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알바스 / 지명원

1987년 설립 이후, 30여년 의 Know-
How를 보유한 엠알바스가 4차 산업혁
명시대에 걸맞는 신기술들을 고객여러
분들께 또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엠알바스는 항상 고객의 니즈에 귀 기울
이며, 자동제어분야에서 신기술의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관리 제어와 관련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9 엠알바스 www.mrbas.co.kr

THE�LEADING�SUPPLIER�OF�BUILDING���
AUTOMATION�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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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알이  귀하의 프로젝트의 가
치를 높여주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인천공항제2터미널 세종시정부청사

강남앤타워



WEB 감시 제어 Cloud Service

엠알의 WEB BASED SOFTWARE

데모 서버 ip :  webas.iptime.org:8080

WEBAS : WEB BASED SOFTWARE

Curabitur blandit porttitor. Donec id elit 

non mi porta gravida at eget metus.

NULLAM QUIS VEL EU LEO.

79%

Call us:

+345 678 901 23  
+345 678 901 24

귀하의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유지보수�커뮤니티�

● 각�프로젝트�사이트�관리�

● 장치정보�및�DB�백업관리

● 언제�어디서나�WEB감시�제어�
● 캐드�백터파일�배경화면�활용�
● 스마트폰에서도�감시�및�설정�

WeBAS�소프트웨어는�빌딩�내�조명제어,전력제어�등�통합관리를�WEB환경�

(익스플로어,�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등)에서�제어�감시하는�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다.�필요시�기타�설비제어와�통합으로�운영할�수�있으며,�그래픽감시,�

Dashboard감시,�위젯�설정,�차트�등�다양한�모니터링이�가능하며,�Cloud�서비

스를�이용한�유지관리가�우수한��WEB�기반�MMI�프로그램입니다.���

● 위젯�설정,�차트등�다양한�감시�

● Dashboard�작성기�및�감시�

● 트랜드�데이타�위젯�작성

Dash Board

http://webas.iptime.org:8080


MY SCENE ENERGY

32년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엠알 조명제어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엠알앱을 무료로 다운받아보세요!!

STAND ALONE

프로그램 설정과 다운로딩이 가능한 
STAND ALONE형 시스템입니다. 

시설관리자 용과 입주자 용으로 구분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 용으로 사
용시에는 MY PAGE와  MY SCENE
기능이 있어, 자기만의 지역과 동선에 
대해서만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절감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전기사용량과 절감량을 동시
에 비교할 수 있어, 절전을 더욱 극
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엠알의�모바일앱으로�쉽게�내�사무실의�조명을�제어하고,�
전기요금을�절감할�수�있습니다.��

기존에는�사무실�조명제어를�위해�별도의�컴퓨터장치와�
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야만�적절한�스케줄�제어와�
SCENE�제어를�할�수�있었으나,�이제�부터는�이러한�장치
들을설치하지�않고도,�무상으로�다운로딩한�엠알의�모바
일앱을�사용하여,�다양한�제어가�가능합니다.��

엠알 모바일앱으로 
내 사무실을 제어!

 MRAPP.이 여러분을 가깝게 찾아 갑니다. 

빌딩조명제어 용(w/Server) : m.r. Lighting Control.S

빌딩조명제어 용(w.o/Server) : m.r. Lighting Control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앱스
토어에서 고객여러분은 무상으로 우리 엠
알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년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엠알 조명제어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엠알앱을 무료로 다운받아보세요!!
 

●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공동 개발한 제품을 , 수요기관에서 우선 구매

권을 주는 제도임 

●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인증,특허권,공동상표,기술혁신촉진사업,협업사업)

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지원 제도

임계값
도달

한전과의 
계약전력

A B C D

우선순위
부하제어

전력사용량 
감시

에너지절감 및 전
기요금 절약

◆ 적용장비 : METER , 계전기 
◆ 주요기능 : 전력량 감시 
◆ 건물의 에너지 현황 수집 / 분석 
◆ 전력계측을 통한 전력사용량 제어 
  시스템과 연계

◆ 전등제어(조명제어반)  
     On&Off RELAY Panel 
◆ 냉난방제어 
   (공조설비 시스템)  
◆ 시스템 에어컨 

구성
요소

1.중앙
감시반

3.제어
장비

2.감시
 장비

◆ 적용장비 : CCMS(중앙관제장치)

◆ 소프트웨어 : WEBAS v2.0

◆ CCMS의 WEBAS S/W를 통한
    현장제어반 자동제어
◆ 통신방식 : TCP/IP , MODBUS, 
                RS-485 , RS–232 등
.

빌딩 에너지절감 제어시스템(전력량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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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명원

지���명���원

귀하

1.�귀사의�사업이�일익�번창하심을�기원합니다.��

2.�이번�귀사에서�진행하시는�프로젝트�공사에�참여하고자�당사는�

지명원을�제출하오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년������월������일�

(주)엠알바스�

대표이사�윤�창�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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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주)엠알바스���(사업자등록번호�214-81-43121)

대표이사 윤창로

업태 제조업,도매,�도소매�서비스

종목 자동제어기기,�조명제어,�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제품�수출입업,�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개발�

및�공급

임직원수 31명,�국내대리점�7개사,�해외대리점�5개사

본사 신우편번호�(05836),�서울시�송파구�법원로�9길�26,�에이치비지니스파크�C동�1103호�

Tel�:�02-568-8311�

홈페이지�:�www.mrbas.co.kr

공장 경기도�안양시�만안구�덕천로�72번로�45

사업분야 조명제어시스템,�전력제어시스템,�설비제어시스템,�SI,�FMS,�BEMS,�Home�Switches,�LED조명

주요납품실적 인천공항여객터미털,코엑스,�오송생명과학단지,�세종시정부청사1-2,�2-2,�3-1,2구역.�롯데2월드,�한전나주

사옥,�CJ연구소,�광교주상복합빌딩,�인천공항2터미널��외�2,000여개�프로젝트.�

1987년 설립 (32년차) 

국내외 대형프로젝트 포함 2천여개 실적(91년 - 
2019년 : 29년간) 

사업부문 : 조명제어, 전력감시, 설비자동제어, 
SI, FMS, BEMS, Home Switches, LED조명 

조직 : 본사(문정법조단지), 공장(안양), 국내영업
팀, 대리점7개, 해외대리점5개 

주요인증 및 면허  : ISO9001, BTL, GS, 전자파
인증,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홈페이지 : www.mrbas.co.kr     

http://www.mrbas.co.kr
http://www.mrb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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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창업자인�윤민로회장에�의해�“엠알전자”로�시작한�엠알바스는�1991년�윤창로사장에�의해�제2의�창업으로�본격적인�자동제어시스

템�사업을�시작하였다.�엠알의�의미는�창업자인�윤민로(M.R.Yoon)회장의�이름�이니셜이다.�그는�전문엔지니어로서,�그의�이름을�걸고�회사

의�기술을�고객에게�판매한다는�자부심으로�제품�개발에�혼신의�힘을�다하였다.��

�포항제철�계장제어팀�및�현대중공업플랜트사업부�전장설계부장�출신�윤민로회장,�현대중공업조선사업부�전장설계부�및�LG하니웰�BAS사업

부�출신�윤창로사장의�협력으로�(주)엠알바스는�1991년�GE�Lighting�Control팀과의�기술제휴�및�국내�독점대리점�계약을�체결한�후�,�본격

적인�자동제어�사업을�시작하였다.�당사는�초기�GE의�기술을�전수�받아,�현재도�그들의�솔루션을�그대로�모든�제품�개발에�반영하고�있는�계

기를�갖게�되었던�것이다.��

�1993년�윤창로사장은�이미�7년간��LG하니웰에서�근무한�경력을�바탕으로,�조명제어�뿐만아니라,�전력감시�및�설비자동제어�분야의�사업확

대를�계획하여,�미국�Teletrol사�및�GE�PLC�시스템에�대한�국내�대리점�및�기술�협력을�체결하여,�본격적인�BAS사업을�시작하였다.�그�결과�90

년대초중반�부터�대형�빌딩에�대한�수주와�시공을�하면서,�엠알바스는�중소기업으로�BAS업계에�명성을�알리게�되었다.��

�90년대�및�2000년대의�대표적인�프로젝트가�인천공항,�코엑스�프로젝트이며,�서울�지역�대형�상업용�빌딩�뿐만아니라,�전국의�빌딩등에�당

사의�시스템을�설치하게�되었다.�

�2000년도에�들어와�우리회사는�해외시장에�눈을�돌려,�특히�미국시장과�중국시장에�조명제어시스템과�소프트웨어를�수출하기에�이르렀다.�

그리고,�국내�개발팀의�인력과�투자를�확대하여,�본격적인�국산제품�개발에�박차를�가하였다.�그�결과�대형�관공서�프로젝트들에�당사의�새로

운�신기술의�제품들을�납품하기에�이르렀다.�특히�3년전�준공한�오송생명과학단지와�3년간에�걸쳐서�준공한�세종시정부청사1단계2구역,�2

단계2구역,�3단계1,2구역,��그리고�작년에�준공한�제2롯데월드저층부�지역에�우리의�신기술�국산생산품을�성공적으로�납품�설치하게�되었

다.��

�또한�당사는�2013년�설비자동제어�분야에서��BTL인증을�받아�보건복지부산하�오송생명과학단지내의�“고위험병원체관리동”�바이오레벨�3

와�4에�해당하는�실내�공조설비제어�프로젝트를�수주하는�성과를�얻었다.��

�2014년에는�미국�Light�Fair�국제조명전시회에�당사의�신기술�조명제어시스템을�출품�전시를�하여,�세계�조명제어�및�LED조명�업계의�주목

을�받았다.�특히�스마트터치스위치와�무선모듈의�기술은�스마트한�디자인과�제품�경쟁력에�있어서�많은�고객들의�관심을�끌기에�부족함이�없

었다.��

�2015년에는�대형�프로젝트�위주의�시공을�하여,�자동제어�시장의�한�획을�긋는�계기를�만들었다.�특히,�제2롯데월드와�인천공항제2터미널

의�수주와�성공적인�시공은�업계의�많은�관심을�끌었다.�또한�SI,FMS,�BEMS,�그리고�설비자동제어시스템이�포함된�프로젝트들을�연이어�계

약하면서,�엠알의�거침없는�성장의�발판을�이어갔다.�

광교주상복합빌딩,�남악�신도시�복합빌딩,남부순환로터널,�전주국민연금공단등�대형�프로젝트들은�최근�준공된�프로젝트들이다.��

�2017년과�2018년에는�미국�필라델피아�및�시카고Light�Fair,�독일�프랑크푸르트�조명전시회에�당당히�출품하여�많은�해외고객들로�부터�당

사의�시스템에�대해�호평과�많은�관심을�받았다.�그리고�2017년6월16일�문정동법조단지로�회사를�옮기면서,�회사명도�엠알엔지니어링에서�

엠알바스로�변경하였다.��

�특히�당사는�2018년도�년말에�“한국자동제어협동조합”의�특허인�“전력량제어시스템”을�국산�개발하는�주력사로서,�조합�회원사�12개사와�

함께�소기업공동사업자로써�“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인증을�획득하여,�공공기관과�지자체�프로젝트의�제한경쟁입찰자로서�참여하게되는�성

과를�획득하였다.��

��

�고객�만족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연구하는�엠알의�가족은�2019년에도�제품의�개발과�생산,�그리고�시공현장에서�최선을�서비스를�다할�

것을�약속한다.�

회사�소개(History)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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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지명원을�통해�고객님께�인사드림을�기쁘게�생각합니다.��

�현장을�직접�방문하여,�한�분�한�분�찾아뵙고�인사를�드리는�것이�도리인�줄�아나,�형편상�이�지명원을�통해�고객님께�인사�드립니다.�우리�엠알바스는�올�

해로�창립�32주년을�맞이하고�있습니다.�초창기�GE�TLC시스템을�수입하여,�국내�현장에�설치하던�시절이�생각납니다.�그�당시에는�그�제품이�최고인줄�

알고,�정성스레�현장에�설치하고,�고객분들께�제품의�신뢰성에�대해�아낌없는�칭찬을�받았던�것도�이제는��오래전�얘기입니다.�지금은�오히려�그들의�나

라를�방문하여,�우리의�순수한�개발품인�ELC시스템을�마케팅하고�있습니다.�IT기술의�발달은�모든�산업분야를�한�단계�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우리�시

스템도�마찬가지로,�스마트하게�변신하였습니다.�GE�TLC�판넬�보다�몆�배�작게�만들어지고,�현장에�적용되고�있는�우리의�ELC�조명제어시스템은�현재�

최고의�조명제어시스템으로�국내외에서�각광을�받고�있습니다.��

�작년�5월초,�필라델피아에서�열린�LIGHT�FAIR�조명전시회에서�우리회사는�조명제어시스템을�출품하였습니다.�미국�고객들과�International�고객들이�

우리의�조명제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에�많은�관심을�보였습니다.�최근�모든�등기구가�LED조명으로�바뀌면서,��등기구를�일대일로�제어하는�경우가�

생기고�있습니다.�이에�우리의�각종�제어모듈들은�그러한�LED조명을�다양하고�편리하게�제어할�수�있는�제품으로�그들을�매료시켰습니다.��

�특히,�회로별�제어개념으로�부터,�조명등기구�하나�하나에�대한�제어가�디밍제어와�감성조명제어로�까지�가능하게�된�기술의�발전은�조명제어�시장에서

도�큰�변화를�일으키고�있는�것입니다.�아직도�일부�신축�빌딩에서는�예전�처럼�회로별�제어를�하는�릴레이�방식이�채택되고�있는�실정이지만,�바로�그러

한�방식에�후회를�하며,�인테리어�공사�시에�조명제어�시공을�변경하고�있는�현장들이�꽤�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분위기를�바로�느낄�수�있는�공

간이�생겼습니다.�바로�우리�사무실입니다.�최근�우리회사는�잠실�석촌동에서�문정동법조단지로�사무실을�이전하였습니다.�그리고�모든�등기구를�LED조

명으로�교체하였고,�각�등기구�별로�무선디밍모듈을�설치하여,�개별�제어를�하고�있습니다.�내가�원하는�시간에�원하는�공간에서�조명의�밝기를�자동으로�

제어하고,�전기사용량을�절감하며,�그�혜택을�누리고�있습니다.�스마트한�환경으로�사무실�작업의�생산성도�향상시키고�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우리회사�사무실을�방문하여,�그�편리한�기능들을�체험해�보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회사가�이번�필라델피아전시회에�출품한�주요�제품들의�내용입니다.�관심있으신�고객분께서는�언제든지�연락주시면,�바로�제품�설명서�및�

카다로그를�보내드리겠습니다.��

1. 일반�빌딩용�조명제어시스템인��ELC(Excellent�Lighting�Controls)System�

2. DALI�System�and�Dimming�Module�for�LED�Lighting�

3. Wireless�System�and�Dimming�Module�for�LED�Lighting��

4. Remodeling��for�GE�TLC�System�

5. Interface�with�EnOcean�Switch�

6. Home�Switch(One�Piece)�for�Lighting,�Standby�Power�and�Temperature�Control.�

7. Smart�Phone�App.�for�Building�Lighting�Control�and�Home�Control�

8. LED�Lighting�and�App.�for�Emotional�Lighting�

9. Level.1.�Local�Controls�(단상스위치,�0-10V�디밍스위치,�유무선Scene디밍스위치�등)�

10. �Level.�2.�Smart�Controls�(Smart�Touch�Switch�:�컴퓨터&소프트웨어�필요없는�유무선조명제어)�

��

��

��

우리�문정동신사옥�데모룸에는�빌딩의�중앙감시반과�같이,�조명제어�뿐만아니라,�설비자동제어,�전력감시�및�계전기,�SI,�FMS,�및�BEMS시스템이�설치

되어�있습니다.�최근의�통합자동제어시스템의�실질적이고�편리한�운영�관리시스템의�체험을�원하시는�고객께서는�당사를�방문하여,�그�편리한�기능을��

느껴보시길�바랍니다.�항상�고객의�입장에서�고객의�편리함을�위해�노력하는�엠알바스의�임직원�일동은�한결같은�모습으로�고객�곁에�대기하고�있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1월29일�

(주)엠알바스�대표이사�윤창로�올림.�

Email�:�cryoon@mrbas.co.kr

회사소개

mailto:cryoon@mrb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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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직원�일동�인사말

여기�우리의�특급기술자들을�소개합니다.�이들은�고객

여러분들의�기술에�대한�목마름을�채워드릴�것입니다.�

망설이지�마시고�전화나�이메일로�연락바랍니다.�당사

의�기술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드리겠습니다.�

02-568-8311�또는�info@mrbas.co.kr 조관원 부사장

�엠알바스는�조명제어를�비롯한�빌딩�자동제어�시스템과�
ICT(Information�&�Communication�Technology)를�
융합하여�고객과�사업�파트너의�성공을�이끌고�그�성공
을�바탕으로�함께�성장해�가는�회사입니다.��

�1987년�설립된�당사는�국내�조명제어�산업이�미미했던�
초창기부터�시장에�첫�발을�내�디딘�지�30년을�맞이�했
습니다.�지난�30년간�저희는�조명제어/전력제어/설비제
어를�비롯하여�최근에는�통합SI/FMS/BEMS�등�진정한�
자동제어�분야에서�국내외�성공적인�프로젝트들을�수행�
해�왔으며,�고객니즈와�시장변화에�발맞춰�진화해�왔습
니다.�또한�이를�통해�축적한�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
자체�개발한�솔루션들을�고객사의�경쟁력�강화에�기여해
왔다고�자부합니다.�

최근�글로벌�ICT�산업은�기술과�시장이�더욱�융·복합화되는�변
곡점에�접어들면서�산업간�경계를�뛰어�넘어�“생각하는�대로�이
루어지는”�누구도�체험하지�못했던�급격히�변화하는�환경�속에�
살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에�부응하고자�당사는�그간에�쌓아
온�풍부한�성공�경험과�지식을�기반으로,��

1)최근�개발하여�세종시정부청사,�롯데2월드에�납품한�무선조
명제어�및�달리를�이용한�디밍�제품에�이어�지속적인�R&D투자
에�주력하고�있습니다.��

2)�중국,베트남�및�아부다비의�경험을�토대로�자동제어�분야의�
세계시장에�진입�할�수�있는�상품�개발에�역량을�집중하고�있습
니다.�

3)�삶의�질�향상으로�주거�환경의�럭셔리한�생활을�추구하는�생
활변화에�발�맞추어�홈조명,�홈스위치는�물론�모바일�폰을�이용
한�Digital�Convergence형�ICT�서비스�시장의�새로운�지평을�
선도적으로�열어�가고�있습니다.��

��이러한�최근의�기술�개발�및�최첨단�기술의�산업�환경에서�우
리�엠알은�초심을�잃지�않고,�우리의�시스템이�귀하의�빌딩�가
치를�높이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최선의�기술과�시공
을�현장에�적용할�것�입니다.��

2019년도�에도�최선을�다하는�엠알의�엔지니어로서�고객여러
분을�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용규 부사장

