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TMS
개수로 잠수형 전자유량계
환경기초시설 통합 시설물 관리 시스템
통합 하수관거 운영관리 시스템
GE Sensing 유량계 카다로그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2-6 동일테크노타운 5704호
TEL : 031-446-2283, FAX : 031-469-6219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 사업
수질 TMS

수질 자동측정망 사업은 하.폐수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1~ 3종배출사업장의
최종방류구에 부착된 연속 자동측정기기를 관제센터에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성도
중앙제어실

환경관리공단 수질원격
감체계관제센터

운영 PC

관계기관 서비스
( 수질정보
법적규제사항등)

측정값과
상태정보 감
시 기능

ADSL

자료수집장치

측정소

측정값과 상태정보
전송, 원격명령에 의
한 부대장비제어

RS-232 or Analog

측정기기

pH

COD,BOD

TN,TP

SS

부대설비
자동채수기

유량계

측정항목 : Ph, COD, BOD, TN, TP, SS
일반항목 : 자동채수기, 유량계
전송장치 : 자료수집장치외

기대 효과

 24시간 상시 감시스템 구축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과학적인 체계 구축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므로 공정개선에 활용
 수질오염 예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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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자동측정망 설치 사업
수질 TMS

상세 구축 내역
.

현장상세조사 후 TMS 설비 공급규정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공급합니다.

구분

수량

채수시설
및
측정소

채수 시설

1식

측정소

1식

pH

1식

SS

1식

BOD

측정장비

COD

주2)

1식
1식
























채수펌프 및 채수배관 2계열시공
동절기동파 방지 시설.
건축방식 : 샌드위치 판넬방식으로 미려한 구조
설치규격 : 6m(W) x 4m(H)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측정범위 : 0 ~ 14pH 이내
측정방식 : 광산란법
측정범위 : 0 ~ 1000PPM
측정방식 : 산소전극, 오존센서
측정범위 : 0 ~ 200mg/L 이내
측정방식 : 과망산칼륨법, 전기화학법
측정범위 : 0 ~ 200mg/L 이내
측정방식 : 자외선 흡광광도법
측정범위 : 0 ~ 100mg/L 이내
측정방식 : 흡광광도법
측정범위 : 0 ~ 100mg/L 이내
측정방식 : 전자식, 잠수형전자식
측정범위 : 최종방류 유량에 적정한 범위
측정방식 : 정량펌프
채수용량 : 1,000ml/시료 x 24EA
용량 : 5KV ~ 7.5KV, 백업30분
부하용량에 의한 선정

TN

1식

TP

1식

유량

1식

자동재수장치

1식

UPS

1식

냉,난방기

1식

 15평형, 사계절용

싱크대, 실험대

1식

 주문제작

냉장고,책상

1식

 414L, 일반사무용

1식

 데이터로거

1식

 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

부대장비

전송 시스템

주1)

주요사양

자료수집 및
전송장치
주3)
현장운영시스템

주1) COD, BOD 중 택일 설치.
주2) 사업장용 TMS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OPTION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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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형 전자유량계
잠수형 전자유량계 [MagneW™3000 PLUS NNK형]

개요

배수로는 개수로(OPEN CHANNEL)상태가 대부분이며 개수로용
유량계로서는 웨어, 파샬플롬, 잠수형전자유량계등이 있어 설
치시에는 측정정도, 보수성, 경제성, 큰 비에 대한 대책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잠수형 전자유량계는 개수로 및 암거등, 어떠한 수로에도 설치하
여 고도의 측정이 가능한 잠수형 전자유량계이다.

측정 원리

배관이 필요없는 잠수형
Q=KAV=KA 2gh
Q = 유량
A = 검출기의 유로 단면적
V = 검출기내의 평균유속
K = 비례정수
g= 중력가속도

