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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CON® –  
미래의 과제를 위한 전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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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TAPCON® 전압 조정기는 미래의 요구 사항
까지 고려하는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ISM®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합니다. 간단한 조정 
작업 외에도 TAPCON®은 3권선 변압기, 변압기 뱅
크, 위상 변환기 및 분로 리액터의 조정 등과 같은 
복잡한 여러 특수한 부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의 모듈식 시스템은 사용자가 조정기의 성능 스펙
트럼을 개별 요구 사항에 정확히 일치시킬 수 있도
록 해 줍니다. 

또한, 새로운 TAPCON®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는 미
래의 과제를 고려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정 알고리즘
을 통해 이제 TAPCON®은 TAPCON® Dynamic Set 
Point Control TDSC 기능과 같은 태양광 시설의 분
산 입력에서 기인한 과제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TAPCON®의 전압 조정기 시리즈는 타협 없는 
신뢰성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R이 현재 전압 
조정의 전 세계적인 리더로 우뚝 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당사는 
최신 TAPCON® 세대에서 우리의 풍부한 경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MR 전압 조정기가 탄생되었습니다.

최대 운전 안정성 및 데이터 보안 

TAPCON®은 데이터를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며 역
할 기반의 암호 개념은 권한 없는 사용으로부터 보
호해 줍니다. 또한 TAPCON®은 모든 일반 통신 프
로토콜을 지원하며 RSTP, PRP 또는 HSR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중복 그리드 시스템에도 적합합니
다. 작업자는 데이터 전송 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어 시스템과의 연결이 중단되더라도 
지연 없는 통신을 보장합니다. 

모든 세부 정보의 입증된 품질

당사의 모든 제품은 최상의 품질, 신뢰성 및 견고
성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모든 조립과정에서 수
행되는 부품 검사는  TAPCON®의 품질을 보장합니
다. 모든 장치는 자동 광학 검사, 회로 내 검사 및 실
행 검사를 거칩니다. 자동화된 최종 검사는 또한 모
든 개별 장치의 제공 구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모
든 작업은 향후 운전의 최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해 함께 수행됩니다.

스테이션 레벨

네트워크 제어 레벨

TAPCON® TAPCON® CAN

… IEC61850 – RSTP – PRP – HSR ...

… IEC61850 - IEC60870 - DNP3 - Modbus ...

시각화

네트워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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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TAPCON® 세대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능 범위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선택한 장비가 무엇이든 최대의 유연성과 가장 간단한 
운전을 보장하는 기능과 더불어 현재 사용 가능한 최첨단 하드웨어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TAPCON® - 
단순성. 보편성. 혁신성.

TAPCON®

최첨단 하드웨어

I  모듈식 19" 구조, 개별 요구 사항에 맞춤화된 세부 사항
I  새로 장착할 수 있는 구성 요소 
I  모든 일반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지원 
I  RSTP, PRP 및 HSR 프로토콜의 중복 이더넷 통신 

(IEC 62439-3 Edition 2.0, 2012-07)
I  로컬로 장치에서 또는 다른 위치에서 선택적으로 전압 

조정기 시각화/운전(예: 분산 PC 또는 작동 패널을 통함)

광범위한 개별 확장이 가능한 다목적 응용

I 3권선 변압기, 평행 뱅크 작업, 위상 변환기 조정 또는 
분로 리액터 등의 특수 응용 지원

I 분산 입력(TAPCON® Dynamic Set Point Control 
(TDSC))으로 표시된 문제에 대한 특수 조정 알고리즘

I 사용자 프로그래밍 도구 TPLE (TAPCON® Personal Logic Editor)
는 사용자에 의한 개별 애플리케이션 기능 생성

I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손쉬운 기능 활성화 및 비활성화
I OLTC 및 조정에 대한 전체 모니터링 기능 

최대 운전 안정성 및 데이터 보안 

I 통합 사용자 인증을 통한 최대 보안 및 BDEW/NERC를 
기반으로 한 역할 기반 사용자 관리

I 시각화 및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의 SSL 전송 암호화 
I 데이터 손실 없는 단기 전압 강화의 브리징 
I 운전 시 모든 어셈블리의 기능 가용성에 대한 연속 모니터링 
I 고전압 설비의 잠재적 최대 요구 사항에 대한 EMC 일관성 보장



ISM® Intuitive Control Interface (IICI)를 통한 간단한 위탁 및 운전

I 통합된 전체 그래픽 5.7" 색상 디스플레이 및 노브 작동
I 새롭게 개발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간소화된 파라미터화
I 파라미터 자동 결정 및 선택한 설정의 타당성 검사 등의 설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 작동 (TAPCON® Interactive Launch Assist) 관련 지침
I 이더넷 또는 USB를 통한 손쉬운 펌웨어 업데이트 및 구성
I 가능한 모바일 최종 장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HTML 5 기술을 사용한 웹 