박정렬 상무 염동현 상무 김철현 상무

박권오 이사

김경훈 사원

최봉준 부장

최병천 부장 윤은국 차장

이경미 부장김상석 차장

이현금 과장 정유연과장

조해춘 과장

윤희석 부장

이호규 대리

윤정아 대리 박선영 사원 김대호 대리

회사소개

 오호열 과장

박남규 상무

이영호 사원

mailto:info@mrb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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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설립.�전자회사로�출발.��

! 1991년�국내�조명제어시장에�GE사의�TLC시스템��공급.�

! 1993년�전력감시�및�설비자동제어��사업을�위해,�미국��Teletrol사와�기술협력을�맺어�자동제어(BAS)�사업�시작.�

! 2000년도�들어와�당사는�코엑스�및�인천공항등�국내�대형�프로젝트에�당사�조명제어시스템을�납품�하였으며,�대형프로젝트에�
적합한�업체로서�자리를�잡았음.�

! 2000년도�이후에는�사업의�확대로,�디지털�계전기�및�메터�사업을�추가하여,�전력계통�자동제어�분야의�선두주자로�면모를����
갖추었음.�

! 2000년초�부터�당사는�중국,�미국,�대만,�베트남등�해외�시장에도�진출,�당사의�국산화�제품을�수출.�

! 2012,�2013년간에�걸쳐,�IT�기술에�맞추어,�당사의�ELC�시스템�및�DALI�모듈을�국산�개발하여,�명실공히�국내�대형�프로젝트
에�적용하기�시작.�

! 2013년�당사�HVAC�Control�System에�대해�BACnet�인증인�BTL�Listing을�DDC와�소프트웨어�부문에서�획득하여�국내�프로
젝트에�적용하기�시작하였음.�

! 2014년�6월�미국�Light�Fair�조명전시회에�출품.�

! 2014년10월21일�가을세미나�개최�

! 2015년�대형프로젝트(롯데2월드,인천공항2터미널,광교주상복합빌딩,CJ연구소,남악신도시복합빌딩,국민연금공단,�강남순환
도로터널,�상암삼성SDS전산센터,�판교알파돔시티등)�수행�

! 2017년�5월�필라델피아�LIGHT�FAIR�조명전시회�출품,�회사명�변경�:�엠알바스,�6월16일�신사옥이전�

! 2018년�3월�프랑크푸르트�LIGHT�+�BUILDING�전시회�출품�

! 2018년�5월�시카고�LIGHT�FAIR�전시회�출품�

! 2018년12월21일�소기업공동사업자�선정�...�“빌딩에너지절감제어시스템(전력량제어)”

�회사�주요�연혁요약

스마트터치스위치 ELC�System Program�SW 스마트폰�앱

HVAC�Control Protection�Relay 무선디밍모듈 WeBAS�Software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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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세연혁

•�1987년�회사설립�
•�1991년�미국GE사�조명제어�국내�독점�판매권�획득�
•�1993년�미국�TELETROL사�자동제어�독점판매권획득�
•�1996년�GE�International�Sales�Award�수상�
•�2000년�Teletrol�“2000�Top�Sales��Award��International”�수상�
•�2001년�GE�FANUC�PLC�System�국내�판매권�획득�
•�2001년�조명제어�소프트웨어�(WINTLC)�출시�
•�2001년�ISO�9001�인증�획득�
•�2002년�중국�광저우�지사�개설�
•�2002년�GE�디지털�계측기�및�디지털�보호계전기�국내�판매권�획득�
•�2004년�SmarTLC�조명제어�소프트웨어�GE사�수출�
•�2004년�Smatrol��MMI�소프트웨어�GE사�수출�
•�2005년�대만�AREX�대리점�계약�
•�2008년�GE사��SECURITY�판매권�획득�
•�2009년�중국�총판대리점�(HFMRENG)�계약�
•�2010년�GS�(Good�Software)�인증�획득��
•�2011년�보건복지부장관상�수상�
•�2012년�제5회빌딩산업전�참가�
•�2013년�Delta�Controls�사�국내�대리점�계약�체결�
•�2013년�HVAC�Control�System�BTL�인증�획득�
•�2014년�미국�Light�Fair�조명전시회�출품,�가을세미나�개최�및�무선디밍모듈�출시�
•�2015년�홈스위치�및�스마트폰앱프로그램�출시�
•�2017년�미국�필라델피아�LIGHT�FAIR�조명전시회�출품,�회사명�변경�:�엠알바스�
•�2017년�6월16일�문정동법조단지로�사무실�이전�
•�2018년�1월2일�Web�Based�Software�“WeBAS”�출시�
•�2018년3월18일�-�23일�독일�프랑크푸르트�Building�+�Light�전시회�참여�
•�2018년5월8일�-�10일�미국�시카고�Light�Fair�전시회�참여�
•�2018년10월31일�-�소기업공동투자�“빌딩에너지절감제어시스템”�출시

1991 20021993 2000 2004 2011 2012 / 2013/2014/2015/2018

GE TLC SmarTLC,

Smartrol 

Software

SLCTeletrol BAS
ELC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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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조명제어의�History

1991, TLC 2000, SLC 2000, SmarTLC & 
Smartrol 

2011, ILC2012, 4sRM OF ELC

2014, 6sRM OF ELC

2012, SCU OF ELC

2014, 4eRM OF ELC

2015, 6eRM OF ELC

2014, STS

2014, DALI DIMMING MODULE 2015, Wireless DIMMING MODULE 

2016, Smart Phone APP 2016, Home Switches 2017, Web Base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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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2019
mrbas's
Event

1

2

4

May 21th - 23th 

Philadelphia Light Fair 참여 

3

2019춘계학술대회 신기술,우수제품전

시회(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참가 

참여. 2019년5월15일-17일

소기업공동투자 아이템 “ 전력사용량제어시스

템” 회원사 원주 워크샵(2019년1월18일-19일)

조달우수제품 취득 기념 고객초청세미나 

2019년7월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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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26일 창립30주년 기념행사 시,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회사소개

�회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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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전경�및�주소

본사�:�

주소�:�05836,�서울시�송파구�법원로9길�26,에이치

비지니스파크�C동�1103호�

Tel�:�82-2-568-8311�

Fax�:�050-8090-7445�

Web�:�www.mrbas.co.kr�

영문�Web�:�www.mrbas.co.kr

공장�:�

주소�:�196-36,��

경기도�안양시�만안구�덕천로72번길45(안양동)�

Tel�:�82-31-429-7935�

회사소개

영업팀

소회의실

대회의실

라운지

http://www.mrbas.co.kr
http://www.mrb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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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제휴선

회사명 관련�시스템��및�제품

GE�Lighting�Controls 조명제어시스템�

GE�Digital�Energy� 디지탈보호계전기,�메터

GE�IP PLC,��Cimplicity�Software

Delta�Controls 설비자동제어시스템

Leviton� 조명제어시스템�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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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AS  의 project story를 시작합니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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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HISTORY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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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HISTORY

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몰이�개장�12년을�맞이하고�있다.�유동인

구가�하루�20여만명으로�한국�최대의�쇼핑과�업무시설이�밀집되어�있는�

이�지역은�상업시설�면적만�46만4000m2�이다.��무역센터,�지하�쇼핑

몰,�켄벤션센터,�업무시설빌딩,�호텔,�백화점,�공항터미널등으로�이루어

져�유동인구와�시설에�대한�안전과�보호에�대해�항상�경계를�게을리�할�

수�없는�상황이다.��

우리�엠알�조명제어시스템은�공항터미널과�백화점,�호텔을�제외하

고�나머지�모든�지역(업무용�빌딩들,�쇼핑몰,�컨벤션센타등)을�위한�시스

템으로�설치되어�12년간�운영되고�있다.�매월1회�정기적인�시스템�점검

을�위한�유지보수�계약이�되어�있고,�시설관리�요원들의�완벽한�시스템�

숙지와�운영으로�한�번도�사고�없이�완벽한�조명제어를�구현하고�있다.��

이�곳�역시�우리�조명제어시스템의�완벽하고�신뢰성�있는�Stand�Alone

기능의�조명제어반들이�각�지역�전기실에�설치되어�있으며,�각�제어반은�

3단계�보호의�개념으로�운영되고�있다.�중앙감시반이�문제가�생겨도�조

명제어반�자체의�독립된�CPU,�릴레이�자체�직접�수동�조작할�수�있는�스

위치등이�이�3단계�보호의�개념을�실행�할�수�있다.��

새롭게�개선되어�출시한�제품들�역시�각�지역의�특성에�맞게�새롭게�

설치�운영되고�있다.�기존�시스템에�한층�UPGRADE된�제품들의�접목이�

용이하다�할�수�있다.�당사의�신제품�STS(Smart�Touch�Switch)는�다기

능�스위치로�적절히�새롭게�설치되리라�예상한다.�

삼성동�COEX�MALL

강원도�홍천�비발디�파크�내�소노펠리체�호텔�및�콘도�시설

연면적�132,873m2�로�강원도�홍천�비발디파크�내�5성급�고급�호

텔급�리조트�시설로�고객을�VVIP로�만들어�준다.�여름에는�오션월드를�

이용하고,�겨울에는�스키를�즐길�수�있고,�골프�매니아를�위하여�정규�18

홀과�퍼브릭�코스를�이용할�수�있다.��

당사�시스템은�전력,�조명,�설비�제어�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당

사�MMI�Software인�Smartrol은�여러�설비를�하나로�통합하고�연동제

어가�가능하며,�특히�그래픽�기능이�탁월하여�용이한�제어가�가능하다.�

전력감시를�위해�디지털계전기를�포함하여�계약�설치하였고,�조명제어

는�국산릴레이와�모듈로�콤팩트한�사이즈로�각�전기실에�설치하였다.��

설비제어는�GE�PLC�시스템을�설치하여�향후�유지보수�시��대명�시설팀�

요원에�의해서도�간단한�프로그램�변경등을�할�수�있게�끔하였다.�또한�

새로�신설되는�시설물에�대해�쉽게�제어반등을��추가로�연결�설치가�가

능한�장점이�있다.�

홍천�소노펠리체(전력/조명/설비시스템완벽�구축)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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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HISTORY

�당사에서는�국내�최초의�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의�전체�통합시스템을�구축하였다.신재

생에너지�복합단지는�전북부안에�부지�35만�6000㎡에�조성된�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지식경제부와�전라북도가�2004년부터�2011년에�걸쳐�8년�동안�총�사업비�1,000억원을�

들여�조성한�곳이다.�지난해�11월�10일�개최한�준공식에�김정관�지식경제부�제2차관,�김

완주�전북도지사를�비롯해�신재생에너지�분야산.학.연�관계자와�지역주민�등�총�2,000여

명이�참석해�준공식을�하였다.�이곳은�연구�중심의�실증�연구�단지,�기업�중심의�산업단

지,�일반인�체험�중심의�테마체험�단지등�3개�핵심�기능을�하나로�집적한�우리나라�최초

의�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다.�여기에�적용된�통합시스템을�당사에서�성공적으로�구축을�

완료하여�명실상부한�통합시스템�구축의�위상을�확립하였다.�

�당사에서는�자체�개발한�SMARTROL�소프트웨어�(GS인증�획득-정보통신부)를통해�태

양열�및�태양광�시스템�및�8개의�시스템을�유기적으로�연결하여�에너지관리�및��효율적인�

시스템�운영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였다.�또한�FMS시스템을�구축하여�통합시스

템과�연동하여�효율적인�시설�관리가��가능하도록�구축하였으며�ORACLE�DATABASE를�

적용하여�안정성�및�확장성을�확보하였다.�

통합시스템�

SI�시스템�:�설비,전력,조명,CCTV,승강기,�

���������소방,출입통제,태양열.태양광,�주차관제�

FMS�시스템

신재생에너지타운

��칸(Khan)리조트는�서울�강남권에서�40㎞�떨어진�경기도�포천�일동면에�워터파

크�스파�컨벤션센터�등을�갖춘�수도권�최대�규모의��리조트이다.�칸리조트는�6성

급�호텔을�지향하고�있다.�특히�수요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규모와�스타일

을�다양화했다.�빌라와�타워형으로�된�105∼513㎡(31~155평)형�7개�타입의�

총�428개�객실로�구성돼�있다.�.�

�244㎡(73평)이상의�객실은�몽골�제국을�세운�칭기즈칸에서�따온�왕이라는�뜻의�

'칸(Khan)'과�호화로운�대저택을�의미하는�'레지던스(Residence)'의�합성어인�'

칸시던스(Khansidence)'라는�브랜드로�특성화했다.��고대�마야문명의�모습으로�

인테리어한�워터파크도�자랑거리다.�'아쿠아디소'로�명명한�워터파크는�온천수

가�공급돼�4계절�이용이�가능하다.�스파와�파도풀장�등이�실내외에�마련돼�있다.�

또한�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초대형�슬라이더도�눈에�띈다.��

�칸리조트�통합시스템구축은�Ethernet��Network�기반을�토대로�BACNET�

OPC,Modbus�TCP�Protocol�,�IEC61850등�이더넷�프로토콜을�완벽하게�구연

하였으며�콘도�A동과�B동을�네트워크로�연결하여�실시간�백업이�가능하도록하

였으며��실시간으로�이벤트�및�경보를�송출�할�수��있도록�하였다.CCTV�또한�

Ethernet�방식으로�구축하였으며�IDIS�에서�SDK를�제공받아�당사에서�개발을�

완료하여�동시에�4개�구역을�감시할�수�있도록�구현하였으며�각�시스템과�유기

적으로�연동이�가능하며�특정구역의�이벤트�발생시�카메라�영상�및�위치�정보를�

정확하게�찾아�표현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통합시스템의�최적의�활

용�및�운영의�편리성에�주안점을�두어개발을�하였으며�특히�당사에서�적용한��

SMARTROL�소프트웨어는�정보통신부에서�GS(GoodSoft�ware)인증을�획득

한�제품으로�안정성�및�신뢰성을�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획득한�제품이다.

�칸리조트

통합시스템�구축�

�Item�:�설비,전력,조명,CCTV,�출입통제,승강기,객실관리,주차관제,�

조명제어:�1100�POINT�

전력제어�:�F650�(24SET)�+smartrol�PQM�(2SET)�

�����������������IEC61850�,�Modbus�TCP�Protocol�

설비제어�:�BACNET��OPC�PROTOCOL����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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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는�충청북도�청원군�오송읍에�조성된�생명과학단

지이다.��2010년10월11월�준공하여�보건복지부�산하�6대�국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

원,��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등이�오송생명과학단지로�성

공적인�이전을�수행하였다.�총면적은�400,245m2이며,�근무인원은�

2,400여명이다��

당사의�ILC시스템이�현재�16개동에�약�10,000개의�릴레이와�2천

여개의�스위치로�구성되어�설치�운영되고�있으며,�특히�일반실험동과�동

물실험실동에서는�각�등기구마다�ADDRESS를�부여하여,�각�등별�디밍

제어가�가능케하는��DAIL�시스템이�운영되고�있어,�조명의�밝기를�조정

해주며�각�실험에�대한�최적의�조건을�제공해�주고�있는�셈이다.��

그리고�국책기관으로서의�시설관리요원들은�항시�중앙통제실과�각�

15개동에서�항상�감시�운영이�가능하도록�별도의�PC에�조명제어�전용�

프로그램인�스마트롤을�숙지�운영하고�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최근�매장들�:��

잠실점,�월곡점,�김포점,�풍무점,�일산점,�고양터미널점,�킨텍스점,�시화

점,�안산고잔점,�안양점,�경기하남점,�상동점,�가좌점,�구월점,�계산점,�
인천논현점,�강릉점,�춘천점,�가오점,�청주�성안점,�천안점,�동춘점,�상인

점,�대구수성점,�부산서면점,�연산점,�장림점,�동구점,�북구점,�거제점,�
순천점,�전주효자점,�동광주점

홈플러스(Home�plus)는�이마트에�이어�시장점유율�2위를�차지하고�있

는�대한민국의�대형할인점�업체�이며,�당사에서는�최근�Open한�부산연

산점,�고양터미널점,�안동점등을�비롯하여� 50여개�매장의�조명제어를�

시공�설치하였다.�대형매장의�여건상�정전시에서�매장이�소등�여부에�따

라�인명�피해의�요소가�많아서,�Stand�Alone�기능이�완벽하며,�정복전�

시스템의�기능을�소화할�수�있는�조명제어반이�설계�시�부터�고려�되어

야�하므로,�당사�시스템이�최적의�시스템으로�인정되어�많은�지점에�설

치�시공되고�있다.�또한�당사의�Smatrol�소프트웨어를�통해�외부�가로등�

및�광고등�등을�일출,�일몰�시간에�맞추어�제어를�하며,�조도센서를�통해�

밖의�조도에�따라�에스카레이터에�설치된�할로겐등�및�여러�종류의�조명

을�제어�하므로�에너지�부분에서�많은�절전�효과를�보고있다.��

안동점�:�조명제어�시스템��제어Point�(RELAY)�:�781,�

�������������������������제어카드�(SRCC48)�:�24�

�������������������������구동카드�(SRRDC12)�:�69�

�������������������������조도센서�(RPCON)�:�1�

�������������������������인터페이스�장치�(SRLINK/RDPWR)�:�1�

 홈플러스 안동점

홈플러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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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미항�여수에�세워진�특1급�호텔인�여수�엠블호텔은�Most�

Valuable�Life의�약자�처럼�호텔에�투숙하는�것�만으로�인생의�가장�가치�

있는�순간을�보낼�수�있도록,�여러�서비스와�다양한�라이프�스타일을�제

공하는�고품격�호텔이다.�여수�엑스포�개막에�맞춰�다양한�볼거리와�오

동도의�절정을�맛�볼�수�있다.��

당사�시스템은�전력,�조명,�설비�제어�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당사�MMI인�SMARTROL로�모든�시스템을�인터페이스�하고�있으며�전력제어시스템

은�타사�제품인�LS�산전의�GIPAM,�GIMAC과�완벽하게�인터페이스�되어�있으며,�조명제어시스템은�GE�릴레이로�구성되어�건물내�공용부�및�경관조

명을�제어하고�있다.�설비제어시스템은�GE�PLC의�RX3i와�VERSAMAX�PLC로�구성되어�있으며�건물내�공조시스템�및�급탕,�난방�시스템을�제어하고�

감시하고�있다.��

�운영팀과의�다년간의�운영�노하우�교육�및�교류를�통해�조명제어,�GE�PLC의�포인트의�증설�후�스마트롤�포인트�및�그래픽�등록까지�원활히�할�수�있