h = 수위차

특징
일반 사항
• 검출기는 가볍고 취급이 용이하며 검출기를 취부하는 게이트는 기설된 수로에도 간단히 설치 가능.
수로 구조는 개수로, 암거, 단형, 원형 자유설치
• 심플한 구조로서 구동부가 없고 부유물, 부착물에 의한 오염, 부식의 염려가 없는 유량계
• 측정정도는 ±1.0% FS, 유량신호는 Linear 하므로 제로유량 까지 고정도 측정 가능. 특히 기포,
조위, 동결의 영향이 있는 장소에도 측정 가능. (더미병용 및 설치 조건에 따라 종합정도는
달라질수 있슴.
• Range는 0 ~ 10m/s 부터 넓은 범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또한 동일형상의 더미를 설치함으로서
같은 수두유실로 대용량 통과.
• 설치비용이 간단하고 토목공사비 및 공사 단축이 가능하며 또한 더미 병용으로 경제적인 측정이
가능.
• 검출기와 동일형상의 더미를 1대, 2대, 3대…. 사용하면 2배, 3배, 4배……의 유량 측정가능
• 잠수형전자유량계 NNK는 일본 계량법 제40조 배수적산체적계등의 특정유량기 제조사업 등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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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형 전자유량계
잠수형 전자유량계 [MagneW™3000 PLUS NNK형]

특징
손쉬운 시공

개수로 설치형태

방류대 설치형태

유입구 설치형태

유출관 설치형태

맨홀내 설치형태

조립식 하수처리장 설치형태

유지보수가 쉅다.

심플한 구조로서 구동부가 없고 부유물, 부착물에 의한 오염, 부식
의 염려가 없는 유량계, 30년이상 사용예도 있슴.

동일 형상의 더미사용으로 대유량 측정

검출기

더미

더미 병용 사용시 0 ~ 20,232m³/h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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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형 전자유량계
잠수형 전자유량계 [MagneW™3000 PLUS NNK형]

적용 사례
적용예

맨홀 및 더미병용 예. 30m³/h
( 50mm 2대)

하수처리장 방류유량계로서 설치
한 예 30m³/d ( 50mm 2대)

맨홀내 엘보우 사용한 예.
40m³/h ( 100mm 1대)

승강게이트에 설치한 예
1000m³/d ( 400mm 2대)

맨홀내 설치한 예. 50m³/h
( 100mm 1대)

승강게이트에 설치한 예
1000m³/d ( 400mm 2대)

표준 사양
종합성능

전원
소비전력
유속 Range
정도

검출기

변환기

여자주파수
MODEL
구경
유체온도범위
주위온도범위
관재질
배관접속방식
방수구조
MODEL
주위온도범위
출력

기능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AC110/220V ±10%, 50/60Hz, DC24V ±10%
13W (17VA)
0 ~ 0.3m/sec 부터 0 ~ 10m/sec 까지 하기의 정도를 보증
* 추천설치조건
추천조건내*
추천조건외
검출기단독사용시 : 상류직선거리가 구경의 3배이
상
검출기단독사용 ±1.0%FS
±2.0%FS
더미병용사용시 : 상류직선거리가 수로폭의 2배이
더미병용
±2.0%FS
±4.0%FS
상
Weir 설치 : 게이트에서 수로폭의 배이상 하류에
표준 : 50/4Hz (12.5Hz), 60/4Hz(15Hz)
설치
NNK 150/951
50/100/200/400/600mm
0 ~ 40℃
0 ~ 60℃
Rigid Vinyl Chlovide
게이트 취부방식
JIS C0920 수중형, NEMA6, IEC IP68 상당
MGG14C
-25 ~ +60 ℃
4 to 20mA DC, 펄스출력
2중Range 전환(자동/수동), 0% Signal Lock, 외부 오토. 제로, 상하한 경보, 정역방향
Range 전환(자동/수동), 실유량표시/%유량표시/적산표시, 검출기공검지, Free-Set
내장 Counter, 정역차유량적산, 통신, 펄스폭 : 0.3 ~ 999.9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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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통합 시설물 관리 시스템
FMMS(Facilities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개요
환경기초시설 통합시스템 구성시 각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FMMS(Facilities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는 설비의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솔루션으로 상
통합감시제어 시스템과 연계한 수명관리 및 고장관리 뿐만 아니라 계획 및 예방 보전을 위한 작업관리, 점검관
리, 예비품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품 (FMMS) 구성








점검관리

고장관리

시설물관리
시설물 관리
시설물 노후관리
시설물 이력관리
시설현황 관리
설비 보고서





고장발생 관리
고장복구 계획
고장이력 관리
고장 보고서








소모품 관리

점검마스타 관리
점검일정표 생성
점검스케줄 출력
윤활점검 관리
부품교체 관리







구매요청 관리
구매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각종 보고서

작업관리
설비관리시스템(FMMS)






작업요청 관리
작업계획 관리
작업실적 관리
작업스케줄 관리
작업이력 관리

시
설
물
정
보

고 기존시설
점 작 소
장 검 업 모
최대활용품
관 관 관 관
리 리 리 리

경
보
관
리

유비쿼터스

기초관리









점검항목표준관
리
고장증상/원인/
조치 표준관리
사용자보안 관리
조직관리



RFID 순회점검
관리
Mobile 서비스
기능
(휴대단말기)

시설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관리모듈 구성. 예) “시설물관리” 단독구성도 가능.

