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ation Grounding

새로운 그리드에 대한 최적화 설계 및 기존 그리드 강화

CYME
Power Engineering Software and Solutions

CYMGRD 소프트웨어는 변전소 접지 그리드 설계, 새로운 그리드 설계, 기존 그리드의 형태 향상 및 등가
시설의 위험지점을 표기하는 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며, 사용하기 쉽게 개발된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효율적인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했습니다. 강력한 그래픽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엔지니어가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에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입니다.

CYMGRD software는 설치할 때, 경제적인 솔루션을 선택 가능하고, 다양한 설계 대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응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IEEE 80™2000, IEEE 81™1983 및 IEEE 837™2002의 기술을 준수합니다.
분석기능

• 접지 그리드 도체와 접지봉에 대한 유한 요소분석 기능 탑재.
• 접지저항(Rg)의 역계산 및 지상전위상승(GPR)분석.
• 내부 및 외부 그리드의 둘레, 표면 전위 분석 및 2D 또는 3D컬러 디스플레이 표현.
• 보폭전압 분석기능.
• 필드 측정 또는 사용자 정의값으로부터, 2층 구조의 토양 또는 균일도 분석.
• 감소계수 계산(Cs).
•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표면 레이어 라이브러리 재료들.
• 전형적인 스테이션 토양 자항값 라이브러리.
• 최대 계산허용 터치 및 IEEE 80™2000에 따른 보폭전압을 위한 안정성 평가 계산.
• IEEE 80™2000에 따른 변전소 구성으로부터 추정된 현재 분할 계수(SF).
• IEEE 80™2000에 따른 모선의 X/R비율과 충격동안 데이타로 부터 감소인자(DF)계산.
• 비대칭 고장 전류의 DC구성 요소를 고려한 계산.
• IEEE 80™2000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전극재질을 바탕으로한 최적의 도체 크기와 접지봉에 대한 전극 분석.
• 어떤 형태의 대칭 또는 비대칭 그리드 지원.
• 임의로 위치한 접지봉.
• return electrodesd 와 distinct electrodes에 대한 기능.
• 콘크리트 봉입된 접지봉을 모델링하는 기능.
• 최대 허용 단상 계산으로부터 지정된 그리드에 대한 지락전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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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tion Grounding

새로운 그리드에 대한 최적화 설계 및 기존 그리드 강화
CYMGRD / AutoCAD® 호완성 모듈

CYMGRD / AutoCAD® 호완성 모듈은, 사용자가 AutoCAD® 및 CYMGRD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 유틸리티는 AutoCAD®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AutoCAD®는 단독 소프트웨어이고, AutoCAD®는 변전소 그리드 레이아웃이 실현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필요한 xxx.DXF 또는 xxx.DWG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관리
기능적 차트 분석

• 모델링을 하기 위해, 대지 고유저항 측정 데이터 비교 분석.
• 접촉 또는 표면 전위에 대한 사용자 정의 임계값을 기준으로 한 표면 전위경도의 color-coding으로 표현.
• 자세한 계산 및 위험 지점 평가에 대한 그리드의 영역은 마우스로 선택가능.
• 원하는 시야각으로부터 그래프로 평가하면 2-D 또는 3-D plots으로 표면 전위에 대한 등전위 윤곽을 표현.
• 안전성 평가 모듈에 의해 계산된 안전값으로 비교하며 메쉬망을 따라 보폭전압 변동과 터치에 대한 그래픽 표현.
• 위험 식별위치를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접촉과 보폭전압에 대해 분석된 것을 2-D그리드 레이아웃 그래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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