기반 시각화로 인해 외부 파라미터화 도구가 필요 없음
I 제공 표준 범위에 포함된 원격 액세스 인터페이스 
I 웹 시각화를 통한 PDF 등의 항상 사용 가능한 제품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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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가능 제어 패널 장착 프레임 사용 가능(선택 사항) 



불안정한 전기 생산은 오늘날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문제로, 이는 변
전소의 자동화에 새로운 과제를 제공합니다. ISM® Technology를 통해 MR은 변전소 
자동화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선도적이고 일관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SM® TECHNOLOGY -  
변전소 자동화의 이정표.

TAP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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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I 모든 기본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견고한 
운영 체제 

I 상태 및 로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및 과거 운전 데
이터의 수많은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I SVG(확장 가능 벡터 그래픽)과 HTML 5 표준을  
준수하는 웹 기반 시각화

I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기능으로 제공되는 모든  
필수 제어 시스템 프로토콜

하드웨어
I 효율적인 모듈식 하드웨어 설계
I ASIC를 통한 유연한 통합 기능
I 측정 또는 통신 등의 다양한 작업을 위한 특수 모듈
I 모든 표준 인터페이스 지원
I 제어 캐비넷 또는 모터 구동 장치의 상단 햇 레일에 

장착하기 위한 19" 설계 또는 하우징

ISM® Technology는 모든 MR 자동화 솔루션에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반입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범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사용자 친화성과 유연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
니다. 물론 시스템은 긴 수명과 신뢰성 및 견고성에 
따른 에너지 기술의 특수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되
었습니다.

ISM® Technology는 유연성 있게 개방적으로 고안
되어 변전소 자동화의 개별 요구 사항의 실행뿐만 
아니라 표준 제품을 구현하게 해 줍니다. 애플리케
이션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일관된 구성 요소, 도구 
및 작동 인터페이스 즉, ISM® Intuitive Control  
Interface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TAP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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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MR
의 서비스.

우리는 최상의 정밀도와 완전성을 갖춘 제품을 지향하며,  
이는 서비스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의 최상급 서비스는 사양을 준수하도록 일상에
서 최적의 교육을 받은 인증된 프리미엄 서비스 제
공업체(Premium Service Providers)의 긴밀하게 연
계된 고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시설 사이트에 제공되
거나 원격 통신을 통해서나 상관없이 중단 또는 
문제가 생긴 경우 빠른 개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작동 및 일반 제품 교육 제공 등의 부가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또는 선별된 
MR 자회사 중 한 곳에 최적으로 구축된 교육 센터
에서 기술 교육 또한 제공합니다. 요청받은 경우 
사용자의 시설 인증 또는 공장/사이트 승인 테스트
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시스템 상담 또는 기존 시설의 현대화 등을 제공하
여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정확히 맞춘  
개별 고객 솔루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가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춰 전문화된 ISM® 솔루션을 개발합니
다. 에너지 공급, 전송 및 분배를 위해 데이터 관
리, 제어 시스템 통합, 조정 및 제어, 운전 장비의 
자동화 및 에너지 공급 구성 요소 모니터링의 맞
춤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OLTC 조정 및 모니터
링과 관련된 당사의 수십 년간의 경험을 활용하
십시오. 

당사의 전반적인 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 기반 연구
I 상담 
I 솔루션 공식화  
I 엔지니어링
I 개발 및 구현 
I 작동
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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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혜택,
더 높은 가치.

OLTC 운전으로 안심하고 작동하십시오. 
당사의 전문적 지식이 TAPCON® 전압 조정기와 함께 합니다. 

모듈식 설계 및 유연한 사용자 지정 
I 다양한 어셈블리 변형뿐만 아니라 개별 요구에 정확히 맞춘 

사용자 지정 모듈식 시스템 
I 이전 MR 모델 TAPCON® 240 및 260 개조 및 이전 MR 장치

(TAPCON® 230/240/250/260)와의 병행 작동에 적합
I 3권선 변압기, 변압기 뱅크, 위상 변환기 또는 가능한 분로 

리액터의 조정과 같은 복작한 작업
I 사용자 프로그래밍 도구 TPLE (TAPCON® Personal Logic Editor)

간단한 운전 및 현대식 그래픽 표시
I 전체 그래픽 5.7" VGA 색상 디스플레이 및 벡터 기반 그래픽 - 

웹 브라우저가 있는 모든 최종 장치의 완벽한 그림 및 텍스트 배율 
I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노브 작동의 간단한 운전 개념 
I 설정 오류를 방지하는 작동 마법사, 자동으로 결정되거나 

