC 220V, 380V, 440V

POWER CONTROL

- 0.4-185KW at DC 220V

- 0.5-1000KW at DC 440V

SPEED CONTROL

DC TG feedback

- Range : 1:100

- Accuracy : ±0.5%

PG(OPTION)

- Range : 1:50

- Accuracy : ±0.1%

CURRENT CONTROL

- Range : 1:100

- Accuracy : ±2%

FIELD CURRENT RATING

- 3A, 5A, 15A, 20A, 30A

OVERLOAD CAPACITY

- 150% for 60 seconds

DC-42 Drives, Analogue and Digital .

The DC Drive, Type DC-42A(analogue) and DC-

42D(digital) Thyristor DC Motor Controllers offer a

high performance, reliability and economy control

both for 4 QUADRANT REGENERATIVE and 2

QUADRANT NON-REGENERATIVE DC motor

loads from a single compact package.  Each model

is provided with a field regulator as a standard

option, which consists of a full-wave half-controlled

single-phase thyristor bridge with transient and

over-load protection. It can be further enhanced to

provide field weakening range for systems where

are required speed and/or constant power control.

http://www.seoho.com/           (031)468-6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