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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 제어

풍력발전터빈에는 다양한 측정 및 위치제어 기술

이 필요하며, 특히 방위각 드라이브 구동에 의한 나

셀의 방향 및 로터 블레이드의 각도는 피치제어 시

스템에 의하여 측정, 제어 되어야 합니다. 회전속도

의 제어는 열악한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아주 어려

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POSITAL은 앱솔루트 로

터리 인코더 및 광학측정 시스템은 이러한 거친 환

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다양한 센서들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앱솔루트 인코더를 사용하여 항상 안정적인 위치정

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인코더는 전원 

차단 및 복구 이후에도 원점복귀 동작이 필요치 않

으며 또한 뛰어난 위치제어 정밀도에 의하여 풍력

발전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POSITAL의 앱솔루트 인코더는 풍력발전 설비

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드버스, 이더넷, 시

리얼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인터페이스 및 기구 사

양을 제공합니다.

www.posital.kr



2   비접촉식 속도 측정

POSITAL은 허브의 회전을 측정하기 

위한 비접촉식 광학 센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비접촉식 광학 센서는 풍력발전기 터

빈의 회전 속도를 비접촉식으로 1% 미만의 측정

불확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접촉식 구

조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여 측정장치와 기

계적 연결이 어려운 환경에서 설치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비접촉식 광학 센서의 특성으로 내

부에 가동부가 없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방위각 제어시스템

POSITAL의 16비트 분해능 앱솔루트 인코더는 풍력

발전기의 방위각 제어시스템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방위각 제어시스템은 풍력발전기 로터의 방향을 바

람이 부는 방향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며 따라서 

특히 강풍 환경에서 높은 분해능을 제공하는 강인

한 센서를 필요로 합니다. 300N 이상의 축하중 사

양을 제공하는 POSITAL의 검증된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를 사용하여 고도의 신뢰성과 운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기 터빈의 유지보수에 

따른 운전정지 비용이 높은 환경에서 상당한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1   피치 제어시스템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는 로터 블레이드의 각도를 

제어하는 피치제어시스템을 위한 정밀한 각도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안 지역에 위치한 풍력발전 

단지의 극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환

경보호등급이 필수적입니다. 견고하고 염수에 견딜 

수 있는 IP69K 하우징을 적용한 POSITAL의 제품군

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적용 하기에 이상적인 모

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 손쉽

게 설치할 수 있는 컴팩트한 모델을 제공하며, 기어

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혁신적인 자기식 인코

더 기술에 의하여 기계적 마모가 없는 구조이므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

 ▪  1회전 분해능 최대 16비트

 ▪ 동작 온도 : -40 °C ~ +85 °C

 ▪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 다양한 기구 사양

광학식 속도 센서

 ▪ 비접촉식 속도 측정

 ▪ 측정불확도 1% 미만의 고정밀도

 ▪ 간편한 설치

 ▪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

 ▪ 기어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멀티턴 기술

 ▪ 스테인리스 하우징의 컴팩트한 디자인

 ▪ 축하중 : 최대 300N

 ▪ 환경보호 등급 : 내염수성 IP69K

www.posital.kr



AMERICA
FRABA Inc.

1800 East State Street, Suite 148 Hamilton, 
NJ 08609-2020, USA

T +1 609 750-8705, F +1 609 750-8703 
www.posital.com, info@posital.com

ASIA
FRABA Pte. Ltd.

20 Kallang Ave #01-00 
Pico Creative Centre, SINGAPORE 339411 

T +65 6514 8880, F +65 6271 1792 
www.posital.sg, info@posital.sg

EUROPE
FRABA AG 

Carlswerkstrasse 13c
D-51063 Cologne, GERMANY

T +49 221 96213-0, F +49 221 96213-20 
www.posital.eu, info@posital.eu

FRABA 그룹

FRABA 그룹은 모션제어와 산업자동화를 위한 선진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POSITAL 은 지난 40

여년간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 분야의 선도 기업

으로서 최근 경사계, 비접촉 길이/속도 센서를 포함

하여 사업 분야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FRABA의 

자회사인 VITECTOR 는 공장도어, 생산장비 커버를 

위한 보호센서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혁 

FRABA 는 1918 년에 Franz Baumgartner 에 의하

여 쾰른 (Cologne) 에서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까

지 기계식 릴레이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였습니다. 

이 당시 FRABA의 사업 근간은 13,000대 이상의 기

계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문에 

의하여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에 독일 최초

로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를 개발하였습니다. 오

늘날 FRABA는 우수한 성능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

하여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적 제품 개발에 주력하

고 있습니다.

서비스

앱솔루트 로터리 인코더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정밀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 제품의 잠재력

을 극대화하여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구성과 

운영 파라미터의 설정 등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

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

하여 독일, 미국, 아시아 지역의 POSITAL 엔지니어

들이 고객지원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계 각국의 세일즈파트너사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

POSITAL 의 제품은 첨단 설비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에 의

하여 주문, 조립, 시험 및 최종 배송까지의 전 과정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천 가지 조합의 제품 구성

을 제공하면서도 표준제품은 주문 후 5영업일 이

내에 선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ww.posita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