도록�지원하고�있다.�

여수MVL호텔

신도림디큐브시티

서남부권의�새로운�문화�중심,�1,2호선의�접점인�신도림역에�위치한�디큐

브시티는�호텔,�주거,�문화,�먹거리와�공원이�공존하는�문화�복합공간으로

서�원형�건물과�자연공간이�연결된�하이브리드�쇼핑몰,�비즈니스의�메카

로�자리잡은�특1급�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쾌적한�디큐브아파트와�

오피스,�그리고�1300여석�규모의�공연장을�갖춘�아트센터,�1만여�평의�다

양한�테마공간을�갖춘�디큐브파크로�구성되어�있다.�이와�같이�다양한�먹

거리와�볼거리를�한번에�해결할�수�있는�서남부권의�새로운�랜드마크로�

부각되고�있다.�

디큐브아파트(51층)의�모든�공용부와�디큐브오피스(9~25층)의�실내�조명제어를�국산�릴레이(LR9P)로�시공하였으며�오피스�15층의�조명제어는�

DALI(Digital�Addressable�Lighting�Interface)�콘트롤러�및�터치스위치로�운영하고�있다.�전력제어시스템은�디큐브시티�내의�열병합발전소에서�

메인�전원을�공급받아�GE�계전기(F650),�GE�디지털메터(EPM5500)으로�제어�및�감시를�하고�있다.��

조명제어�:�주거(MLC�1300여�포인트),�비주거(MLC�660여�포인트)�

전력제어�:�GE�F650,�GE�EPM5500,�GE�FANUC�V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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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버랜드

리조트�면적�148만�8,000㎡(45만�평)이며�놀이공원�면적은�약�30만평�

규모이다.�서울�남쪽�35km,�영동고속도로�분기점에서�7km�지점에�있

으며,�1976년�4월�국내�최초의�가족공원인�용인자연농원으로�문을�열

었다,�그�후�1996년�3월�에버랜드로�개칭하였다��

�현재�에버랜드�전체를�엠알�조명제어시스템으로�운영�중에�있으며�에버

랜드(놀이동산)�및�케리비안베이�등�전체조명제어�판넬�약�212곳을�제

어�중이다�특히�에버랜드(놀이동산)에는�조명제어�판넬�약40곳을�이더

넷�통신라인으로�제어�하고�있으며�케리비안베이는�조명제어�판넬�약�

70곳을�운영하고�글로벌페어는�판넬�약�40곳을�운영�중에�있다�

�전기히터�및�야외분수대�및�공조기동작도�당사�조명제어�릴레이에�연결

하여�시간대별�스케쥴로�운영�되고�있다��

�에버랜드�부지�전체를�당사�조명제어�뿐만�아니라�공조기�야외분수대�

전기히터로�운영되니�시설관리요원들의�능숙하게�구현�하고�있다�

최근까지도�추가시설에�당사조명제어를�납품�중에�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은� 총길이� 5.7킬러미터이며� 면적은�

130ha에�달한다��

현재�당사�조명제어로�수원화성�전체를�제어�중에�있고�화성행궁�내에도�

당사조명제어시스템으로�운영�중에�있다.�

�현재�수원화성에�총�44개�판넬�중�화성행궁�10개�판넬이�운영�중에�있

으며,수원화성사업소에서�수원화성�전체를�제어해야�하는�문제로�많은�

어려움이�있었으나�판넬�전체를�무선통신을�이용해�거리상의�통신문제

를�해결하여�운영�되고�있다�

�당사조명제어�도입�전�에는�운영자들이�수원화성전체를�돌면서�조명을�

조작해야�했지만�현재�당사�조명제어시스템�도입�후�수원화성사업소에

서�컴퓨터로�간단히�조작하고�있으며�수원화성이�외부이다�보니�일출일

몰에�의한�조명제어�스케줄을�이용하여�운영자들의�편의를�제공�하고�있

다�

현재에도�추가공사로�인해�계속�납품�중에�있다�

�수원화성행궁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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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서는�전산망�전원�이상으로�인한�시스템�가동이�중지�되어서는�안되어야�하며�그�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것이�전력제어�시스템이다.�당
사에서는� 전산센터에� 꼭� 필요한� 디지털� 보호� 계전기� 및� 메타를� 적용하여� 전력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MMI�
(Smartrol�:�GS인증)를�이용하여�중앙통합관리시스템의�신뢰성을�확보하여�운영자들에게�큰�신뢰감을�심어�주고�있다.�또한,�타�현장에서�사용하
지�않았던�PQM-II�(전력품질분석장치)를�이용하여�고조파분석�및�발생원인�분석으로�효율적으로�운영관리를�할�수�있도록�하였다.�

DATA�CENTER�

�F650�:�79EA,�SR-745�:�6EA,�PQM-II�:�4EA,�DDC(VERSAMAX)�:�1SET,�중앙감시장치�일식�

BPR�CENTER�

F650�:�16EA,�EPM5500�:�24EA,�DDC(VERSAMAX)�:�1SET,�중앙감시장치�일식�

�우리금융상암센터는�마포구�상암동�DMC�단지�내�8,659㎡(2,619평)�

부지에�연면적�81,810㎡(24,748평),�지하�5층�및�지상�12층�규모로�진

도7의�강진에�견딜수�있도록�설계된�최첨단�IT센터로�2003년부터�기획,�

설계,�시공에�이르기까지�약�6년여에�걸쳐�추진진행�되어�왔으며�당사에

서는�설계�단계에서부터�전산센터에서�가장�중요한�전력제어�시스템에�

대해�설계를�반영하여�수주,�준공에�이르게�되었다.�

�우리은행�관계자는�“최첨단�기능을�갖춘�상암동�전산세터�이전으로�고

객에게�보다�편리하고�안전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

다.

우리은행전산센타

Item�:�전력,��조명제어(1,546�포인트)�

부산�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는�부산�해운대구�우동�1407번지에�

위치하고��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높은�건물로�조사�됐다.�

부산�위브�더�제니스는�주상복합건물로�규모는�지하�5층�~�70층,�80층�

까지�3개�동으로�이루어져�있고�2011년�12월�입주가�시작이�되었고,��

주�아이템으로는�조명제어(1,546포인트)로�A,�B,�C�동�공용부�조명�및�

경관조명을�컨트롤�할�수�있고,�경관조명�및�외부조명은�스케쥴�동작으

로�관리자들의�편리성과�효율성을�자랑하고�있다.

부산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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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KOREA�공장 ASE�Korea는�1999년�7월�대만의�대표적인�반도체�전문기업인�ASE�

Group이�경기도�파주에�위치한�Motorola의�반도체�사업부문을�인수하여�

설립한�회사로�1967년�설립된�이후�44년간�서구의�선진�경영기법�및�첨단�

반도체�기술을�국내에�도입하고�한국의�경제성장과�수출증대에�견인차�역

할을�해오고�있는�반도체�전문기업입니다.  

 

ASE�Korea는�세계유수의�기업을�대상으로�자동차용�파워�IC,�의료�및�공

업용�센서,�무선�통신용�증폭기�등�고객의�사양에�맞는�각종�반도체를�제조

하고�테스팅�하는�토탈�솔루션을�제공하고�있으며�부가가치가�높은�차세대�

신제품�개발을�위해�꾸준히�투자하고�있는�회사입니다.�

당사는�ASE�Korea의�메인변전실�부터�부속변전실의�디지털�보호�시스템

을�성공리에�구축하여�안정적인�운영을�하고�있으며�최적의�시스템�운영을�

위해�정기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ASE�Korea에�적용된�제품은�GE�사의�F650�Protection�Relay�제품과�

PQMII�(Power�Quality�Meter)�전력품질�분석계측기�그리고�저압반에�

EPM5500�제품이�설치되어�보호계전�및�전력품질의�관리를�책임지고�있

습니다.

세종시정부청사2단계2구역 신기술의 조명제어시스템 성공적 설치

��2013년11월15일은�우리�엠알바스의�조명제어시스템의�한�단계�UPGRADE

되는�날이었다.�국내�최초로,�대형�프로젝트인�세종시�정부청사에�LED등기구�약�

1만개에�우리의�DALI�MODULE과�무선모듈이�등기구�별로�설치되어�개별디밍

제어가�되는�시스템을�구축하는�뜻�깊은�날이기�때문이다.�여러�소규모�현장에

서�달리모듈과�무선모듈을�설치한�예들은�있지만,�이렇게�중요한�프로젝트에�1

만개이상의�개별�모듈이�설치되어�신뢰성�있게�제어될�수�있는�기술력을�보유한�

업체로서는�우리�엠알바스�처음이라�할�수�있다.�공용지역은�ON/OFF�릴레이로�

제어되며,�사무실지역은��DALI모듈에�의해�각�개별�디밍제어가�조도�및�스케쥴

에�따라�자동으로�제어되는�것이다.�주차장지역은�동체감지기에�의해�무선디밍

모듈이�된다.�중앙감시반의�우리�Smartrol�소프트웨어는�토탈�관제점수�약�

15,000점을�원활하게�관리하며,�감시와�제어�기능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시

설팀에게�조명관리�편리성을�제공하였다.�또한�최근�유사한�공공기관�프로젝트

에서�우리의�조명제어시스템을�관심있게�보고�있다.��

<이�시스템의�적용에�대해�관심있는�고객여러분은�망설이지�말고�우리�영업팀

에게�연락�주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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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HISTORY

한류월드호텔(대명엠블호텔)

스위트룸�34실,�스탠더드�일반실�343실�등�총�377실�규모로,�5개의�연

회장,�피트니스�클럽,�비즈니스센터,�4개의�고급�레스토랑을�갖춘�대지

면적�7천189㎡,�건축연면적�4만7천304㎡에�지하�4층·지상�20층의�특

1등급�호텔이다.�브랜드명인�엠블(the�MVL)은�‘the�Most�Valuable�

Life’의�약자로�가장�가치�있는�삶이란�뜻을�담고�있다.

당사�2012년부터�자동제어�시스템의�공급업체로�참여하여�현재�준공을�

앞두고�있다.�설비,�전력,�조명제어�전반에�걸쳐�시스템을�제공하였고,�각�

시스템은�상호�연동제어와�BACK�UP의�기능을�가지고,�효율적인�BAS�시

스템을�구현하고�있다.�한류의�바람으로�동남아�지역의�관광객들이�점차�

증가�하고�있는�추세에�이�호텔은�쾌적한�환경을�외국�관광객들에�제공하

고�있고,�우리의�자동제어�시스템은�안정된�시스템과�신뢰감으로�호텔의�

주요�장비로서�일조를�하고�있다.�

전기실

S/E

Ethernet

EPM5500

RTU

전 력 제 어 조 명 제 어

RLINK

조명제어반

Program SW

설비제어

상호 BACKUP

설 비 제 어

주요납품실적

전력/조명제어 

F650
S/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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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정부청사(1단계2구역)

�2012년12월말�세종시1단계�정부청사의�개청식이�있었다.�당사의�조명제어시스템은�청사의�전�지역인�사무실,�회의실,�복도,�계단,�주차장,�공용지

역등에�걸쳐�설치되어�에너지�절감시스템으로서,�그리고�효율적인�조명관리시스템으로서,�첨단�빌딩의�기능에�한�몫을�다했다.�

�기존의�빌딩은�수직으로�층수를�높여�건축물을�형성하는�데�반하여,�이�정부청사의�건축물은�조감도에서�보시다시피,�자연의�녹지를�살리는�데�주안

점을�두었고,��낮은�층수(지상�5층-�7층)로�각�부처�사무동과�연결되어�하나의�정부�업무를�지향하는�의미를�두었다.�새로운�정부청사로서의�이미지는�

자연의�녹지를�상징하는�환경의�GREEN�IMAGE와��상호�부처간의�COMMUNICATION에�중점을�두었다고�본다.���.�

��그래서,�당사의�시스템은�기존의�빌딩에서와�같은�수직�시공방법에서�수평�시공방법으로�전환하여�그�기본�틀을�잡았다.�수평으로�이동하는�데이타�

라인으로�아무래도�전송거리가�다른�건축물에�비해�상당히�길어,��장거리�통신에�대한�장비와�시공방법을�채택하였다.�1단계2구역의�프로젝트는��A

동,�B동,�C동,�D동,�E동,�F동,�G동,�H동으로�이루어졌고,��D동에서�통합�서버를�운영하여,�전체�사무동의�조명제어시스템을�관리하였다.�그리고�각�동

에서는��CLIENT�시스템을�두고�각�동별�독립된�시스템�운영도�가능하게�하여,�중앙�서버의�고장시에도�각�동은�독립된�시스템으로도�유지할�수�있게�

하였다.�전체�제어�릴레이수는�10,500개,�스위치는�1,400개가�넘는�총�연면적�21만m2의�대형프로젝트이며,�조명제어반도�무려�120개가�설치되어�

운영되고�있다.�이렇게�큰�대형�프로젝트인데도�불구하고,�당사�시스템은�다음과�같은�특징적인�장점을�최대한�살려�운영되고�있다.��

..�Stand�Alone의�조명제어반�:�중앙�CPU가�불능이�되더라도,�현장조명제어반은�독립된�CPU가�내장되어�지속적인�조명제어�운영이�가능하다.�

..�자기진단기능�:�현장의�릴레이,�스위치,�데이타라인,�제어카드등이�하나라도�고장이�나거나,�동작신호에�불능상태가�되면,�중앙관제장치에�그�상태

가�경보로�자동�표시된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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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나주사옥

광주�전남혁신도시�전력로에�건설한�한전나주사옥은�연면적�9만9,307제곱미터�지상31층(154미터)�규모로�광주전남지역�최고층�빌딩으로�지역의�

새로운�랜드마크가�될�것으로�전망된다.�

여기에�당사에서는�전력�및�조명제어(총2,580포인트,�조명제어반�107면,�프로그램스위치�546개,�조도센서�44개,�DALI�시스템,�스마트터치스위치�

134개)를�설치하였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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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나주사옥

한전나주사옥 조명제어시스템 구성도

ELC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조명제어가 구현되는 빌딩으로 ON/OFF제어와 LED 디밍제어가 적절히 조화롭게 유지되는 프로젝트
이다.  

2014년11월6일�준공이�된�한전본사사옥은�광주전남혁신도시의�랜드마크이다.�우리�엠알바스의�최첨단�조명제어시스템인�ELC시스템이�구축되

었다.�사무공간에�대한�ON/OFF제어와�DALI�디밍모듈을�이용한�디밍제어는�재실감지기,�조도감지기,�스마트터치스위치등에�의해�조화롭게�제어

되며,�에너지�절감을�극대화�하였다.��

재실감지기는�초음파감지기능과�적외선열선감기기능이�함께�있는�이중형�센서�구조로�감지�범위�또한�양방향형으로�광범위한�지역의�움직이는�

사람과�물체를�감지하여,�조명을�제어하도록�하였다.�사무실�공간에는�LED조명으로DALI디밍모듈이�각�등기구�별로�설치되어,�각�등기구�별로�각

각�디밍제어가�가능하다.�따라서,�창가지역�및�각�사무실�구역별로�사전에�설정된��SCENE�제어가�가능하여,�필요시에는�STS(스마트터치스위치)

에서�SCENE�제어�및�각�등기구별�개별�디밍수동조작도�가능하도록�하였다.�또한,�각�릴레이�및�디밍모듈�별�자기진단기능으로�고장유무를�중앙

감시반의��PC에�의해서�파악을�하여�신속한�유지보수도�가능하도록�하였다.��

�다양한�기능과�Stand�Alone�Controller가�내장된�제어�모듈과�센서�및�스위치,�그리고�BTL인증�및�GS인증을�획득한�소프트웨어로�무장한�ELC

시스템은�명실상부한�세계�최고의�조명제어시스템으로,�한국의�전력�중심�콘트롤�타워인�한전본사옥에서�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것이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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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건설한 한전KDN은 연면적 46,286제곱미터 지상18층 규모로 전력 ICT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스마트그리
드 및 통합형 BEMS등 최고의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친환경적인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건축물로 각종 인증의 최상위 등급을 구
현한 스마트 빌딩이다.  

2014년10월말�준공이�된�한전KDN에는�당사의�조명제어시스템인�ELC시스템이�설치되었다.�한전나주사옥과�같은�조명�ON/OFF제어와�DALI�방식

의�LED�디밍제어�기능등이�적용되었다.�특히�에너지절약형�건물의�위상에�맞게,�조명제어시스템은�각�사무공간별로�적절히�적용되어,�사무실�실내�

지역은�각�LED등기구별�디밍제어가�가능하고,�창가지역은�조도센서에�의해�등기구별�디밍제어가�가능하다.�사무실�지역에는�프로그램스위치와�스

마트터치스위치가�적절히�배치되어�그룹�및�SCENE별�제어가�가능하다.�공용부분인�로비와�복도,�엘리베이터홀에는�회로별�ON/OFF제어를�시간대

별�제어로�처리하였다.��

�중앙감시장치에서�각�회로별,�등기구별�상태�감시가�가능하고,�자기진단기능에�의해,�통신라인,�각종�제어반�및�릴레이,�달리모듈등의�상태를�감시

하고,�고장이나�불능시에는�소프트웨어상에�그�고장�유무�현황이�나타나�바로�유지보수�조치가�가능하다.��

또한,�각�조명제어반은�독립된�CPU가�내장되어�중앙감시장치나�통신라인이�고장나거나�불능이�되더라도,�각�제어반에서는�본연의�스케줄제어�및�사

전�설정된�프로그램제어가�24시간�지속적으로�제어�가능하다.��

�특히�스마트터치스위치는�3페이지�화면까지�각종�스위치�버튼과�배경화면�입력이�가능하고,�그룹�ON/OFF�수동조작�및�사전설정된�SCENE모드�제

어�버튼�조작이�가능한�다기능스위치등이�있어�편리하게�운영된다.�이�스마트터치스위치의�LCD에�나타나는�화면은�고급스런�디자인으로�건물의�가

치를�높이는�데�일조하고�있기도�한다.��한전KDN이라는�IT회사에�걸맞는�디자인으로�가치를�표현하기에�한치에�오차도�없을�것이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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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3단계1,2구역

2014년, 년초 부터 대형프로젝트의 반열에 올라있던 세종시정부청사 마지막 공사분인 3단계 공사를 우리 엠알이 1,2구역 모두를 조
달청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당당히 수주하여 업계에 우리 엠알의 이름이 다시 한번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은�우리�엠알이�국내에서�당당히�조명제어�선두주자로�올라서는�원년이�되었다고�볼�수�있다.�경쟁사들이�예전�시스템을�고수하고�금액만을�

낮추어�수주에�전념하는�사이,�우리�엠알은�금액보다는�기술과�신기술�개발에�투자한�결과로서�당당히�조달청�협상에�의한�제안�입찰에서�연거푸�1등

으로�수주를�하여,�업계에�파장을�일으켰다.�이러한�결과물로�이�프로젝트는�공사를�착수하였고,�단계적으로�정확한�공정에�의한�자재�공급과�설치�시

운전으로�공사를�성공적으로�마쳐,�제안서에서�제시한�기술과�설치�및�시운전의�완벽�시공�약속을�정확히�지킬�수�있었다.��그�결과�우리는�당당히�가

을세미나에�이�프로젝트의�성공담에�대해�언급�할�수�있었다.�약속과�실행이�일치한�결과물로�이�프로젝트는�성공적인�조명제어의�현장으로�유지�될�

것이다.��

�세종시�1단계와�2단계�공사에도�참여한�당사는�그�경험을�바탕으로�3단계�공사에는�차질없는�공정과�정확한�시공을�완수하였고,�조금�더�아이디어

가�가미된�제품과�기술을�설치하여,�좀�더�편리한�조명제어시스템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였다.��

�3단계1구역에는,�ON/OFF�포인트가�658개,�조명제어반�38면,�프로그램스위치�128개,�조도센서�76개,�달리마스터�120개,�달리스위치�40개,�스마

트터치스위치�80개,�달리디밍모듈�5,496개�설치되었고.�

�3단계2구역에는�ON/OFF�포인트가�1,440개,�조명제어반�58면,�프로그램스위치�245개,�조도센서�137개,�달리마스터�155개,�달리스위치�402개,�

스마트터치스위치�108개,�달리디밍모듈�6,919개가�설치되었다.��

�달리디밍모듈이�세계에서�단일�시스템�구성상,�가장�많이�설치된�프로젝트로�자리매김할�프로젝트임이�틀림이�없다.�우리의�달리시스템�기술은�이

제�누구도�무시하지�못하는�기술로�평가되리라�본다.�유럽에서�개발된�DALI�통신기술이�한국에서�우리�엠알에�의해�대형프로젝트에서�성공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는�것은�아직�세계�시장에�알려지지�않고�있지만,�차츰�입소문에�의해�그�결과물에�대해�많은�전문가들이�인정하기에�이르렀다.�당사

의��ELC시스템과��Smartrol소프트웨어에서�1만개�이상의�달리디밍모듈을�연결�통신하여도,�이상없이�잘�운영되고�있고,�상태감시�및�고장유무�파악

등이�원활히�되고�있는�그�기술력에�누구도�이러한�결과물을�실적으로�증명해�줄�수�있겠나.�라고�당당히�우리�엠알은�말�할�수�있는�프로젝트�실적으

로서의��가치를�찾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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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2월드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을 떠나서,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자리잡기에 손색이 없는 프로젝트이다. 저
층부 준공이 되고 개장이 최근 2014년10월13일부터 15일에 걸쳐 있었고, 우리 엠알은 개장에 맞추어 대형프로젝트의 등기구 하나
하나의 등라인 체크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2017년초 우리 엠알은 고층부 조명제어시스템도 완벽하게 완공시켰다.  

