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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gLab Korea (한국서지연구소)회 사 명

1. 회사소개

2) 네트워크 및 전송분야

ㅇ 초고속인터넷, 이더넷 솔루션

ㅇ ITS, 위치정보시스템

ㅇ 네트워크 장비

ㅇ 홈 오토시스템 및 주변기기

3) 시스템자동화

ㅇ 역률 개선 및 제어시스템

ㅇ Noise Clear 및 안정화 시스템

ㅇ 자동화 검사 시스템

ㅇ 전기안전+네트워킹 토털솔루션

1) 전기안전 토털-솔루션

ㅇ 낙뢰 및 서지보호기

- 초고속 인터넷

- 네트워크 및 통신용

- 전력, 산업용

- 공장, 건물, 주택용 안전자재

ㅇ 전기안전 기기 및 생체보호 솔루션

ㅇ EMI-ESD 솔루선

ㅇ 접지공법 및 시공

ㅇ 전원 품질보호 및 안정화 시스템

ㅇ 전력전자 시스템

ㅇ 낙뢰서지 관련 부품 및 소자

Since 1997Since 1997



ㅇ SurgeLab Korea History

초고속데이터통신보호기(SH-100) 

KTL 인증시험필
2004. 4

한전납품 : 무인변전소 낙뢰방지장치2006.12

초고속 데이터 통신보호기 KT 인증, 

HFC보호기 하나로통신 BMT통과
2002.06

자체 양산제품 첫 출시(SL200시리즈) 
보호기 공인시험필(통신용 series 8개 모델) 

2006. 06

초고속데이터통신보호기

SH-100 양산제품 출시
2003.11

보호기 공인시험필(계장, 전원용 series 24개 모델) 
발명특허 출원
- 누전차단기 오동작방지 기술개발(관련기술 7건) 
- 전력품질보호 낙뢰서지 기술개발(관련기술 9건) 
- 전력품질개선기술 (3건) 
- 전기안전기술(2건) 

2006 11
~2007.2

서지보호원천기술(데이터통신) 

특허출원 2건

ADSL보호기 KT-BMT실시

2003.12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 획득2007. 03
초고속데이터통신보호기(SH-100) 

정보통신부 형식승인 취득
2004. 6

- KT납품 : 전자교환기 RGSB ALM Controller
- 2007년도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전문위원회 춘계학술대
회 논문발표

2007. 04

특허취득 : 가스방전관 속류방지장치

xDSL 모뎀의 낙뢰, 서지방지장치
특허취득 : 통신기기의 낙뢰 및 서지보호장치

2005. 1

개발완료 : 데이터통신용 제품 (8개 Model)2002.08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2006. 11

특허출원
: 낙뢰방지장치 및 가스방전관의 속류방지 기술

2004.12㈜ 효친기술 (기술지원)2002.05

중소기업 기술혁신전략과제 선정

(정밀기기용 전원보호기)

KT 초고속통신 데이터보호기 BMT 최초통과

2004. 7

개발완료 : 전용회선 및 ISDN
ADSL 가입자보호기

1999.10

PCM, HDSL 낙뢰보호기 개발
1998.08

주 요 내 용년 월주 요 내 용년 월



기기 및 시스템장애

손실비용 규모증가

사용자의

안전보장 요구

시스템간 결합 및 통합으로

일거 불능사태

기기 및 시스템의

생존성 보장요구

낙뢰 및 서지 발생

대내외적 요인 증가

데이터 처리의 고도의

신뢰성 요구

21C 정보화시대

정보통신 혁명과 더불어 첨단 정보기기가 보편화되고

특히 이러한 첨단 장비들이 옥외에 설치되고 있음.

이러한 첨단기기들은 적절한 낙뢰보호 대책이 요구됨

과거 기계식 장비와 다른 첨단장비에 대한 인식 절실

미디어기기 대량 보급

정보통신망 광역화

반도체기기화

소형경량 / 다기능화

시스템 통합

기상이변 속출

2. 낙뢰 및 서지보호기의 필요성

피뢰침, 접지 : 기계식 시설에서 구조물과 인체 안전확보 목적

낙뢰보호기 : 첨단 전자기기를 직접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목적



침투경로 : 낙뢰가 유입되면 선로와 접지(L-SG, P-FG) 및 선로와 선로(L-P)간에 전위차가 발생한다.