시설물관리서버

Application 구조

Mobile서비스 순회점검관리
자재관리
시설물관리
작업관리
고장관리
경보관리
점검관리
기초관리
Service 관리/통신/ 보안모듈
WAS(J2EE/Servlet/XML)
TCP/IP
HTTP
JVM
UNIX / Linux / Windows XP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시설물관리Agent
시설물관리 Application
FrameWork(보안/모듈관리)
TCP/IP

HTTP

JVM
Windows 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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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통합 시설물 관리 시스템
FMMS(Facilities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제품 (FMMS) 기능 및 특징

시설물 관리

FMMS

보안관리

제품 특징

자재 관리

Easy 인터페이스:Tree-view 방식의 설비 노드 관리
높은 이식성:Java 기반의 아키텍쳐, 플랫폼 독립성
가용성:모듈별로 분리된 구조, 모듈 사용여부 사용자 선택
WEB 배포:Web-browser를 통한 배포 및 자동
버전업그레이드
 확장성:EJB 기반의 컴포넌트 아키텍처 수용, 외부
시스템과인터페이스
시설물 관리 가능














Tree-view 방식의 설비 노드 관리,설비 생성/삭제/변경 용이
설비의 제원/사양/사진/도면/참고물/구성자재/이력을 관리
설비MTBF에 의한 고장예측, 위험등급 표시
설비명과 Tag에 의한 통합 검색 제공
설비 구성자재 재고현황 조회 기능
직접 입력 및 점검,고장관리에 의한 통합 이력보고서 제공
시설물위치,설비종류,설치기간별 설비 현황보고서 제공
설비대장 출력









자재종류별 사양항목 표준마스타 제공
표준마스타 Import/Edit 기능 제공
자재 구매요청 현황 조회
자재 입.출고/재고 관리
실사재고를 통한 자재재고량 조정 기능
각종 보고서 출력(자재수불/재고/입고/출고 등)
기존 자재관리 외부시스템(파일,DBMS)과 연동 기능 제공

부서 관리
 Tree-view 방식의 손 쉬운 부서 조회/등록/변경 관리
 부서원의 신상정보 관리
 휴무/근태 관리를 통한 작업관리 모듈과 동기화

작업 관리

보안 관리








작업요청/작업진도/외주/자재수급상황 표시하는 현황판
작업계획/작업실적 관리
작업담당자의 부하관리, 작업스케줄 생성, 작업지시 관리
점검/고장복구등 긴급 작업 관리
작업 소요 자재의 조회, 구매요청 기능
각종 정기 보고서/수시보고서 생성 기능








고장 발생 입력
표준화된 고장증상/원인/조치 모듈 지원 및 사용자 확장기능
실시간 고장속보 및 전광판 표시
고장발생부터 조치 시까지 일관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
설비 고장이력 조회
고장복구에 대한 작업계획 요청

 사용그룹 단위의 보안정책을 통한 기능 접근 통제
 사용자 단위의 보안정책을 통한 읽기/쓰기 통제
 주요 보안정책 이벤트 별 사용자 추적(Audit) 기능

고장 관리

배포 및 업그레이드

점검 관리






설비종류별 점검항목 표준마스타 제공
표준마스타 Import/Edit 기능 제공
설비종류별 최대 1년치의 점검스케줄 생성매크로 제공
점검스케줄이 작업관리로 자동 전달
진단/분석을 통한 점검마스타의 변경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Active-X 기술에 의한 Web-Browser를 통한 자동 배포/설치
 최근 변경된 버전으로 자동 Upgrade







시스템 최소 4-1.7
요구사양
CPU:Pentium
GHz
RAM:256 MB
HDD:1 GB
O/S:Windows 2000 이상, UNIX, Linux
Database:Oracle Standard Edition 9i 이상