2014년10월13일�드디어�에비뉴엘동�부터�개장이�되고,�쇼핑몰동,�엔터테이먼트동�순으로�개장이�되어�일반인들에게�그�위용을�드러냈다.�고급스
런�실내�인테리어와�장식물들,�그리고�럭셔리한�매장들의�윤곽이�나타나면서,�역시�롯데�쇼핑몰의�진가가�드러났고,�아직�타워동이�시공�중�인데도�
불구하고,�많은�일반고객과�관광객들의�명소로�자리잡아�가고�있다.�이러한�이면에는�롯데측�시공�관련회사와�수많은�협력회사들의�노력이�있었다
는�것은�자명한�일이었다.��

��2013년초�우리엠알의�조명제어시스템은�롯데건설�조명제어분야�협력업체간의�입찰에서�최저가�입찰로�채택�되었다.�건축의�단계적�시공과�더불
어,�우리�엠알시스템�역시�단계적으로�납품되어�시공�되었고,�이�공사에서�특별한�시공의�예는,��통신라인을�기존�범용�LAN�망을�활용한�것이었다.�
각�층,�각�지역별로�기�설치되어있는�통신망에�컨버터�역할을�할�수�있는�우리�SCU(System�Communication�Unit)들을�연결하여�통신을�구축하였
다.�총�30개�이상의�SCU를�설치하여�기존�LAN망을�조명제어�통신라인으로�활용하였고,�100Mbps의�통신속도로��원활하고�신속한�통신망을�확보�
할�수�있었다.��

�그리고�,�조명제어시스템의�또하나의�특징으로,�일반고객들이�다니는�지역에는�스위치가�전혀�설치되지�않아,�고객에�의해�조명이�꺼지는�일이�없
도록�하였다.�우리�엠알의�ELC시스템은�각�조명제어반에�LED가�각�릴레이별로�상태감시가�가능하여�현장�전기실에서도�ON/OFF�현황을�파악하며,�
시설요원에�의해서�수동으로�조작�할�수�있도록�하였다.�필요시�바로�가까운�전기실에서�현장�제어가�가능토록�하였다.��

�대형�매장에서는�추가로�우리�엠알�조명제어�소프트웨어를�추가로�설치하여,�매장�전체의�조명�상태감시와�그래픽화면을�보면서�원격제어가�가능
하도록�하였다.��

�메인�중앙감시반,�그리고��통합감시센터,�매장�PC에서�상호�동시�원격제어�및�상태�감시가�가능한�시스템으로�운영�되면서,�우리�엠알의�조명제어
시스템은�편리한�운영시스템으로�롯데시설팀의�손발이�되는�시스템으로�인정받는�데�손색이�없었다.��

�고층부�조명제어시스템은�각층에�SCU를�설치하여�기존�IBS의�LAN망을�조명제어�통신라인으로�활용하여,�고층부�ON/OFF릴레이�약�7천개,�달리
디밍모듈�12,000개와�각�회로의�전력량�감시�포인트들에�대한�통신속도와�통신트래픽�문제를�해소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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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주상복합빌딩

�수원시�광교지역에�건립된�이�프로젝트는�롯데아울렛,�영화관,�오피스텔의�복합�

빌딩으로�광교지역의�랜드마크로�자리를�잡고�있다.��

�시스템은�SI,�FMS,�BEMS,�설비자동제어시스템,�전력�및�조명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중앙에서는�서버�이중화로�메인�시스템의�다운시에도�Stand�by�

Server에�의해�24시간�중단없이�가동되고�있다.��

�또한,�판매시설,�영화관,�오피스텔�별로�자동제어시스템은�중앙감시반을�별도로�

운영하고�있어,�각�프로젝트�별,�독립된�제어로�안정된�시스템�운영을�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의�주요�특징은,�설비자동제어시스템에서는�인버터와�복합밸브를�설치하

여,�좀더�안정되고�안락한�공조설비�제어의�기능을�제공하고�있다.��

�전력제어시스템의�경우,�수배전반에�GE�IEC61850계전기를�채택하여,�안정된�

전력공급라인을�구축하였다.�

�조명제어시스템의�경우,�Stand�Alone제어반을�채택하여,�각�지역별�독립된�제

어와�시스템�다운에�대한�걱정없이�24시간�안정된�시스템으로의�기능을�제공하

고�있다.�

통합모니터링

전력/조명제어 통합SI/FMS�BACKUP통합SI/FMS�서버 통합SI/FMS�CLIENT

지하1층�방재실

Ethernet

Ethernet

전력/조명제어기계설비

<판매시설>

HUB

M-LINK

<판매시설�및�영화관�전력/조명제어> <판매시설�설비제어> <영화관�설비제어>

HUB

M-LINK

<오피스텔�전력/조명제어>

<오피스텔>

전력/조명제어기계설비기계설비

<영화관>

WALL�CONTROLLER DVI1

지하8층�중앙감시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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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HISTORY CJ�R&D�센터

조명제어(Relay)�바이오동 조명제어(Relay)�식품동

조명제어(Relay)�부속동 조명제어(Relay/Dimming)�제약동

전력감시 전력/조명설비�감시 전력/조명설비�감시

본동�지하3층 본동�지하1층�전기감시실 PILOT동�콘트롤룸

Ethernet

조명제어�

-�LCP�:�54EA�/�SCU:�9EA�/�DC�:�97EA

�수원에�위치한�CJ�통합연구소는�CJ로고를�형상화�한�지상�15층,�연면적�107,095

제곱미터의�R&D연구소�건물입니다.�

��중앙의�감시반은�본동�지하3층에��전력감시용�감시반,�본동�지하1층�전기감시실

에�전력�및�조명제어�감시반,�그리고�PILOT동�콘트롤룸에�전력�및�조명제어�감시

반�장치가�설치되어,�각�동의�전력�및�조명제어의�감시�및�제어를�하고�있다.��

�전력감시의�경우는�기존�수배전반�업체에서�납품한�전력용�보호계전기의�각종�

아나로그�및�경보,�상태�포인트를�감시하고�있다.��

�조명제어의�경우는�릴레이�on/off�제어반과�달리디밍모듈을�적절히�설치하여,�

회로제어�및�각�LED조명등기구�제어를�개별적으로�하고�있으며,�곳곳에�Smart�

Touch�Switch를�설치하여,�현장에서의�그룹�및�개별,�그리고�Scene�제어를�원활

히�하고�있다.��

�전력제어시스템의�경우,�각�회로�별,�지역별�전력량을�검침하고�감시하기위한�기

존�원격검침용�장치와�연결되어,�중앙에서�전력량을�검침하기도�한다.��

�조명제어시스템의�경우,�Stand�Alone제어반을�채택하여,�각�지역별�독립된�제

어와�시스템�다운에�대한�걱정없이�24시간�안정된�시스템으로의�기능을�제공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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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복합빌딩

통합SI/FMS�BACKUP
통합SI/FMS�서버

통합SI/FMS�CLIENT
Ethernet

Ethernet

조명제어

HUB

M-LINK

전력제어 �설비제어

기계설비

�중앙감시실

전력제어

�조명제어

남악신도시는�A동�지상�3층,�B동�지상�2층,�공용부로�

구성되어있는�복합빌딩이다.�

엠알바스는�이�현장에�설비,�전력,�조명제어,�통합SI,�

FMS,통합모니토링시스템�까지�설치�완료하였다.��

전력제어�계전기�10대,�메타14개�및�현장제어반�11대

가�전력제어�설비로�설치�운영되고�있고,��

조명제어는�릴레이�약�1,152개,�프로그램스위치�18개�

설치되어�스케줄제어등�조명제어�설비로서�운영되고�있

다.�

그리고�설비자동제어는�입출력�총�포인트�1,418개로�

냉난방�및�공조시스템등�자동으로�운영되고�있다.��

또한�통합SI�및�FMS�시스템이�설치되어�상호�연동�및�

통합시스템으로서�전체�시스템을�원활하게�운영되게�하

였다.��

그리고�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설치하여,�중앙감시반에

서�전체�설비들에�대한�상황을�감시하는�기능으로�운영

하고�있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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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HISTORY

인천공항2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2017년 9월 완공 예정이고,  우리는 2016년말까지 
모든 조명제어시스템을 공급하였고, 현재 마무리 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미 인천공항 1단계, 2단계 및 교통센터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인천공항 
지역의 조건을 잘 알고 있다. 이 지역의 조명 제어는 다른 건물에 비해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고려한 
인프라의 시설물 중의 하나이다.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도, 시스템을 바로 교체 하여야 하고, 그 
교체하는 시간 동안에도 시스템의 유지가 가능토록, 이중화 및 독립형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착륙 및 이륙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항 환경을 고려한 항공운항스케줄과 연동한 서버를 활용하여 각 
탑승 지역의 조명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초에 개항된 1터미널의 시스템의 약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업
그레이드 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버의 이중화이며, 각 회로별 전류를 센싱하여 각 회로
별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회로별 전류센싱 기능은 15분간격으로 BEMS시스템
으로 데이타를 전송하여, 전체 에너지 관리에 도움을 준다.  

 각 조명제어반은 STAND ALONE 기능의 조
명제어모듈로 구성하여, 중앙감시반 또는 타 조
명제어반의 장애 발생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하
였다. 여름, 겨울철 스케줄제어 프로그램은 계절
별 재 설정할 필요가 없는 일몰 일출 스케줄 제
어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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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납품�실적�HISTORY

코오롱마곡연구소

주요납품실적

강서구 마곡동에 건설한 코오롱 미래 기술원은 연면적 7만 6,439 제곱미터 규모로 마곡지역에 연구 개발 시설이다. 
엠알바스는 실험실 시설, 관리 사무실 및 사교 공간을 ON/OFF 시스템과 DALI 디밍 시스템으로 접목되어 2018년 
3월에 성공리에 공사를 마쳤다.  이 연구소는 실질적인 코오롱그룹의 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물로  각 개인별 
부서별 조명의 효율적인 운영과 LEED인증 건축물로 조명제어시스템 역시 LEED인증 규격에 따른 설비를 요구하였
고, 그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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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N타워

주요납품실적

주요�납품�실적�HISTORY

  테헤란로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강남N타워는 연면적 5만평 25층 규모로 각층에 실외기실 공간을 두어 개
별 냉난방 설치에 효율적이며, 풍부한 전력용량(7,000 Kva) 제공 및 비상전력을 위한 2대의 발전기를 제공한다. 또
한 내진1등급 및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건축물에  최첨단 IBS기술이 도입되어 큰 
주목을 받고있다.  
  (주)엠알바스는 상기 현장의 건축 기획 단계 부터 설계에 참여하여, 2018년 9월 준공과 함께 첨단IT 시스템이 구현
되고 있다. 중앙관제장치의 서버이중화로 메인시스템의 이상시 에도  운영이 가능하며, 설비제어시스템은 고/저층부
에 설치되어 있는VAV 디퓨져를 적용하여 정압센서에 의한 급기팬 인버터 제어운전, 설정온도에 따른 냉/난방 복합
밸브의 비례제어 및 온습도에 따른 엔탈피운전등의 첨단 BAS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모든 공조기 및 열원설비펌프
는 각 센서에 의한 인버터 주파수를 PID AUTO TUNING에 의해 자동운전으로 되어 있어 에너지절감을 극대화 하
고, 전력제어시스템은 신뢰도가 높은 국제프로토콜 IEC61850계전기를 채택하여 안정된 전력공급라인을 구축하였
다. 
  조명제어시스템의 경우,  Stand Alone 조명제어반과 무선디밍모듈을 채택하여,각 지역별 독립된 제어와 시스템 
고장에 대한 걱정없이24시간 안정된 시스템으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 SI시스템에서 이벤트(화재,침입 등) 발생시 대형화면에 팝업으로 알리고, 개별시스템에 명령을 내려 상
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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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주요납품실적

주요�납품�실적�HISTORY

위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컨1부지 
시설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5,460m2 
도입시설 : 전시장, 컨벤션홀, 부대시설등(광장지하몰) 
사업기간 : 2014년 -2018년  

 광교중앙역, 경기도청 내 행정타운에서 백화점과 연계된 호수공원을 끼고 컨벤션센터가 기대와 흥분으로 기다리는 
광교입주민들에 격한 감동으로 준공되고 있다. 주변시설로는 갤러리아백화점, 관광호텔, 그리고 아쿠아리움등이 같
이 조성되며, 음악당인 오디토리움이 4단계공사에서 들어올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엠알바스의 조명제어시스템이 여러가지 형태의 시스템으로 적용되었다. 20암페어 래칭릴레이 
ON/OFF 조명제어시스템(810개 릴레이),  DALI LED Dimming System(LDM 1,028개), 무선디밍시스템
(WDM 1,658개) 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통합되어 운영된다.  디밍시스템이 LED등기구 별로 설치되어 개별 디밍 
및 그룹디밍, Scene 제어등이 가능하여, 전시장과 컨벤션의 기능을 극대화 시켜, 입주자 및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조
명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에는 동체감지센서가 장착된 무선디밍모듈이 설치되어, 차량의 이동 구간
으로 효율적인 조명이 제공된다. 평상시 30% 디밍제어를 유지하다가, 차량이난 사람이 감지되면, 90-100%디밍으
로 조명을 제공하여, 평상시 절전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한다.  
 조명제어와 전력제어가 하나의 엠알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어, 효과적인 전기에너지 절전 및 전력계통 관리를 유지
하는 안정된 컨벤션센터의 시설관리시스템으로 우리 엠알시스템은 시설관리팀으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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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1986~1994

동방�프라자�(1986) 금농예식장(1993) 아시아나�캐더링�(조명)

제일�은행�본점(1986) 대청역사(1993) 영도구청�(조명)

중앙�일보�사옥(1986) 대한방직사옥(1993) 영신정공�(조명)

POSCON�사옥�(1986) 대흥빌딩�(1993) 우성식품사옥�(조명,전력)

삼성전자�연구소�(1987) 매봉역사�(1993) 원실업천안공장�(조명)

진로유통센터(1987) 삼경빌딩�(1993) 원주공대�(조명)

COEX�무역센터�(1987) 쌍립빌딩�(1993) 일흥�스포츠�빌딩�(조명,�전력)

은석�빌딩�(1988) 아주산업�사옥(1993) 제일은행구본점

한무�호텔�(1988) 제일은행�부전동�(1993) 중상계농산물�센타(조명)

금성�일렉트론�공장�(1989) 조흥은행�호남본부�(1993) 중앙투자신탁

김포공항�신청사�(1989) 청주반도체�공장�(1993) 증권감독원�(조명)

대한항공�전산센터�(1989) 해태�관광�큰길타워�(1993)

동성빌딩�(1989) EXPO�선경관�(1993)

올림픽�청소년회관�(1989) EXPO�정보통신관�(1993)

럭키금성�연수원�(1990) EXPO�POSCON관�(1993)

한국�종합�전시장(1990) 경기은행�수원본부�(조명)

경남�은행(1991) 경암빌딩�(조명)

광화문�빌딩�(1991) 광안자모병원�(조명)

동양�시멘트�연구소�(1991) 금강사옥�(조명)

동자동�재개발�(1991) 금정순복음교회�(조명)

한국통신연구센터�(1991) 김포군민회관�(조명)

기독교�방송국�(1992) 남서울현장�(조명)

기아�사옥�별관�(1992) 리베라호텔�(조명)

만도기계연구소�(1992) 만종톨게이트�(조명)

신촌�그레이스�백화점 서귀포도서관�(조명)

영풍사옥�(1992) 서울�증권�(조명)

지역난방공사�사옥�(1992) 선경�도서관�(조명)

한전보령화력(1992) 승산타워�(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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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1995~1996

한국�산업�리스�사옥�(조명) 개능역사�(조명) 대동재개발현장(조명,�전력)

한신증권(강동)�(조명) 개화산역사�(조명) 다부�톨게이트�(조명)

화승레스피아�(조명,�전력) 거여�역사�(조명) 다성�톨게이트�(조명)

간호협회연수원�(조명) 거평도매센터�(조명) 대구�덕산빌딩�(조명)

�굽은다리�역사�(조명) 건대입구�역사�(조명) 대동�톨게이트�(조명)

김포�컨트리�클럽�(조명) 공덕역사�(조명) 대전�보훈병원�(조명)

남부하수처리장�(조명) 공릉역사�(조명) 동대문운동장�역사�(조명)

대구소석문화회관�(조명) 관악타워�(조명) 동아백화점�수성점�(조명)

대성선프라자�(조명,�전력) 광양물류센터�(조명) 마곡역사�(조명)

덕계�시장�(조명) 광주관로사무소�(조명) 마천역사�(조명)

동양전산센터�(조명) 광화문역사�(조명) 마포역사�(조명)

동양투자금융강남사옥�(조명) 구미�Network�센터�(조명) 매송�톨게이트�(조명)