SG는 기기의 회로기판의 전원(-)에 정전결합, FG는 기기의 외함에 접속되어 있는바, 

선로의 뇌서지는 회로기판을 경유하여 외함(접지)으로 방전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3. 낙뢰의 침투경로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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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전위차



☞ 전위차를 해소 뇌서지로부터 카메라를 안전하게 보호
ㅇ 카메라에 접속되는 모든 선로 및 기기간 거리가 긴 모든 선로에

대하여 낙뢰 유입에도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함

제어,영상선로

전원선

SG FG

FG

SG
전
위

수천Volt

지표의 전위

전원선 전위(P)
고전압 뇌서지

통신선 전위(L)

0V

L P

4. 낙뢰 보호의 원리

전위차해소





6. CCTV 낙뢰보호

일체형보호

☞ 보호대상

ㅇ CCTV, DVR로 접속되는

모든 선로(전원,제어,영상,접지)

- 카메라측 : 회전형(SL200-CO) 
고정형(SL200-PV)

- DVR측 : 19”Rack형

ㅇ 전원 Trip방지구성(Option)
- 전원보호에 SL-2204PRO 

->낙뢰유입시 차단기 Trip예방

CCTV
CCTV

CCTV
CCTV

CCTV

영상 제어

전원

19”Rack(집합형)보호기

☞ 보호기 선정

ㅇ SL200-CO (회전형카메라용)

- 전원+제어+영상+SG, FG

ㅇ SL200-PV(고정형카메라용)

- 전원+영상+SG, FG

ㅇ SL200-Mult(전원중앙공급)

- 19” RACK 전원8CH

ㅇ SL300-Mult
- 19” RACK 제어16CH

ㅇ SL400-Mult
- 19” RACK 영상16CH

Center측

Local측

전원



6.1 CCTV 낙뢰보호(차단기 Trip 방지형)

DATA VIDEO

[선로측]

[기기측]
IN

OUT

함 체

(외함)

전원병렬접속

(ELB)

전원보호: SL-2204PRO 
카메라보호 : SL200-CO 또는 SL200-PV

전원접지 통신접지

아답터

DC출력

DATA

접지
SL200시리즈인 경우만
유효한 접지가 없으면
연결 하지 않아도 됩.

단, FG는 외함에 접속할 것.

SL-2204PRO

제어보드



UTP

[선로측] [기기측]

전원병렬접속

SL200-PV (UTP 용)

6.2 UTP용 설치구성 예

접지(외함)

아답터

전송장치

접지
SL200시리즈인 경우만
유효한 접지가 없으면
연결 하지 않아도 됩.

전원



10ms 후에 Trip발생

낙뢰유입

Trip없이 낙뢰보호 362V제한전압 : 13V

시중시료

당사시료
(SL200-PRO)

제한전압 : 1,275V

통신,영상용 전원용

3KV 낙뢰

낙뢰유입에도 CCTV 고장방지에 충분 차단기 Trip이나 정전 없이 낙뢰보호

7. 적용 기술



설치 전설치설치 전전
설치 후설치설치 후후

낙뢰로 인한 장비의 파손낙뢰로 인한 장비의 파손
낙뢰로부터 안전확보 및 피해 사전 예방낙뢰로부터 안전확보 및 피해 사전 예방

서비스 중단서비스 중단
안정적이며 중단 없는 서비스안정적이며 중단 없는 서비스

유지 보수 애로 - 원격지 옥외시설유지 보수 애로 - 원격지 옥외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획기적 절감유지보수 비용의 획기적 절감

감시망의 사각발생감시망의 사각발생
고객(시설 운용자)의 편익 증진고객(시설 운용자)의 편익 증진

시설불안정, 신뢰성저하, 시공사 이미지 실추시설불안정, 신뢰성저하, 시공사 이미지 실추

8. 낙뢰보호기 적용의 기대효과

시설안정, 신뢰성향상, 시공사 이미지 제고





편집 가능한 PPT파일을 원하시면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