T : 031-446-2283, F : 031-46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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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S 개요
하수관거는 지하에 시공된다는 특성때문에 시공후에도 관거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존의 관거조사방법인
육안조사, CCTV조사, 염료추적조사, 음향조사 방법등의 비용, 정확도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수관거 정비불량은 하수종말 시설의 처리요율을 저하시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하
수관거의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관거사업의 지족적인 증대 전망(2020년까지의 하수관거 정비 종합계획 등)은 하수관망의 통합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른 자동화된 통합 하수관거 운영관리 시스템의 필요가 절
실하게 되었습니다.

ToSS 특징

 국내 실정에 맞는 정확한 알고리즘 개발
지아이에스를 이용한 하수도 관망해석 시스템 및 방법[특허 제 0361990 호 인하대학교]
국내에 맞는 계수의 적용 및 지속적인 보정
지자체 맞춤 모델링 제공

 지자체 실무자를 위한 편이성제공
체계적인 입력자료의 분류
화면, 메뉴, 도움말의 한글화

 지자체 기존 S/W와 자유로운 데이터 연동
기존 하수관망도의 자동 변환 (CADGIS file)
국가표준 NGIS와 완벽호환
지자체 제공 S/W와 호환
OPERATION

MANAGEMENT

부정류해석
I/I 분석
CSO분석
의사결정

실시간
자료

기타
INPUT

해석용

관망내의 하수
량의 부정류해
석(유량/수위변
화)

INPUT
검증용

수질제
어

GIS(지리정보),
CAD, BITMAP
관거매설년도 등

수질모델링,
하수관망모델링

I/I 분석, CSO분석
하수관거 의사
및 지원지스템

관거
관리시스템

[ToSS 개념도]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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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우선순위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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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S의 기능

 관거 보수 및 교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시뮬레이션
 경보 (UMS)
 CCTV 재생기능
 비용/효과 분석

 실시간 유량자료의 모니터링
 기존 하수 관망도의 자동변환(CAD->GIS file)
 지자체에 맞는 모델링 기능
**
 I/I, 누수, CSOs, 초기강우 분석
 관 내외의 복잡한 조건을 고려한 해석 기법

ToSS 기능도
관망구성
• 기초자료 구성시지리정보(GIS)시스템 이용 가능
• 기존 CAD 파일 이용가능
• 체계적인 기초자료 입력 가능

I/I 분석

• 관망속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다양한 분석기법 제공

• 비전문가의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편리한 GUI 및
한글지원

• 구역별 해석결과 제공

부정류 해석

•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법 제공

관망구성

I/I 분석

• 원단위 분석제공

• 하수관내의 유량흐름의
해석

수질분석

• 실적자료의 최대 활용

• 하수관내의 수질의 변화상태 파악
• 수질결과를 I/I분석에 활용

• 시간흐름변화 Simulation

수질분석

부정류 해석

• 오염부하량 원단위 산출

의사결정지원
모니터링

데이터 필터링
• 실시간 유량데이터 중 불
량 유량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정

데이터 필터링

모니터링
모델링

• 보정 완료된 유량데이터를
통하여 신뢰성 높은 유량 패
턴 작성

모델링
• 통수능 부족관거에 대한 적정관경 제시
• GIS를 이용한 침수 피해 예상지역의 도식화
• 침수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

**
I / I : Infiltration /Inflow, 침입수/유입수
CSOs : Combined Sewer Overflows, 월류수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T : 031-446-2283, F : 031-469-6219

• 실시간 수신데이터 모니터링
• 차트, 표 및 그림형태 등으로
모니터링
• 화면 감시 및 경보기능

의사결정지원
• 점수 산정표에 의한 노후도 산정
• 관로교체 우선순위 제공
• 의사 결정권자에 신속하게 포괄적으로 GIS 기반의
결과 제공

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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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S 시스템 구성
통합하수관거 운영관리 시스템(ToSS)은 하수관거의 정량적인 분석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와 고기
능 서버 및 실시간 자료수집을 위한 계측기, RTU를 이루어져 있으며 계측기를 포함한 주요기기는 현

장 기초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공급합니다.
시스템 랙
DB 서버

분석 서버

운영 서버

운영 PC

운영 PC

제어 PC

프린터 류

TCP/IP
UPS 및 항온 항습장치

스위칭 허브
터미널 서버
강우량계

집합형 DSU

전용망

[

]

시스템 구성도는 예시용이며 현장상황
에 맞게 사양 및 수량이 조정되며 전체
시스템도 지자체 맞춤형 시스템으로 공
급합니다.