마장역사(조명) 국제�전자�유통센터�(조명) 모란역사�(조명)

명일�역사(조명) 군위�톨게이트�(조명) 무교3지구�재개발�(조명)

부산�도시개발공사사옥 �그랜드�백화점�(전력)

부산일보사옥�(조명) 부산�금호�물류센터�(조명)

삼정개발사옥�(조명) 금호미술관�(조명)

서울삼성화재사옥 길동역사�(조명)

성남상대워너동시장�(조명) �김포공항2청사�(조명)

수영하수처리장�(조명) 김포공항�역사�(조명)

영등포�K�빌딩�(조명,�전력) 김포연결통로�(조명)

캄코공장(조명,�전력,�설비)� 까치산역사�(조명)

태석빌딩�(조명) 나산보라매�빌딩�(조명,�전력)

파라다이스호텔�(조명) 나산신당동패션센터�

한국�자동차�부품�연구소�(조명) 남대구역사�(조명)

한국전자�사옥�(조명) 남지�톨게이트�(조명)

한주통산사옥�(설비) 남포�프라자�(조명,�전력,�설비)

가산�톨게이트�(조명) 농심�사옥�(조명,�전력)

강남�성모병원�(조명) 농심사옥원격검침(원격검침)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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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1996~1997

발안�톨게이트�(조명)� 오목교역사�(조명) 한국타이어공장�(조명)

방이역사�(조명) 옥과�톨게이트�(조명) 행당역사�(조명)

방화역사�(조명) 옥천�톨게이트�(조명) 현충로역사�(조명)

보원무역빌딩�(조명) 올림픽�공원�역사�(조명) 현풍�톨게이트�(조명)

부산삼성생명사옥�(조명) 용마산�역사�(조명) 한정주상복합�(조명)

부산삼성화재사옥�(조명) 부산위생처리장�(조명) �LG�반도체�R동�(조명)

분당순복음교회�(설비)� 위성�스타렉스�(조명) PEC사옥�(조명)

분당�청구�백화점�(조명,�전기) 의성�톨게이트�(조명) T�수서오피스텔(�조명,�전력)

비봉�톨게이트�(조명) 의왕�톨게이트�(조명) 금호�1가�역사�(조명)

사가정역사�(조명) 인천의료원�(조명) 아원빌딩�(조명,�전력)

삼성화재�(수원)�(조명) 일직�톨게이트�(조명) 테크노마트�21�(조명)

서제천�톨게이트�(조명) 자연농원�BASSAR동� 서서울�톨게이트�(조명)

서춘천�톨게이트�(조명) 자연농원�워터파크� 서진프라자�(조명)

송정역사�(조명) 전주리베라호텔�(조명) 새말�톨게이트�(조명)

수락산�역사�(조명) 중앙산업사옥�(조명) 한화빌딩�(조명)

수진역사�(조명) 창녕�톨게이트�(조명) 운암빌딩�(조명,�전력)

동아백화점�주차빌딩�(조명) 창원실내체육관�(조명) 수서�백화점.(조명,�전력)

승주�톨게이트�(조명) 주암�톨게이트�(조명)

신대방�동주�상복합�빌딩�(조명) 중계�역사�(조명)

안동�톨게이트�(조명) 중부�리스�사옥�(조명,�전력)�

안중�톨게이트�(조명) 중소기업�연구원�(조명)

애오개�역사�(조명) 천안공장�(설비)

양평�역사�(조명) 천호지하주차장(조명)

어린이�대공원�역사�(조명) 춘천�톨게이트�(조명)

여의도�역사�(조명) 충남상호신용금고�(조명)

영등포�시장�역사�(조명) 칠서�톨게이트�(조명)

영등포�구청�주차장�(조명) 칠원톨게이트�(조명)

영산�톨게이트�(조명) 태능입구역사�(조명)

오금역사�(조명) 태흥건설사옥�(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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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1997~1998

충주시청사�(조명) 성당못�역사�(조명) 기장군청사�(조명)

대천한화콘도�(전력) 송현�역사�(조명) 수동�톨게이트�(조명)

설악�콘도�(조명,�전력) 중앙로�역사�(조명) 생초�톨게이트�(조명)

부평상호신용금고(전력) 반월당�역사�(조명) 산청�톨게이트�(조명)

희곡�톨게이트�(조명) 동막�역사�(조명) 분당�도서관�(설비)

삼성화재인천사옥�(조명) 동춘�역사�(조명) 국민연금�전북회관�(조명,�전력)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설비) 남인천�역사�(조명) 송파�제3기동대�청사�(설비)

서초동�정곡빌딩�남관�(설비) 신연수�역사�(조명) 안산�고잔�금강�아프트�(설비)

서초동�정곡빌딩�본관�(설비) 선학�역사�(조명) 증평한전사옥(설비)

중앙산업�사옥�(조명) 문학�역사�(조명) 풍양조씨회관(설비)

청주�농협물류센터�(조명) 인천�터미널�역사�(조명) 분당�성결�교회(설비)

목동�백화점�(조명,�전력) 예술회관�역사�(조명) 서울�신학대학(설비)

목동�과학�연구소�(전력) 인천�시청�역사�(조명) 여의도�녹지공원�(조명)

기산�코아�(전력) 간석�오거리�역사�(조명) 군인공제�회관�(조명,�전력,�커튼)

농협생활물자�-기흥(조명) 원통�역사�(조명) 대구동양�금융센터�(조명)

농협생활물자�-파주(조명) 동수�역사�(조명) 양양공항(조명)

대구은행연수원�(조명) 대한�송유관�공사�(조명) �수원�인계동�주상복합�(전력)

대아건설사옥�(조명) 광주�전자월드�(조명,�전력) 천호동�주상복합(조명,�전력,�원격검침)

광주계림동주상복합(조명,�전력) 세종문화회관(설비) 삼동�범창�콜드�프라자

남대구�역사�(조명) 수원중부경찰서(설비) 대전�동원증권�사옥�(조명)

나산클레프�여수점�(조명,전력) 팔당-조안간�조명제어(조명) 인천항만청�(전력)

월촌�역사�(조명) 월배�역사�(조명) 진천�역사�(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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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1999

양수대교�가로등�제어�(조명)� 천안�종합�운동장�(조명) 7호선�논현역사�(조명)�

연합철강�사옥�(�조명,�전력,�설비)� 중소기업�백화점�(조명) 7호선�반포역사�(조명)

원주경찰서�(조명,�전력,�설비)� 목포�기능�대학(설비)� 고속터미널�역사�(조명)�

정읍�시청사�(전력,�설비)� 철산�역사(조명) 동양�C.C�(조명)

ASEM�컨벤션�(조명) 가리봉�역사�(조명) PSK�공장�(설비)�

ASEM�오피스�(조명) 동산고�체육관�(조명) 롯데�마그넷�연수점�(전력)�

광주�코밀�백화점�(설비)� 대구�국제공항�(조명,�전력)� 7호선�이수역사�(조명)

춘천�실내�체육관�(조명) 온수역사�(조명) 7호선�내방역사�(조명)

대구텍�공장�(조명,�전력,�설비)�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조명) 6호선�봉화산�역사�(조명)

정�정형외과�(설비)� 구리�롯데�마그넷�(전력) 6호선�망원,�합정,�상수�역사�

대림�도곡�아크로빌�(�조명�,�전력)� 구로�성심�병원�(설비)� 6호선�삼각지,�공덕,�효창,�녹사평�역사

시흥�경찰서�(설비)� 부산대�병원�(설비)� 6호선�광흥창역사�(조명)

인천�귤현(101)�정거장�(조명) 창원�자전거�경기장�(등기구)� 인천국제공항�부대�관리�청사�

신흥대학�강의동�(설비) 군자�차량�기지�(조명) 중앙�일보�개보수�(조명)

신세계�E-MART(산본)�(조명) 분당�주차빌딩�(조명) 전주종합�운동장�(조명)

서초�복합빌딩�(설비) 분당�터미널�(조명) 이천�신세계�E-MART�(조명)

대구�신세계�E-MART�(조명) 삼성생명�개보수�(조명) 대구�월드컵�경기장

창원�경륜장�(조명) 가양�신세계�E-MART�(조명) 6호선�수색,�성산,�마포구청역사�

충북대�의료센타�(설비)� 하운대�신세계�E-MART�(조명) 이태원,�한강진,�버티고개,�약수역사

영주�영업소�(조명) 김포국제공항�전력개보수�(전력)� 롯데�마그세�강남점�(전력)

예천�영업소�(조명) 서산�종합�운동장�(조명,�전력)�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조명)

서울지검�남부지청�(조명,�전력)� 울산�월드컴�경기장�(조명,�전력)�

천안�종합�운동장�(조명) 과천시�노인복지회관�(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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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00~2001

무학�베스코아�(설비) 울산�공용�터미널�영화관�(전력)

대전�동물원�(전력) 세명대�한방�병원�(설비)�

롯데�마그넷�장림점�(전력) 무교공원�지하�주차장�(조명)

롯데�마그넷�대구점�(전력) 대한생명�부산�총국�(조명)

롯데�마그넷�상무점�(전력)� 나노�매트릭스�(설비)�

청주�산부인과�(설비)� 인천공항�여객터미널�추가공사

세계물산�공장동�(설비) 의재미술관�(조명)

6호선�총신대�환승�정거장� 갤럭시�내장산�관광호텔

실리콘�테크�공장�(설비) 마이다스�밸리(전력)�

여주대학�도서관�(설비) 롯데백화점�동래점�(전력)�

풍기�톨게이트�(조명) 마그넷�유성점�(전력)�

연합철강�추가공사�(설비) 마그넷�화성점�(전력)

분당�터미널�추가공사�(조명) 한국증권전산�원격�감시�시스템

154�역삼�변전소�(설비)� 이마트�동광주점�(조명)

광주�고지검�청사�(조명) 평택�순복음�교회�(설비)�

라이온�케미칼�(설비)� 마그넷�익산점�(전력)�

YTC�분당�사옥�(설비)� 마그넷�금천점�(전력)�

6호선�응암�역사�(조명) 울산�롯데�백화점/호텔/영화관

6호선�역촌�역사�(조명) 스펙트럼시티(전력)�

6호선�불광역사�(조명) 홈플러스�김포점�(조명)

6호선�독바위역사�(조명) 공주대�체육관�(조명)

6호선�연신내역사�(조명)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조명)

6호선�구산�역사�(조명) 익산�운동장�(조명)

오산�시청사�(조명,�전력) 무교�파이넨스�리모델링�(조명)�

분당�비전월드빌딩�(전력) 천안�종합�운동장�(조명)

신동아�화재�사옥�본점�(조명) 부산�대병원�응급�의료센터�

롯데백화점�포항점�(전력) 문학산�영업소�(조명)

창원�자전거�경기장�경관조명 한체대�빙산�경기장�(조명)

롯데�마그넷�의정부점�(전력) 자동차�부품�연구소�R동�(조명)

롯데�백화점�포항점�(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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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01~2003

김포공항�제�1청사�개보수 풍성�사우나�(설비) 아카데미�21�멀티플렉스

서울�경마장�(조명) 의주로�복합�시설(�설비) 우면산�터널�(조명)

예천�공항�(조명) 화성�야간�경관조명�(조명) 광양�체육관

강릉우편집중국�(조명) 홈플러스�광주�주암점�(조명) 구산�운동장�(조명)

유림문화원�(조명) 여수공항�확장공사 울산지방�경찰청�(조명)

전남�체육중학교�(조명) 대명콘도�(조명,전력)� 서울�지하철�냉방화�(4개�역사)

BYC�일산�매장�(조명) 신한반�평촌�지구�매장�(전력)� 광명�복지관(조명,�전력)

분당�홈시네마�Dimming�제어� 제주공항�(전력) 철도청�경인선(조명)

동대문�수련원�(조명) 용산�일산�산업사(원격) 한경�대학교��(조명�,�전력)

대신�교회�(조명) 부천�콜센터�(설비) 목포�자연사�박물관�(조명)

홍천�터널�(조명)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설비) 까르푸�안산점�

BYC�오산�매장�(조명) 비발디�직원숙소(설비) 동호대교�경관조명�(조명)

대전서부경찰서�Dimming�제어 삼성동�형우럭스빌�신축공사� 대전�예술의�전당�(조명)

여수�시청�경관�조명�(조명) 철도청�호남선(5개�역사)� 광안�대로�경관조명�(조명)

홈플러스�가좌점�(조명) 강동구민�체육센터�(조명) 도해가스�시설�육상,�해상�

조선�대학교�체육관�(조명) 보건�환경�연구원�(조명) 성문�교회�(설비)

목포�농수산물�센터�(전력) 에어시티몰�(조명) 전농동성당�(설비)�

삼성�엔지니어링�사옥�(조명) 미도파매트로�(전력) 성원쌍�데빌�(전력,�조명)

삼성생명�본사사옥�리노베이션 청신신학대학원�(조명) 롯데마트�천현점�(전력)

포스코트�(조명) 밀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 삼천포항�조명타워�(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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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03~2004

롯데�백화점�강남정�리뉴얼�(조명) 여수�공항�(전력)

스타월드�자동�제어�(설비) 파주운동장�조명탑�(조명)

장흥모텔�객식관리�및�Dimming제어� 고등광�기술�연구소�(조명)

덕양구청�가로등�점멸기�(조명) 여수공항�(조명)

성원�쌍데뷰�자동제어�(설비) 창원�오피스텔�(전력)�

광명�크로앙스�(조명) 대구�중앙로�역사�(조명)

대덕�연구단지�수영장�(조명) 여의도�순복음교회�시흥성전�(설비)

통영�우체국�청사�자동제어�(설비)� 롯데마트�마산점�(전력)

숭인동�복합�빌딩�(조명) 김포공항�국내선�(조명)

롯데�백화점�서대구점�(전력) 남원�춘향�테마파크�(조명)

롯데�마트�성정점�(전력) 양화대교�(조명)

롯데마트�전주점�(전력) 당산�철교�(조명)

롯데마트�통영점�(전력)� 반포대교�(조명)

남양�벌교�대교�(조명) 울진�공항�(조명,�전력)

연산토곡터널�(조명) 파주�출판물류센터

동해남부선�부전�역사�(조명) 강남�아카데미(설비)

여수대�실내�체육관�(조명) 철도청�분당선�(조명)

전민스포츠�문화센터�(조명) 삼성�화재�수원

대구�지하철�2호선�(조명) 연합�철강�사옥�리모델링�

롯데�백화점�노원점�(전력)� 방배동�주상�복합�(조명,�전력)

홈플러스�금천점�(조명) 홈플러스�시화점�(조명)

부천�시네마�(조명) 평택�순복음교회�(조명)

광명�크로앙스�(전력)� 제주도�야구장�(조명)

백궁�파라곤�오피스텔�(조명,�전력) 방배�동양파라곤�(조명,�전력)

삼천포�대교�가로등�제어�(조명) 호남선�두계�역사�(조명)

파미힐스�C.C�설비�공사�(설비) 한국전산원�(설비)

철도청�서울�역사�(조명) 방배동�주거빌딩�(전력)

롯데�백화점�노원점�개보수�(전력) 김포�불로동�수정�선교센터�(설비)

남포�교회�(조명) 구로�동광교회�(설비)

서초�오피스텔�(전력)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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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04

분당�야탑�금호로잔티움�오피스텔�(조명) 청신�빌리지�(조명)

기아화성공장�본관동�(조명) 청심�수련원�(조명)

백석학원�교육동�(조명) 돌산대교�(조명)

이화과선교�(조명) 국제전자�조명제어�유지보수�(조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옥�(조명) 강남보건서�전력�감시�(전력)�

평촌�동양그라테아�오피스텔�(전력) 국제전자�원격�검침�유지보수��(원격)�

엑스포�지하차도�(조명) 코엑스�프라임�추가�(조명)

바비엥서울�II�(조명,�전력)� 광주삼성생명�콜센터�(조명)

속초�신수로�(조명) 울산공항�점소등�기록장치�(항공등화)

화성야간�경관�조명�(조명) 부산실내빙상장��(조명)

일산광성교회�(조명) 한국토지공사�가로등�무선�점멸기�(조명)

국제전자센터�개보수�(전력) 속초시청�가로등�무선�점멸기�(조명)

여수대학교�(조명) 남양주시�가로등�점멸기(조명)

상계동�파로코�오피스텔�(원격�검침) 강서구청�가로등�점멸기(조명)

수유동�오피스텔�(원격�검침)� 은평구청�가로등�점멸기�(조명)

여의도�미주아파트�재건출�(조명�전력) 두산�연수원�(조명)

광명�프리머스�영화관�(조명) 로얄�C.C�클럽�(조명,�전력)

동원산업�시화물류센터�(조명) 군인공제회관�(조명)

기계�/포항�영업소�(조명) 삼성�에버랜드�(조명)

이천�성결�교회�(설비)� 남부지방�경찰청�(조명)

강남보건소�(설비)� 철도청�안산선�(조명)

성수동�이글타운�(조명�,�전력) 정림사지�전시관�(조명)

한국토지공사�인천�사옥�(조명,�전력)� 문양역사�차량기지�(조명)

청암�두산�위브센티움(조명,�전력) 용인동백지구아파트�(조명,�전력)

백석�학원�(전력) 양정롯데갤러리움주상복합�(조명,�전력)

평택항�(전력)

동신재건축�아파트�(설비)

합천�유물�전시관�(조명)

홈플러스�순천�조례점�(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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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05

인천�공무원�연수원�(조명) 약동�2지구(조명,전력)

성동구�문화정보센터�(설비) 포항�코아루(설비)

대치동�1003번지�(설비) 동서울대학�강의동(조명,�전력)

하남�문화예술회관�(조명) 두산/중동�위브더스테이트�3블럭(조명,�전력)

대전�지하철(조명) 바비엥�3�(조명,�전력)

생명일보�사옥(조명) �수락교회((조명)

목포사랑의�교회(설비) 용인동백지구(조명)

부산�온천장(전력) 위브더�스테이트�(조명,�전력)

송파구청(조명,�전력) 서산�동문동�아파트(신스위치)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설비) 천안�스포렉스(설비)

숭실대�형남공학관�(조명) 하나은행(디밍)

김해�연지공원�(조명) 동일�하이빌�(조명)

부산�신항만�(조명) 에버랜드�유스호스텔�(조명)

성동�문화회관(조명) 청심박물관(조명)

이천�중앙교회(설비) 오산원동�대림�아파트�(조명,�전력)

군산�영화관(조명) 청주공항�(전력)

인천�5,6부두(조명) 평택항�서부두�(조명)

평택만�컨테이너�부두(조명) 청심�박물관(조명)

명동�하나은행(조명,�전력) 김포공항�154변전소(전력)

단국대�도서관�(전력) 성동구청작은�도서관(설비)

분당�터미널(전력) 상암동�KGIT센터�(조명)

울산�공항�(전력) 제주�공항�레이더�송신소(전력)

선한�목자교회�(조명) 무안공항�레이더�시설(전력)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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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06