타당성이 검사된 일부 파라미터 
(TAPCON® Interactive Launch Assist (TILA))

I 이더넷 및/또는 USB 연결을 통한 손쉬운 펌웨어 및 구성 업데이트
I 웹 기반 시각화로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없음
I 표준으로 포함된 원격 액세스 인터페이스

부가 서비스
I 위탁
I 공장 또는 사이트 승인 검사(FAT/SAT) 동안 수행 및 지원
I 시스템 상담 및 권선 수정을 포함한 설비 현대화
I 일반 제품 교육 
I 레겐스부르크 또는 선별된 MR 자회사의 교육 센터에서 기술 교육 
I 장비 요소에 대한 현장 교육 
I 설비 인증 동안의 지원 

최대의 운전 안정성
I 모든 제공 구성의 자동화된 기능 검사와 샘플 검사 개별 구성 요소 
I 역할 기반 관리와 사용자 인증을 통해 권한 없는 사용으로부터 보호
I 중복 네트워크 시스템에 포함 
I SSL과의 암호화된 통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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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CON® - 기술 데이터.

기능 범위
운전 유형 로컬, 원격
조정 모드 수동, 자동
탭 위치 포착 디지털, 아날로그
표준 기능 전압조정 (정한시, 반한시)

라인 보상(R-X 또는 Z 보상)
최대 16개 변압기의 병렬 작업(방식: 마스터/팔로어, 자동 동기화 또는 순환 무효 전류)

선택 기능* 고객별 토폴로지 
3권선 변압기 조정 
단상 변압기의 변압기 뱅크 병렬 운전 
위상 변환기 애플리케이션(유효 전력, 무효 전력 또는 위상도 조정)
주문 특정 프로그래밍 
그래픽 표시가 있는 측정치 메모리

모니터링 기능 대역폭 모니터링 
스위칭 간격 모니터링(상승, 하강 및 전체 탭 변환)
기능 모니터링 
스위칭 방향 제어 
조정 가능 탭 제한 
히테레시스를 포함한 모든 아날로그값의 다양한 조정 가능 한계값

통신(선택 사항) IEC60870-5-101/103, 슬레이브 & 마스터
IEC60870-5-104, 서버 & 클라이언트
DNP 3, 슬레이브 & 마스터
MODBUS ASCII / RTU / TCP, 서버 & 클라이언트
IEC 61850 Edition 1과 2, 서버 & 클라이언트, GOOSE
중복 프로토콜 RSTP, PRP 및 HSR와의 이중 포트 이더넷 연결 
(IEC 62439-3 Edition 2.0, 2012-07)

보안 사용자 관리 및 BDWE 또는 NERC 기반의 액세스 보호
프로그래밍 도구 TPLE* 개별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 생성
사용자 언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 선택 사항



11 

기술 데이터
주변 온도  운전 시 -25°C ~ +70°C

보관 시 -40°C ~ +85°C
전원 85...264 V AC/DC

20...70 V AC/DC
하우징 설계  19" 표준 84 DU x 3 HU

치수 약 483 x 133 x 160mm(너비 x 높이 x 깊이) 
제어 패널 장착 프레임* 

보호 등급 앞 IP52
뒤 IP20

조정/표준
설계 시 고려된 표준 IEC 61010-1

IEC 61010-2-030  
IEC 61000-6-2/-4
IEC 60255-21-1/-2/-3 Class 1 

* 선택 사항

* 선택 사항

하드웨어
HMI 1개의 작동 노브, 7개의 작동 키 및 8개의 LED가 있는 5.7" 전체 그래

픽 색상 디스플레이, 1개의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이더넷 RJ45)
측정 1상 U/I 측정

3상 U/I 측정*
디지털 입력 및 출력 디지털 입력 전기로 분리된 입력 그룹, 신호 전압 18...265 V AC/DC

릴레이 출력 일반적으로 개방 또는 체인지오버 스위치로 설계된  
전기로 분리된 릴레이 접점

아날로그 입력 및 출력 아날로그 입력 전류, 전압, 저항
아날로그 출력 전류, 전압

인터페이스 
(장치 뒷면)

이더넷 제어 시스템 통신용 RJ45 1개
원격 파라미터화용 RJ45 1개
HMI 연결용 RJ45 1개
광섬유 2개, 1310nm
2개의 RJ45 또는 중복 기능 RSTP 및 PRP*를 포함한 광섬유(1310nm)

직렬 RS232/422/485 1개
광섬유(연결: FST 또는 FSMA, 파장 660 또는 850nm*)
CAN 2개(병렬 작업 및 분산 I/O 모듈 연결용)
USB 2.0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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