현장 제어반

고정식 유량계

비고

BOD

자동채수기

이동식 유량계

주요기기 사양 및 기능
품명

권장 사양

기능

DB 서버

CPU :
RAM :
HDD :
DBMS

Xeon 3.2GHz Dual 이상
2GB 이상
120 GB 이상 RAID 지원
: ORACLE 9i 이상

관거 기초 자료 및 분석서버로 부터 측정된 데이터 등을
장기적으로 저장.
알고리즘에 의해 측정 자료와 기초현황 분석 및 분석결
과를 도출 및 연산을 수행하는 서버

분석 서버

CPU :
RAM :
HDD :
DBMS

Xeon 3.2GHz Dual 이상
2GB 이상
120 GB 이상 RAID 지원
: ORACLE 9i 이상

계측기에서 실시간 계측 데이터 1차 수집.
데이터 경보설정에 의한 UMS 기능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검토 후 DB 서버 저장.
DB 서버 이상시를 대비한 Back Up 기능.

운영 서버

CPU : Xeon 3.2GHz Dual 이상
RAM : 1GB 이상
HDD : 140 GB 이상

DB서버 및 분석 서버 를 원격 관리하기 위한 서버로 장
애시 인터넷 통한 원격 관리용 서버.
사용자별 권한 부여 기능.

운영 PC

CPU : Pentium-Ⅳ 2.8GHz 이상
RAM : 512MB 이상
HDD : 80 GB 이상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조회
관거상태 모니터링
서버에 접속하여 기초자료 원격 입력 및 출력
UMS 기능 내장.
현장 계측기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서버로 전송.
( 전용선의 종류에 따라 터미널 서버, DSU 등의 장비를
재선정)

터미널 서버 RS232C 8Port 이상

산업용 PLC 또는 RTU

계측기의 측정 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제어반 고정식 유량계, 자동채수기, BOD 등은 현장 여건에 맞는 중계펌프 등의 원격제어 가능.
제품 선정하거나 재구성.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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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S의 소프트웨어 사양

모니터링

관망 구성






실시간 수신데이터(유량계 및 강우량계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






기초자료 구성시 지리정보(GIS) 시스템 이용 가능

차트, 도표 및 그림형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시간에 따른 유량계 및 상류측 각 관의 유량 및 유속변화 감시
화면감시 및 경보기능

기존 CAD 파일 이용가능
관망속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전문가의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편리한 GUI 제공 및 관망속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 유량데이터 중 불량 유량데이터를 추출하여 보정

- 패턴보간법 / H-Q 보간법
- 이동평균법 / 직선보간법
- 장기경향 분석법 / 신뢰구간 해석법

데이터필터링



보정완료된 유량데이터를 통하여 신뢰성 높은 유량 패턴 작성




하수관 내의 수질변화상태 파악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초기 강우 분석

수질분석
(CSOs / FF)

- 유량가중 평균농도, 강우량당 발생오염 부하, 강우지속 시간당
발생오염부하, 강우지속 시간당-단위면적당 발생 오염부하, 강우량-

단위면적당 발생 오염 부하 산정



저류시설 등과 연계하여 제어



하수관내의 유량 흐름의 해석



실측자료의 최대 활용



시간흐름 변화 시뮬레이션 기능

- 시간에 따른 하수내의 우/오수 흐림 특성 분석

부정류 해석

- 실시간 유량데이터의 입력자료 활용 및 검증자료로서 활용
- 해석 결과를 통한 시간에 따른 유량 흐름 3차원 시뮬레이션



다양한 분석기법의 제공

-물사용 평가방법, 일 최대/최소 유량 평가방법,
일 최대 유량방법, 야간 생활 하수 평가방법, 부정류해석방법, 유량/수질

I/I 분석

관거정비
의사결정지원

평가방법




원단위 분석 제공





점수산정표에 의한 관별 노후도 산정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법 제공

관로 교체 우선 순위 제공
의사 결정권자에게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GIS 기반의 결과 제공

삼일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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