노고산동�오피스텔�(조명) 동부�C.C(조명)

역삼동�문화회관�(설비) 울진공항�가로등�제어�(조명)

미아�수유동�공영주차장�(조명) 단국대�용인캠퍼스메타�(전력)

신도림�테크노마트�(전력) 일산�성원쌍떼빌(씬스위치)

굿모닝�시티�(전력) 금융감독원�통의동청사�(조명)

단국대�천안�캠퍼스�(전력) 일산�MBC�제작센터(전력)

인천공항�2단계�탑승동�(조명) 대림�아크로텔(조명)

기흥�반도체�(조명)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조명,�전력)

중동�실크로드�W5블럭�(조명,�전력) 장항선�2개역사�(조명)

용인동�백지구�상록�아파트��(조명) 동두천�싸이언스타워(조명,전력,설비)

평택항�서부두�(조명) 농협대학�생활관,�원당사(조명)

하남�벤처타운(조명,�전력,�설비) 농협대학�협우관(조명)

계양역사�(조명) 중동�위브�IBS�무인택배�(조명)

대전�지하철�2단계�(조명) 평택항�동부두(조명,�전력)

대구�대봉동�주상복합�(조명,�전력) 홈플러스�거제점�(조명)

에버랜드�몽키랜드�(조명) 존슨메티�장안공장�(설비)

한국토지공사�광주전남�사옥�(조명) 대구�보강병원�(설비)

서울매트로�원방제어반�(설비) 인천공항�2단계공동구�(조명)

부산터널�(조명) 홈플러스�김포,�풍무점�(조명)

한국토지공사�광주�사옥�(조명,�전력) 에버랜드�통합사무실(조명)

창원�정성관(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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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07~2008

단국대�용인�캠퍼스�(전력) 아산�공설�운동장�(조명)

Coex�보육센터�(조명) 에버랜드�홀랜드�빌리지��(조명)

청주�사직�주상�복합(조명,�전력) 홈플러스�대전�가오점��(조명)

강남�CGV�(전력) 포스콘�사옥��(조명)

�동두천�싸이언스타워�(설비) 영주�판타시온�리조트�(조명,�전력)

DMC�첨단산업센터�(조명) 전남대�여수�캠퍼스�(조명)

장항선�대천�외�5개역사�(조명) 다보스�병원(조명,�전력)

설악대명콘도�(조명,�전력,�설비) GS�리테일�오산�후레쉬서브�공장

송도컨벤션센터�(조명,�전력) 김포�공항�스카이�파크(조명,�전력)

알펜시아�조성사업�(조명,�전력) 홈플러스�울산�동구점�(조명)

홈플러스�대구�상인점�(조명) BC카드�사옥(조명,�전력)

창원�운동장�(조명) 홈플러스�천안점�(조명)

크리스찬�선교센터(조명,�전력,�설비) 춘천�주경기장�(조명)

서초�신동아�오퓨러스�(조명,�전력,�설비) 현대�미포�조선�기숙사(조명,�전력)

대구�진천동�스카이렉스�(조명,�전력) 에버랜드�와일드�리버�(조명)

포항�유강�코아루�3,4�단지�(설비) 여의도�녹지공원��(조명)

롯데백화점�영등포점�(전력) 가천�길병원(조명,�전력)

송파�펀스타디움�(조명) 송도�아시아�트레이드�타워�(전력)

중동�위브�W5블럭�(조명,�전력) 홍천�소노펠리체�(조명,�전력,�설비)

�상암�IT타워�(조명,�전력) GS�문정�프라자�(조명)

인제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조명,�전력) 우리은행�전산센터(전력)

홈플러스�대구상인점�(조명) 두산�인프라코아�(전력)

용산씨티파크�(조명,�전력) 신도림�디큐브�시티�(조명,�전력)

에버랜드�우든코스터�(조명,�전력) 홈에버�안양점�외�10개점��(조명)

장항선�6개�역사�(조명) 김해�경전철�차량기지(조명)

청주�BYC(조명) 서울�시립대�종합�강의동(조명)

중앙선�3공구(조명)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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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09~2010

BYC�목동�(조명,�전력,�설비) �인천�비지니스�빌딩(조명,�전력,�원격검침)

기상청�(CTTS) ASEM�TOWER�(조명)

신촌�현대�영프라자�백화점(조명) 남양유업�중앙연구소�(조명,�디밍)

송도�컨벤션�센터�호텔�(전력) 쌍림동�업무시설�(조명,�전력)

에이스�3차�아파트형�공장�(조명,�전력) 홈플러스�하남점�(조명)

신구대학교�학생생활관�(조명) 홈플러스�킨텍스점�(조명,전력)

포스콘�반포사옥�(조명,�전력) 홈플러스�상봉점�(조명)

KBS�춘천�방송국�(전력) 홈플러스�인천�논현점�(조명)

STX�구미공장�(전력) 삼성생명�당산동�사옥�(조명)

부천�노인복지시설�(조명) 울진�공항�(조명,�전력,�SI,�FMS)

오송생명�과학단지�(조명) 행복도시�공동구�(조명)

도심공항�터미널�(조명) 잭니클라우스�골프장�(조명,�전력)

과천시�노인복지회관�(조명) 비발디�유스호스텔�(조명,�전력)

은평뉴타운�(조명,�전력) 김포공항�화물청사�(전력)

월곡�코업�스타클래스�(조명,�전력) 비발디파크�체리동�(조명,�전력)

김포�공항�국내선�관리�청사�(전력) 베트남�카이맵�(조명,�전력)

에이스�7차�아파트형�공장�(조명,�전력) 대구�클린로드�2개�역사�(기계,�설비)

대구�스타디움�(조명) 신재생�에너지�타운�(조명,�전력,�SI,�FMS)

인천�세계�도시축전�(조명) 회현동�주상복합�(조명)

동부화재�데이터센터IBS�(조명) 가산동�BYC�아파트형�공장�

주택공사�전북지사�(조명,�전력) WBC�센텀시티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조명,�전력) 베트남�카이맵�항만�공사

대구시�클린로드�조성공사�(자동제어) 보건환경연구원

정읍�안정성�연구센터�(조명,�전력) CMI�FIRE�INTERFACE�S/W�개발

울산�역사�통합�시스템�(조명,�전력) 대구�무역회관�(조명)

농촌�진흥청�환경�제어반�(자동제어) 현대백화점�울산점�(조명)

과천�실내�체육관(설비) ASE�코리아��(전력)

성락�교회(조명,�전력) 칸리조트�에너지

마포�타워(조명,�전력) 판교�테크노�벨리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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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원 울진원자력본부사옥�

태평로�빌딩� 평택�도일동�물류센터�

더존�IT�그룹�데이터�센터� 인천연수동�복합�쇼핑몰�

평택�험프리� 태안화력발전�설비건물�

신도림�디큐브�비주거�업무시설� 마산야구장�

신재생�에너지�풍력�시험동� 홈플러스�일산�터미널점�

김해경전철� 행복도시�공동구�1단계�

�궁내동�근생시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평택항양곡부두� 대전무역회관�

한국기술대학교� 여수공항전력제어�시스템�

인천공항철도� 애경백화점�증축공사�

진주독성�연구센터� 행복도시�1단계�2구역A�

ASEKOREAPHASE� 행복도시�1단계�2구역�B�

에이스�하이앤드�10차� 정부마산지방합동청사�

흑석4구역�쓰레기이송설비� 롯데백화점�노워너점�

대명단양리조트� 순천소형무인퀘도차사업�

대명리조트설악신선동� 설악델피노CC조명제어�

일산위브더제니스� 비발디오션부속�11동�조명�

여수엠블호텔� 설악델피노빌리지�자동설비제어�

망우로실개천친수공간� 대명리조트�쏠비치�조명�

대방일산지식센터� 용인영덕센트빌�

삼보판매지원시설� 대구�시민회관�

부산진세무서청사� 극동�코업스타클래스�

대명제주리조트외부조명� 순화동�오피스�

김포스카이파크� 일산한류월드�설비�자동제어�

과천종합복지관및종합문화회관� 영도�대교�

무안공항항공파견대� 대구�덕산�삼성생명�

영주판타시온리조트� 현대백화점�본점�

단국대�천안의과대학� 판교�전자�무역센터

�납품실적�현황�2011~2012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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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야구장 광명역사환승시설

국과수전력제어설비구매설치 대전문화동센트럴스타클래스

강남환경자원센터 잘만테크석수스마트타운

거제리조트신축공사 차병원판교연구원

홈플러스오산세교 부산국제금융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코엑스몰개보수

판교넥슨사옥전력제어 김포공항지하철연결통로

하남오피스텔 에이스하이테크시티2차

대명리조트거제전력조명 중국청두백화점

사천종합운동장 남산1호터널

소노펠리체CC클럽하우스및관수시설자동제어 동자동업무시설

성수동2가지식산업센터 가족여성프라자조명제어기

첨단에코에너지빌딩조명제어 송도ATT2013

김해부원역롯데마트신축사업 바카라원자력발전소

울진공항레이더송신소전력제어 세종시2단계2구역

용인신갈주상복합 롯데월드본점개보수

롯데슈퍼타워저층부조명제어 내포신도시공동구

잠실제2롯데월드타워동전력제어 기술표준원

잠실제2롯데월드몰전력제어 소노펠리체CC승마클럽

국민대학교기숙사 롯데월드본점개보수2차

광주하남현진에버빌아파트 세종시공동구2구간

고위험병원체관리 소노펠리체CC빌리지동

롯데월드본점전력제어HMI 롯데월드본점개보수3차

9호선2단계1차 다음제주사옥

�납품실적�현황�2013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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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14

오션월드�전력/조명 영도대교

김포공항�국제선청사 김포공항�국내선�연결통로

서빙고압축장�폐수처리시설 코스트코�의정부점

코스트코�천안점 한전�나주�사옥

세종시�3단계�1구역 세종시�3단계�2구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전�KDN

한국소비자원�신청사 평택,�당진항�동부두�중앙관제장치

한전ICT�센터 잘만테크�석수�스마트�연구소

성수동�아파트형�공장 구리아트홀

부산국제금융추가공사 ASE�KOREA공장

용인�신갈�롯데캐슬 제2롯데월드�하이마트

제2롯데월드�니코엔드�매장 에이스하이테크시티�2차

한국콜마화장품공장 고양BTL

숭실대�문경연수원 송도ATT

계양사이클경기장 �한국고용정보원

롯데슈퍼타워저층부조명제어 �

잠실제2롯데월드몰전력제어 �

잠실롯데월드�기존�변전실�개보수 �

고위험병원체관리동
�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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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15

삼성SDS�전산�다중�분전반 삼성SDS�전산센터�RS485

양양쏠비치 인천공항�항공�관제�센터�관제동

창원대�생활관 합정3구역

진주한림포에버 제2롯데월드부전기실

삼성SDS�다중�분전반�추가�자재 삼성SDS�F650추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삼성SDS�전산센터�발전기�RS485

삼성SDS현장침수보완공사 한전�나주사옥�체육관리동�추가�센서류�

광교주상복합�PLC�추가 김포공항�국제선�조명제어

롯데월드�타워�저층부�빙축열증설 롯데월드C1�부변전실�계전기

영등포호텔 잠실�제2롯데월드�중�타워동�3공구�가설�조명제어

판교�산학연�알엔디�센터�달리모듈2차 판교�산학연�알엔디�센터�달리모듈3차

동남권�물류단지�추가공사 수송동�복합타워�추가분

롯데월드C2�달리모듈�시연 홍천�오션월드�설비�개보수

삼성SDS�데이타센터�RS485 롯데�면세점�제주�시내점

대구지하철�3호선�PS�11차 빈폴�강남�종합관

삼성SDS�전산�다중�분전반�2차 동남권�물류단지�한진택배

세종시�공동구�2단계�추가 SK�C&C�판교�추가공사

코스트코�공세점 롯데�면세점�제주�시내점�추가

CJ그룹연구소 제2롯데월드타워

 광교주상복합빌딩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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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현황�2016,�2017,�2018

대명건설문정사옥 한국교육개발원 강남앤타워

삼척대명콘도 롯데백화점대구점 고흥군신청사

창원대�생활관 의정부아울렛 경남산업연수원

재료연구소 아모레퍼시픽용산사옥 김포공항국제선상업시설

송파파크하비오 잠실역버스환승센터 금천구롯데캐슬3차LED몰드바

강남순환5공구터널 롯데마트양평점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남악신도시복합빌딩 인천공항제1공항청사�및�합동청사� 천안대명리조트

국민연금기금본부 김포공항�국제선�조명제어 롯데월드C1호텔�부변전실

중앙대학교310관 삼덕호텔 동부화재데이터센터5층

인천공항2터미널 부산지법서부지원 인천공항다목적체육관

롯데월드C1부변전실 평택항서부두 거제한화리조트

위례효성해링턴타워 김포도시철도 코오롱마곡연구소

롯데월드C2�달리모듈�시연 타원타크라 롯데월드잠실백화점

당진힐스테이트 수원컨벤션센터

S-OIL마곡지구 금천롯데캐슬 춘천SDS전산센터

대신증권본사사옥 경인아라뱃길 송도힐스테이트1차

롯데몰진주점 대명변산반도 홍천블루마운틴리조트

롯데몰은평점 에어부산신사옥 인천항여객터미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한전KPS 사옥

대명변산반도

주요납품실적

홍천블루마운틴클럽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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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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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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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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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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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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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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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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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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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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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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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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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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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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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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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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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증명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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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특허증 (지는형스위치,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대기전력차단 조명제어시스템,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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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특허증 (자동 조명 제어 설비를 이용한 무선 냉난방 제어 시스템 및 방법, 자동 조명 제어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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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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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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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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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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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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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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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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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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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관련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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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관련서류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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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서류

�기술제휴�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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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서류

�기술제휴�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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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서류

소기업공동사업�인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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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사업�부문

엠알의 전략 상품들

SI,�FMS,�BEMS�부문�

설비제어시스템�부문�

조명제어시스템�부문�

전력제어시스템�부문�

홈스위치�부문�

LED조명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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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MS,�BEMS�부문�주요�제품

MODEL SYSTEM

SYSTEM�INTEGRATION(SI)

HP�Proliant�DL380P�GEN8 SI�서버

Window�Server2012 운영체제(OS)

MS�SQL�SERVER DBMS

MCCS 이중화�Software

V3Net�for�Windows�Server 백신

Smartrol-SI 통합SI소프트웨어

Contra�LED�DLP�CUBE�Series 대화면�디스플레이

DID�Monitoring�Wall 대화면�디스플레이스

GT-900S Wall�Controller

HXP-500�Series Matrix�Switcher

FACILITY�MANAGEMENT�SYSEM(FMS)

HP�Proliant�DL380P�GEN8 FMS�서버

Window�Server2012 운영체제(OS)

MS�SQL�SERVER DBMS

V3Net�for�Windows�Server 백신

AI�REPORT 리포팅�툴

FMS�S/W FMS�Software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HP�Proliant�DL380P�GEN8 BEMS�서버

HP�Proliant�DL320e�GEN8 게이트웨이�서버

Window�Server2012 운영체제(OS)

MS�SQL�SERVER DBMS

V3Net�for�Windows�Server 백신

Smartrol-BEMS BEMS�소프트웨어

CIMPLICITY �HMI�서버�소프트웨어

RTDB �HISTORIAN�Software

DFM5.0 유량계

OMWH-344 전력량계

MULTI�GEM36 다중�메터

since 
1987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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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YSTEM

기술�제안�내용

DDC�CONTROLS

DOW-340 ORCAview�Software

eBMGR enteliBUS�Manager

eBCON enteliBUS�Controller

eBM-800 enteliBUS�I/O�Modules(8�

UI)

eBM-D800 enteliBUS�I/O�Modules(8�

DI)

eBM-R800-1K enteliBUS�I/O�Modules(�8�

RTD�INPUTS)

eBM-D400R4 enteliBUS�I/O�Modules(4�

RYDO�&�4DI)

eBM-440,�440-M enteliBUS�I/O�Modules(4�

UO�&�4UI/HAO)

eBM-404,�404-H enteliBUS�I/O�Modules(4�UI�

&�4�BO/HAO)

eBX-4,�-08 Expansion�Modules

RX3i GE�PLC�Controller

VersaMax GE�PLC�Controller

VAV�CONTROLLERS

DVC-V304,�-V322 VAV�Controller

FCU�CONTROL

eZ-440R4-230 FCU�Controller

eZNS-T100 Network�Sensor

SENSORS

DNS-14,-x24 Network�Sensors

RTS-20 Room�Temperature�Sensor

MODEL SYSTEM

VALVES�

GR24A-SR-7 Rotary�Actuator

LR24A-SR Rotary�Actuator

NR24A-SR Rotary�Actuator

SR24A-SR-5 Rotary�Actuator

TR24A-SR Rotary�Actuator

R2..xx-S 2�way�Control�Valve

R6..AO 2�way�Control�Valve

EP..R+MP 복합밸브

P6..W..E-MP 복합밸브

EP..R+MP/P6..W..E-MP 2�way�Control�Valve

DAMPER�ACTUATORS

GM24A-40Nm Damper�Motor

GM24A-SR-40Nm Damper�Motor

SM24A-20Nm Damper�Motor

SM24A-SR-20Nm Damper�Motor

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설비제어시스템�부문�주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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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제어시스템�부문�주요�제품

MODEL SYSTEM

SENSOR

IPT300Plus D/P�&�Flow�Transmitter

IPT102 D/P�&�Flow�Transmitter

IPT200 Differential�Pressure�Transmitter

IPS100 Air�Pressure�Switch

DPT1000 Differential�Pressure�Transmitter

SPT1000 Pressure�Transmitter

ICO1000 Carbon�Monoxide�Detector

ICH1000 Carbon�Monoxide�&�Humidity�Detector

ISD1000 Duct�Smoke�Detector

ICO2000R Carbon�Dioxide�Detector

ICO2000D Carbon�Dioxide�Detector�for�Duct

A/10K-2W-R ROOM�TEMPERATURE�SENSOR

A/10K-2W-D DUCT�TEMPERATURE�SENSOR

A/10K-2W-I IMMERSION�TEMPERATURE�SENSOR

A/10K-2W-O OUTSIDE�AIR�TEMPERATURE�SENSOR

A/RK3-D DUCT�HUMIDITY�SENSOR

A/RH3-R ROOM�HUMIDITY�SENSOR

A/RH3-O OUTSIDE�AIRHUMIDITY�SENSOR

SHD-260LS(T) 현장지시형�독성�가스검지기

IPT-102 AIRFLOW�TRANSMITTER

IPT-1500 AIRFLOW�MEASUREMENT�AND�MONITORING

GDTH-1100 덕트�온습도�검출기

GDT�Series 덕트�온습도�감지기

GSTH-1100 실내�온습도�검출기

DS100 AIR�DUCT�SMOKE�DETECTOR

604 Differential�Pressure,�vacuum�and�overpressure�

switch�0.2�-�50mbar

TH804 CARVON�DIOXIDE�TRANSMITTER

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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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어시스템�부문�주요�제품
MODEL SYSTEM

기술제안내용

ELC�SYSTEM

SCU System�Communication�Unit�

mini�SCU Mini�System�Communication�Unit

6sRM� 6�Stand�Alone�Relay�Module

4sRM 4�Stand�Alone�Relay�Module

4eRM 4�Electric�Sensing�Relay�Module

6eRM 6�Electric�Sensing�Relay�Module

DM-010V 0�~�10V�Dimmingn�Module�8CH

EPWR Power�Supply�Unit

REPEATER Data�Line�Amplifier

SU 2�Wire�Switch�Converter�Unit

SM Data�Line�Sensor�Module

DALI�SYSTEM

DALI-M DALI�Master

LDM1CH(50W) LED�DALI�Module

LDM1CH(180W) LED�DALI�Module

EDM LED�Emotional�Dimming�Module

LDMw/OCC LED�DALI�Module�with�Occupancy

DALI-PH DALI�Photo�Sensor

DALI-OCC DALI�Occupancy�Sensor

LDS-4,-8 Local�DALI�Switch

GDS-4,-8 Gobal�DALI�Switch

� WIRELESS�SYSTEM

WG-CEILING Wireless�Gateway�for�Ceiling

WG-WALL Wireless�Gateway�for�Wall

WDM Wireless�Dimming�Module

WOM Wireless�ON/OFF�&��0-10VDC�Module

ENERGY�HARVESTING�WIRELESS�TECH.

E-RECEIVER EnOcean�Receiver�for�ELC

SWS-4CH Smart�Wireless�Switch�-�4�Channel

WBP Wireless�Basic�Program

� TLC�Remodeling

� SLC�SYSTEM

SCU-s System�Communication�Unit�for�SLC

SRCC48 Stand�Alone�Controller

SRDC12 12�Relay�Driver

SLC�LCP Stand�Alone�LCP

SPWR Power�Supply�Unit

SU-s 2�Wire�Switch�Converter�Unit

SRBRIDGE REPEATER�AND�ISOLATION�UNIT

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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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YSTEM

RELAYS

LR9P 20�Ampere�Latching�Relay�

RR-7 20�Ampere�Latching�Relay�w/o�Feedback

RR-9P 20�Ampere�Latching�Relay�w/Feedback

LR25 20�Ampere�Latching�Relay�for�Panasonic

SOFTWARE

SmarTLC�
Smartrol�v.3.1

Software�for�ILC,SLC�&�ON/OFF�Control�
Software�for�ELC�&�DALI�System

Smartrol�OPC Software�for�OPC�Interface

WeBAS Web�Based�Software�for�ELC,�DALI�&�Wirless�
System

� 스마트폰�앱�:�빌딩조명제어

m.r.Lighitng�Contro.S�
m.r.Lighting�Control

App.�for�Building�Lighting�Control

� Switches

DSW-4 1-4�ON/OFF�Data�Line�Switch

DSW-8 5-8�ON/OFF�Data�Line�Switch

TS-4 1-4�ON/OFF�Data�Line�Touch�Switch

TS-8 5-8�ON/OFF�Data�Line�Touch�Switch

nTS-4-Scene 1-4�new�Touch�Switch�with�Scene�&�Led

nTS-8-Scene 5-8�new�Touch�Switch�with�Scene�&�Led

nTS-4-Dim 1-4�new�Touch�Switch�with�Dimming�Slide�&�
Led

nTS-8-Dim 5-8�new�Touch�Switch�with�Dimming�Slide�&�
Led

TS-12 9-12�ON/OFF�Data�Line�Touch�Switch

NDFS�Series New�Data�Line�Feedback�Switch

STS Smart�Touch�Switch

STS-2 Smart�Touch�Switch�for�1gang

� Sensors

RESNOR-1 Single�Direction�Ultrasonic�Sensor

RESNOR-2 Dual�Direction�Ultrasonic�Sensor

OSC04-PIW Passive�Infrared�Sensor

OSC05-RMW Multi-Tech.�PIR/Ultrasonic�Sensor

OSC10-RMW Multi-Tech.�PIR/Ultrasonic�Sensor

RPSEN Photo�Sensor

RPCON Photo�Sensor�Controller

Simple�Lighting�Control

SimpleLC�개요,�시스템�구성

SimpleLC�Application

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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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제어시스템�부문�주요�제품

MODEL SYSTEM

기술�제안�내용

전력제어�설계반영�요소

IEC�61850,�GOOSE통신,�이중화�Solution

멀티�분기회로�감시장치

PROTECTION�RELAYS

F650 디지털보호계전기

745 변압기보호계전기

350 디지털보호계전기

850 디지털보호계전기

METERS

ACUVIM�II�Series 디지털파워테터

EPM6000 디지털파워메터

EPM2200 디지털파워메터

EPM9900 Power�Quality�Meter

Software

ENERVISTA Protection�&�Control�Software

� PLC�System

VersaMax PLC�Controller�&�I/O

RX3i PAC�System�Controller

VersaMax�Micro VersaMax�Micro�PLC

LED�조명�부문�주요�제품

MODEL 규격�및�정격전력�(Watt)

M.R.�LED�LIGHITNG�SYSTEM

OUR�TEAM,�OUR�VALUES,�OUR�SERVICES

LED�LIGHTING

스마트�무선�시스템

Application

주차장직부등�-레이스웨이� 18W�/�23W�/�30W�/�36W�/�46W

주차장직부등�-몰드바 20W�/�30W�/�40W�/�50W

엣지평판(FLAT�LIGHT)�-�M바� 20W

엣지평판(FLAT�LIGHT)�-�무타공 40W

엣지평판(FLAT�LIGHT)��M바 40W

엣지평판(FLAT�LIGHT)�-�M바 50W

직하평판� 40W

다운라이트�-�6인치 12W�/�15W�/�20W��

다운라이트�-�8인치 30W

고천장등�(�산업등�)� 50W�/�80W�/�100W�/�150W�/�180W�
/�200W

고천장등�(�산업등�)� 100W�/�120W�/120W

MR�EiLS�-�감성지능조명�/�개요,�시스템�구성

MR�EiLS�-�감성지능조명�Application

MREILS-Edge/SQ600 EILS�Edge�-�Flat�Light�-600

MREILS-Edge/RC1200 EILS�Edge�-�Flat�Light�-1200

MREILS-Barrisol/Novlbasic EILS�Barrisol�Light�-�500

MREILS-Barrisol/Novldia EILS�Barrisol�Light�-�570

MREILS-Down/6Inch EILS�6Inch�Down�Light

MREILS-Down/8Inch EILS�8nch�Down�Light

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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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제안서

  CONTENTS  

[1] 제안 개요                                 
 

[2] 통합SI 시스템   
                                                                                           

[3] FMS 시스템 
 

[4] BEMS 시스템 
 
[5] 설비제어 시스템 
 
[6] 전력감시 시스템 
                          
[7] 조명제어 시스템 

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www.mrbas.co.kr

since 
1987

 99

당사의 기 축적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건물에 도입되는 BAS시스템들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 시운전, 

교육훈련 실시, 기술이전, 운영관리 노하우 이전 등을 수행 합니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일관된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포함 합니다. 

대상 건물    및    대상  시스템 

성공적인  BAS 통합 자동제어 시스템 

대상  건물 대상 시스템 
◆ 업무시설 
◆ (주상복합)아파트 
◆ 호텔 
◆ 판매시설 
◆ 컨벤션센터 
◆ 공연장,  전시장    등 
    모든 건축물 

◆  통합 SI 시스템 
◆  FMS 시스템 
◆  BEMS 시스템 
◆  전력제어 시스템 
◆  조명제어 시스템 
◆  설비제어 시스템 
 

계획 
설계 

기본/상세 
설계 

설치 
(시공) 

시운전 운영 
관리 

3 

생활 편리 부문 

� LAN  

� 무선 LAN 

� TV방송 (CATV) 

� 빌딩안내 /  키오스크 

� 입주자커뮤니티 

� 전동커튼 

� 무인택배 

� 위치인식 

� 원격 진료 

� 엘리베이터 

� 객실관리 

� AWS (날씨)  

        정보통신 부문 

생활환경 및 에너지 

� 설비자동제어 
� 전력제어 
� 조명제어 
� 원격검침 
� BEMS 시스템 
� 신재생 엔지 
� 누수감지  
� LED 경관조명 시스템 

� 출입통제 
� CCTV 
� 방재(화재) 연동 
� SHMS 
� 주차관제 
� 전관 방송 
� 무인택배 
� 출동경비 

9 업무시설 

9 호텔 

9 판매시설 

9 컨벤션센타 

9 공연장 

9 전시장  등 생활 안전 부문 

� 통합 SI 

� FMS 

� 대형 모니터 

        통합 부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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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IP    Ethernet 

통합SI서버 
(Backup) 

통합SI서버 
(Primary) 

FMS 
서버 

BEMS 
서버 

ERP 
I/F 

BEMS 
서버 RTDB WEB/WAS 

서버 
운영자PC 

 
운영자PC 

 

조명 
제어 

방재 
연동 CCTV 

원격 
검침 BEMS 

누수 
감지 

주차 
관제 

무인 
택배 

기계 
설비 

전력 
제어 

출입 
통제 

신재생 
에너지 

객실 
관리 

위치 
인식 

AWS 
(날씨) 

전관 
방송 

FMS 
엘리베이

터 
감시 

CATV 

통합 모니터 월  55인치  

출동 
경비 

WWW 

스마트 폰 

VPN 

VPN 

기타 
추후추가 

5 

Any OS 

IE Browser 

RxView OCX 

[ Web Client ] 

TCP/IP 

[  서버] 

* JAVA 기반 위주이나  
필요시  .NET 기반도  
    개발 가능 

구  분 상세 설명(Spec) 

H/W 

통합SI서버, 
RTDB서버, 
APP서버 

 
(공통SPEC.) 

�  XEON E3-1225V3   

�  3.2GHZ/8MB 

�  8GB MEM 

�  521MB 그래픽카드 

�  HDD 1TB x 2 

�  DVD-MULTI  

�  USB3.0 

�  RTDB 서버는 HDD 20TB 

백업서버 

�  XEON E3-1225V3   

�  3.2GHZ/8MB 

�  8GB MEM 

�  521MB 그래픽카드 

�  HDD 1TB x 2 

�  DVD-MULTI  

�  USB3.0 

스토리지 � 10TB x 2 

Mobile 
단말기 

�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기타 
� 운영자PC,허브,프린터, 
55인치 모니터  등  

S/W 

OS � Windows Server 

DBMS � MS SQL Server 

통합SI패키
지 

� 통합SI패키지 

6 

Windows Server 

Interface Module 

MS SQL Server 

JDBC 
Apache Tomcat 

Html5 

Java/Jsp/jquery 

OS 

통신  I/F 

ODBC 

WEB 서버 

개발언어 

XML, json 

Object-C 

Android Api 

[ 스마트 폰 ] 

*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 가능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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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In 정보 
-운영정보 
-Data 요청정보 
-제어요청 

 
 
 
 
 
 

통합 Client -요청결과 
-상태정보 
-설정정보 

전력HOST 조명 HOST 통합배선 출입통제 설비자동제어 

- 외기 온/습도 
- 장비 가동시간 
- 알람 상태정보 

CCTV 엘리베이터 빌딩안내 

-화재경보 
-정기점검안내 

- 위치 상태정보 
- 알람감시 
- 고장정보 감시 

방재 

-화재경보 
-기기상태 정보 

- 조명 점/소등 
- 조명 연동예약 

- 조명 상태 - CMS DB 연동 
- 장비이력관리 

- 각종 설비제어 
- 운영 스케줄 변경 

FMS Server 

-장비별 가동량 정보 
-기기 운전상태 정보 

주차관제 

-상태감시 
-입출차상황감시 
-주차현황감시 

- 재실정보 

- 상태정보 

- 출입현황 
- 카드번호 
- 카드리더번호 

NMS 
-LAN장비  사용현황 
-알람 감시 

순찰 관리 

- 순찰시간확인 
-보안경보수신 

- 출입문제어 

-기기 상태값 요청 통합SI 서버 

SMS 

식당관리 

교환기 
근태관리 

원격검침 

-근무자 쵤,퇴근 현황 감시 
-근태 이력관리 

-식당 사용현황관리 
-비품이력 관리 

-계량기 현황 
-사용량 검침 

-사용자관리DB 
-장애진단& 
   유지보수 

7 

본 화면은 화면 구성 예시 이며,  프로젝트의  화면구성은 상세설계 시 작성 및 승인 예정 

             통합 SI 시스템 

              

8 

사업부문�및�취급제품�소개



www.mrbas.co.kr

since 
1987

 102

FMS 시스템 구축 

건물운영의 경제성,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관리 혁신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환경 구축 

시설관리 환경의 선진화 기반구축 

시설의 자동화/컴퓨터화 
  - 건축기술과 정보기술 발전 
  - 건물의 고층화/지능화 
  - 시스템의 복잡화/다양화 

운영비용 절감 요구증가 
 - 고가의 최신설비 도입 
 -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상승 
 - 운영비용이 LCC의 83.2% 

선진화된 관리방법 필요 
 - 시설운영인력의 잦은 이동과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 선진화된 시설운영관리 

시설운영 표준화 

   - 각종 분류체계 표준화 
     (설비/형태/유형별) 
   - 작업 절차의 표준화 

작업관리 표준화 

   - 표준작업관리 
   - 체계적인 계획관리 
   - 통합화된 현황과 실적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시설자산운영 
 - 시설운영정보의 DB구축 
 - 운영비용절감/자산가치상승 

0.4% 

건설 

운영관리 

0.4% 

16% 

83.2 % 

폐기처분 기획설계 

 건물 LCC 비용분석 

9 

시설관리 스마트 폰 

시스템연동 시스템관리 

•  건물정보관리 

•  장비관리 

•  작업관리 

•  자재관리 

•  도면관리 

•  에너지관리 

•  순찰관리 

•  업체관리 

•  통합과금관리 

•  커뮤니티 

•  SMS 

•  기초데이타 구축 

•  작업관리 

•  장비관리 

•  자재관리 

•  에너지검침 

•  순찰관리 

•  IBS 시스템 통합 

•  BEMS 

•  원격검침 

•  기계설비자동제어 

•  임대관리시스템 

•  게시판관리 

•  조직관리 

•  권한관리 

•  유틸리티 

• PM업무 표준화,정량화 

• 업무의 DB화 구축 

• 장비운영 매뉴얼 DB화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유기적인 
시스템연동 및  
통합시설환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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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 

자재관리 

불편신고(유선상) 

표준작업 

장비 
정보(이력) 

작업정보 

자재정보 

표준작업관리 

건물 운영팀 시설운영 
보수업무 
표준화 

계획(주기별…) 

도면관리 건물관리 장비관리 

장비 
보수 

정보 
관리 

정보 
관리 

정보 
관리 

불편신고 
처리업무 

작업실적현황 
(통계…) 

지시/ 
수행 

장비이력카드 
(보수, 교체…) 

장비이력관리 

시설도면 
관리/개정 

도면정보 

정보/이력 
관리 

A/S_B/S 관리 

룸정보 

층정보 

건물정보 매뉴얼정보 

매뉴얼관리 

각종 매뉴얼 
파일업로드/열람 

정보 
관리 

담당자 

입주사 

SMS 송신 

11 

 스마트폰 시설관리  
- 작업결과조치등록 
- 현장이미지촬영, 저장 
-  NFC 적용 

FMS 서버 WEB/WAS 서버 
SECURE OS 

V3 
SQL Server  

Windows Server 

… 

운영 PC 프린터 

Network 

TCP/IP NETWORK 

응용 소프트웨어 (웹 기반) 
-  건물정보관리 
-  장비관리 
-  작업관리 
-  도면관리 
-  자재관리 
-  매뉴얼관리 
-  업체통합관리 

 Client PC 
  - 운영체제  
  - 웹브라우저 

Switching HU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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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현황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2) 작업목록에는 등록된 모든 작업이 
표시된다. 

3)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등록
할 수 있다. 

13 

본 화면은 화면 구성 예시 이며,  프로젝트의  화면구성은 상세설계 시 작성 및 승인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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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BAS 시스템의 환경변수(외기 온,습도 등)와 설비운전 추이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의 최적운전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에너지 사용량 운전오류,  
실수에 의한  
에너지 낭비 

저효율  
운전에 의한 
손실 

Saving 

에너지 최적화 

-기존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계 측 분 석 장비성능파악 에너지 절감활동 비용 절감 

• 층별/존별/시간대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계측 
• 냉/난방, 급탕, 조명, 동력 
  등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 

• 전력/가스등 에너지원별 
  사용량 분석 
• CO2 발생량 분석 

• 열원 및 공조시스템 별 
  운전효율(COP)파악 
• 장비별 정상운전 여부파악 
및 관리 대상 장비 선정 

• 최적 장비 운전 및 
  에너지 낭비 요소 
  최소화로 에너지 절감 
  실현 

•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에너지 절감 실현 

BEMS를 통한 분석 및 예측 에너지 총량 확인만 가능 최적화 운전으로 에너지 절감 

15 

     TCP/IP, Ethermet 

BEMS 
Server DB 서버 

열원설비 

온도센서 유량계(물용) 

유량계/ 가스량계 

공조설비 

위생/가스설비 

온도센서 유량계(스팀용) 

<MCC>  <분전반> 

EPM5800 : 
전등,전열 전력량  
감시 

멀티분기회로 
감시장치: 
MCC별 전력량 감시 

<조명제어> 

4eRM: 
각 회로별 
전류감시 

SCU:  
통신I/F장치 

(냉동기/보일러/열량감시) 

(공조기/FCU/열량감시) 

(총시수 사용량감시) 

<설비제어> 

업무시설/호텔동 각각 

구  분  대 상  

 설비 
�모터 콘트롤 센터 부하단에 대한 
전력량 감시 
�유량계 ( 물, 스팀용)    등 

분전반 분전반 1차측  전등전열 각 회로 

조명 �회로별 전류 감시 

BEMS 
Server 

통합 SI 
Server 

• 데이터는 통합 SI  Æ  DB서버에. 
• 프로그램,S/W는   BEMS 서버에. 

16 

※ 기존 시스템 Interface 작업 시  
  해당업체  프로토콜   OPEN 

설비제어 서버 전력 서버 조명제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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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원 별로 각 미터기가 사용 에너지 측정 
  
 
◆  1분마다 데이터 수집 하여  15분마다   1분 데이터  적산 및 
평균  계산 운영 

     
◆ 에너지 원 별로  빌딩별, 기간별 등 분석 
 
◆ 목표 대비 분석 데이터를 평가하여    및  예측 운영  
 
 
�  목표 대비 분석 평가된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 알고리즘에 
의거   설정치 리셋  제어 운영    

전자식 유량계 
     (물용) 

전자식 유량계 
     (스팀용) 

    가스미터 

멀티콘트롤 밸브 
(물용) 

17 

전력량계 

에너지 측정 

에너지 분석 

에너지 수집 

에너지 평가 

에너지 제어 

조명제어 회로별 
전류감시 기기 

구분 에너지 제어  방법  

설비제어 
- 펌프 및 장비대수 제어    - CO2농도제어   -  개별 ON/OFF제어  
- 그룹제어      -스케쥴 기동정지제어          -절전운전제어     
- 실내 /외기 온습도제어   -엔탈피제어        -가변유량제어    등 

전력제어 -전력수요제어 (Demand control )    - 역률제어   등 

조명제어 
- 시간대 스케쥴제어        -  조도,재실센서에 의한 제어         
- 일몰 일출 스케쥴제어    - 스위치에 의한제어     - 유무선 디밍제어 

     BEMS 메뉴 구조 

메인 사용량 

설비사용량 

그룹/존 
사용량 

원격검침 
사용량 

기간비교 

가동 시간 

설비비교 

그룹비교 

원격검침 

실내환경 

실내온도 

실내습도 

실내CO2 

공기전달 
ATF 

밸브제어 
성능 

실내/외 
풍량 성능 

냉동기 COP 

냉각탑  냉각수/수온 

보일러 효율 

펌프 효율 

위생 설비 

지하 저수조 감시 

우수조 감시 

사용자 설정 

권한 설정 

관제점 설정 

제원 설정 

포인트설정 

미터 설정 

센서 설정 

메인 설정 

그룹 설정 

원격검침 

공조설비 

냉동기 

냉각탑 

보일러 

펌프 

보고서 

에너지 감시 사용량비교    환경설정 

18 

공조설비성능 
분석 및 제어  

열원설비성능 
분석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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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가스, 수도 전일 대비 사용량 및 CO2 발생량 간소화 데이터 확인 
-    설비 사용량/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확인 

  BEMS   화면 

19 

기계자동제어 기본 구성 및 설계 방안 시스템 기능 

�최고 256단계의 운영자 별 보안 레벨 제공 
�통신 상태 이상 시 자기 진단 기능 제공 

시스템 개방적 측면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관리기능 
�언제든 관리가 편리한 Web 기반의 관리 기능  
�BTL 인증을 획득한 BACnet(KSx6909) 프로토콜 적
용 

시스템 편리성 측면 

시스템 보안성 측면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은 공조, 열원, 위생설비와 EHP, 전열교환기, 지열 설비들에 대한 최적제어를 통해 건물
의 근무 환경을 쾌적하게 하며 건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경제적으로 제어/감시합니다. 

명 칭 제안 방 안 

CCMS 
•Web 서버에 의한 브라우저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에 의한 제어감시 
•BTL인증 받은 BACnet 오픈 프로토콜 적용 

현장제어장치 
(DDC) 

•BTL인증 받은 BACnet DDC 적용 
•DDC간 상호 호환성을 보증하는 BACnet MS/TP통신 방식 채택 
•Stand Alone 기능 제공. 

기기 류 
•온도는 PT 100/1000옴 적용, 습도는 정전 용량식 소자 적용 
•최신 반도체 IC등을 이용한 전자식 제어기기로 P/PI/PID제어 가능 

밸브                
액츄에이터 

•교체시 : DDC 신호 4~20mA 혹은 DC 0~10V 제품 적용 

기계자동제어 기능 

스케줄 제어 
• 해당 장비 자동 기동/정지 
• 일, 월, 년간 스케줄 저장 자동운전   
• 운전비용과 관리비용 최소화 

데이터 분석 
• 가동 시간, 계절별 사용량 등 데이터 분석 
• 보고서 작성과 운전 프로그램 활용 

에너지 관리 
• EMS(Energy Management System)기능 
  적용에 의한 에너지 절약 및 분석 

�월별,주별  설정된 달력에 날자별 스케줄 기능 
�관제점의 추이 기록 기능 
�시스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보고서 
기능 

DD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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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스템 특징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은 공조, 열원, 위생설비와 기타 설비들에 대한 최적제어를 통해 건물의 근무 환경을 쾌
적하게 하며 건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경제적으로 제어/감시합니다. 

기계자동제어 적용 범위 

�공조기 : 급.배기 휀 인버터 제어 / VAV : 존 별 제어 
�FCU : 존 별 및 개별제어 / 휀 : 실내 환기 제어 

공조설비 

�냉동기, 보일러 : 댓수 제어 / 에어컨 : 연동제어 
�탱크 : 댓수 및 절약 제어 / 펌프 : 경보,상태 감시 

열원 및 위생설비 

EHP, 전열교환기, 지열 설비 

시스템 운영화면 

BACnet적용 Web기반시스템 MS-Excel로 변환 

• BTL인증 BACnet적용 
• 빌딩자동제어표준통신
프로트콜 적용 

• 인터넷을 통한 원격감시 
및 제어 
• 보안설정으로 비인가자 
접근 차단 

• 자동제어 데이터를 
Excel이나 Word로 변환 
• 보고서 작성 용이 �각 설비는 설비업체에서 설치하고, 단 Converter를 사용하여 자

동제어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하여 관제점 감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Web기반의 운영 환경 구현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및 3차원 Active Icon적용 

•알람발생시 해당       담당자에게 SMS       메시지 실시간 전송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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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F 중앙감시실 

A.H.U 

BOILER 

HEX 

HWG 

FAN 

배수조/
펌프 

COND 
TANK 

G/W 

A.H.U 

FAN 

ETHERNET TCP/IP 10/100Mbbs 

판매시설 업무시설 서버 기타시설 호텔 

판매시설  설비제어 

A.H.U 

BOILER 

HEX 

HWG 

FAN 

배수조/
펌프 

COND 
TANK 

G/W 

A.H.U 

FAN 

업무시설  설비제어 

A.H.U 

BOILER 

HEX 

HWG 

FAN 

배수조/
펌프 

COND 
TANK 

G/W 

A.H.U 

FAN 

기타시설  설비제어 

A.H.U 

BOILER 

HEX 

HWG 

FAN 

배수조/
펌프 

COND 
TANK 

G/W 

A.H.U 

FAN 

호텔  설비제어 

통신이중화 

시스템  기능 

안정적인 H/W구축 측면 

�표준화된 전력제어용 계전기 및 계측기와 호환 
�최신 사양의 중앙관제장치 제공으로 향후 시스템 확
장에 대비 

관련시스템 연계 측면 

신뢰성 및 확장성 측면 

건물의 가장 큰 에너지원인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tand Alone기능을 바탕으로 시스템운영의 안
정성, 신뢰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 전력계통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명 칭 제안 방 안 

CCMS 
•Web 서버에 의한 브라우저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에 의한 제어감시 
•BTL인증 받은 BACnet 오픈 프로토콜 적용 

현장제어장치 
(DDC) 

•BTL인증 받은 BACnet DDC 적용 
•DDC간 상호 호환성을 보증하는 BACnet MS/TP통신 방식 채택 
•Stand Alone 기능 제공. 

디지탈메터 및  
계전기 

•인터페이스 장치를 적용하여 전력감시시스템에서 관리가 될수있도록 
한다. 
•각 계전기에 대한 동작시간을 일치시키기위해 GPS시간동기서버기능
제공. 

통합감시 구축 측면 

�체계화된 통합 감시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 
�윈도우 그래픽 환경에서 메뉴 선택 방식으로 모든    
설비 감시 및 제어 

에너지절약 측면 

운영자편의  측면 

�BEMS와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TCP/IP로서 국제산업 표준의 이더넷  지원 
�BACnet 프로토콜을 이용한 개방형 오픈프로토콜 

�분기회로 감시 시스템 설치로 분기 회로별 전력 감
시 및 제어 
�전력 사용량에 대한 DB 축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표준안 제시 

�간편한 조작에 의한 전력제어의 자동집중 관리가 가능하
여 운영자의 편의성 제공 
�평상시/비상시 운영 시나리오 구현으로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 

Building Automatic Network(Ethernet TCP/IP Network)_BACnet IP 

전력량계 

DIPM 

DIMC 

*DIPM/DIMC 수배전반 업체 공급분 

각종 계전 기기 

변압기, ELD,  
ATS, 정류기반,  
UPS, 발전기반 

전력자동제어 원격검침 

제어/감시 

제어/감시 

전력시스템 
 감시/제어  

SITE SI 

프로토콜컨버터 

RTU 

전력량계 

프로토콜컨버터 

전력량계 수배전반 업체 공급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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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스템 특징 다양한 진단 및 계측 기능 

시스템 운영화면 

BACnet적용 Web기반시스템 MS-Excel로 변환 

• BTL인증 BACnet적용 
• 빌딩자동제어표준통신
프로트콜 적용 

• 인터넷을 통한 원격감시 
및 제어 
• 보안설정으로 비인가자 
접근 차단 

• 자동제어 데이터를 
Excel이나 Word로 변환 
• 보고서 작성 용이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Web기반의 운영 환경 구현 

•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및 3차원 Active Icon적용 

• 알람발생시 해당 담당자에게 SMS메세지 실시간 전송 

건물의 가장 큰 에너지원인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tand Alone기능을 바탕으로 시스템운영의 안
정성, 신뢰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 전력계통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전압 계측  
◆전압 이상 유무 판별  
◆이상파형 저장, 분석 
◆오동작 발생 시 DB화 
◆전압에 실린 노이즈 파형이나 Sag, Swell 같은 이상 파형으로 인한 오계측 방
지 

25 

26 

전력서버 
(Active) 

전력서버 
(백업용) 

이중화 

TCP/IP 이더넷 

WAS/WEP서버 

종합방재실 55” LED 대형모니터 

스마트폰  
APP. 

운영자 
  PC 

GPS time source 

Monitoring, control, settings 
Interlocking, shared external signals 
Time synchronization 

Station bus  
IEC 61850 

External signals 

� Inter-bay signals using IEC 61850 and GOOSE  

DMPR 
(VCB 
수배전반
에 설치) 

PQM 
(메인VCB 
수배전반
에 설치) 

S/E 

DM 
(ACB 
수배전반
에 설치) 

 - DMPR : 디지털 보호계전기 
 - DM : 디지털 메타 
 - PQM : 전력품질감시장치 
 - S/E : SERIAL TO 이더넷 변환기 

RS 485 

TCP/IP 이더넷 
통신 이중화 전원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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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61850  Substation 

� 개방형의 이더넷 기반 방식  및  이 기종 디바이스 간 호환성 및 상호운영성 보장 
� 설치, 유지보수에  시간과  비용절약  및   향후 확장 용이 
� Performance  및  유연성 증대 
� 신뢰성 및  향후  proof  컨셉  

년도별 각 통신 방식의 설치 비중 

28 

IEC 61850 enables new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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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동제어 기본 구성   시스템  기능 

안정적인 H/W구축 측면 

�표준화된 조명제어 장비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조명
제어시스템 구현 
�유지보수에 탁월한 자기진단기능 적용 

관련시스템 연계 측면 

신뢰성 및 확장성 측면 

조명제어시스템은 효율적인 조명 관리로 에너지 절약 및 사용자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며, 건물 내의 모든 조명장
치에 대한 일괄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명 칭 제안 방 안 

CCMS 
•그래픽에 의한 원격 제어 및 상태 감시  
•시스템 확장성이 탁월한 통신장치 적용(TCP/IP, MOD BUS, BACnet) 

조명제어반 
•Stand Alone기능으로 중앙관제장치가 불능이 되더라도 현장의 제어반은    
독립된 제어기능 지속 
•CE 인증품인 20A래칭릴레이로 수명 120,000회 이상 사용 가능 

현장기기류 •프로그램 스위치, 디밍제어반, 디밍제어스위치 

통합감시 구축 측면 

�체계화된 통합 감시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 
�윈도우 그래픽 환경에서 메뉴 선택 방식으로 모든    
조명포인트 감시 및 제어 

에너지절약 측면 

운영자편의  측면 

�BEMS와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TCP/IP로서 국제산업 표준의 이더넷  지원 
�BACnet 인터페이스 가능 

�각 조명포인트의 조명동작시간과 사용량을 체크 
�각 조명포인트의 로그데이타를 여러 형태의 그룹분
석 

�각  패턴스위치는 필요시  그룹과 패턴을 변경하여 사용자
의 편리성과 에너지절감측으로 재 프로그램하여 사용가능
. 

Building Automatic Network(Ethernet TCP/IP Network)_BACnet IP 

조명제어 
CCMS 

M
A
X
 6

4
E
A
 

D
A
L
I 
M

o
d
u
le

 

STS 

DALI  
Master 

6sRM 

6sRM 

SCU 

SITE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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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스템 특징 조명제어 주요제어  적용 방안 

시스템 운영화면 

Stand Alone제어반 탁월한소프트웨어 시스템확장성 

• 다양한 릴레이모듈로 현
장 공간에 맞게 적용 
• 현장상태감시및수동조
작도 가능 

• 30년이상의 노하우가 반영
된 소프트웨어    적용 

• 각 장비(릴레이모듈, 스
위치등)들은 각각 000-
999 Address 
• Mod Bus, Ethernet, 

BACnet 통신 가능 

• 그래픽에 의한 원격 제어 및 감시 

• 자기진단기능에 의한 릴레이, 보드, 데이타통신 고장유무. 

• 일몰일출 스케줄제어 

• 조도센서의 조도치  계측가능 

• PC상의프로그램과 조명제어반의 프로그램 상호 BACK UP기능 

• 로그데이타 분석 

• 동작시간 및 사용량 감시 

• 디밍제어시 각 존별로 조도레벨 퍼센트로   표시 

조명제어시스템은 효율적인 조명 관리로 에너지 절약 및 사용자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며, 건물 내의 모든 조명장
치에 대한 일괄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조도센서에 의한 제어 시간대 스케줄 제어 재실센서에 의한 제어 

• 태양광에 의해 보상되는 
창가 지역 제어 
• 조도센서에 의해 설정된 
조도치에 의해 자동적으
로 제어 

• 시스템스케줄과 판네스
케줄제어 방식 
• 일몰/일출시간대 스케줄
제어 

• 초음파 및 열선 감지 
DUAL TECH 센서 
• 회의실, 주차장지역등 
적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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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C 네트워크 

ETLC 네트워크 

SM(센서모듈) 
4wire data line) 

DSW-8 
DSW-4(데이타라인스위치) 

STS(스마트 
터치스위치) 

조도센서 
재실센서 

6eRM (스탠드얼론 
릴레이모듈) 

4eRM(스탠드
얼론릴레이모
듈) 

각 디바이스별로 1,000개  
까지 연결 가능 

LED 조명 

LED 조명 

LED 조명 

GDS(Global  
DALI 스위치) 

무선게이트웨이 STS(스마트터치  
스위치) 

DALI Master 

DALI 모듈 
(max.64) 

LDS(Local DALI 
Switch) 

무선디밍 모듈 조도센서 

센서모듈 
 (DALI Line) 

통신변환장치 
(SCU) 

조명서버 
(Active) 

이더넷 

조명서버 
(백업용) 

이중화 

스위칭 허브 

WAS/WEP서버 

지하주차장 

종합방재실 

사무실창가 
복도,로비 

회의실 

사무실 

지하주차장 

55” LED 대형모니터 

TS(터치 
스위치) 

연회장 

스마트폰  
APP. 

Full 2 wire network : ELC or ILC System DALI System Configuration 

DALI Converter 
Max . 64 ea of 
DALI Modules 

One DALI Converter : 
Max . 64 ea for 
스위치, 달리모듈, 조도센서 

Address : 000-999/ BUS 
 
GDS : Global DALI 
Switch 

 

•  ELC / DALI 프로토콜 Converting 

•  하나의 달리마스터에  최대 64개의 달리 모듈 

•  ELC네트워크에 최대1,000개의 달리마스터 설치 … 총 64,000개의 모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가능 

• 각 달리모듈 : 1 ~ 254 Step Dimming                  - 16개의 Scene 설정 

•  DALI 통신라인에 조도센서 설치 

•  GDS스위치: 64개를 벗어나는 다른 64개의 그룹에 있는 달리모듈 제어 가능 

•  LDS스위치 : 64개 범위내에 있는 달리모듈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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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어 
서버 

HUB 

ETLC NETWORK 

PROGRAM 
SWITCH 

ETLC 
NETWORK 

주차장 B 

무선 GATEWAY 

(벽부형) 

관리실 

동체감지센서 

(무선모듈 내장) 

...
 

...
 

주차장 A 

AG -1 

AG -10 

무선 GATEWAY 

(천정형) ... 

구 분  이론 실제 

1개의 GW당  AG 127 5 

1개의 AG당  LDM 64 64 

� 지하주차장 지역  RACE WAY에 LED 등기구 설치 

� LED Dimming 제어용 무선디밍모듈을 설치하여,  통신 Cable 절감 및 유지보수 용이 

� 각 LED등기구 별 동체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움직이는 물체 및 차량을 감지하여 LED Dimming 제어. 

� 기존 형광등을 설치할 경우 보다 LED 등기구와  조명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약하여 투자회수 및 이익

발생 

TFT LCD 감압식 소
프트 터치 방식 

• 장갑을 낀채로 터치 가능 

• 고선명도 LCD 

• 배경화면,스위치 아이콘 
디자인, NAME PLATE등 
다양함 

• 기존 스위치 BACK BOX 

 다기능 스위치  

• 개별 및 그룹 스위치 

• 개별 디밍 조작 

• Preset Scene 스위치 

• Global 그룹 스위치 

• 공지사항등 빌딩안내표
시 가능 

Smart Touch Switch는 국내 유일한 다기능 스위치로서 기존 스위치박스에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다. 
스마트폰과 유사한 TFT LCD 표시창으로 화면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감압식 터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스위치의 해당 지역 명칭을 화면에 원하는 모양과 NamePlate화 할 수 있다. 배경화면과 아이콘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 들어 사용함으로써 쉽게 해당되는 지역의 조명을 점 소등할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평상시 
스위치 화면은 스크린 세이버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내용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Programming 기능 

• 그룹 및 패턴 스위치 설
정 

• 시간스케줄 프로그램 설
정 

• DALI Module 그룹 
Scne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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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및 침실에 설치되어 각 조명기구 점소등/디밍, 대기전력차단, 온도설정을 하는 통합 스위치의 기능을 수행한 
   다.  외출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조명소등 및 대기전력 차단  그리고 난방은 외출 설정온도로 운전하며, LCD 
  창에서는, 전력사용량, 현재온도 및 설정온도를 표시한다. 

조명 
ON/OFF 및 
디밍제어 

난방온도 
 조절 

대기전력 
 차단 

외출설정 
 모드 

• 개인 별 사무실 자기 지역 ZONE 
별 제어 
• 개인 별 자기 지역 DIMMING제어

(밝게, 흐리게 조절 가능) 
• SCENE 제어( Presentation을 할 
경우, 어둡게하여 화면을 선명하
게 볼 수 있게함.) 
• 외출시에 자기 사무실의 전등 상
태 확인 
• 전등 전력 사용량 확인 
• 연등신청을 별도 하지 않고, 스위
치 대신에 자기 지역 전등 제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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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HARVESTING�
WIRELESS�TECHNOLOGY�
ENOCEAN�SELF�POWERED�SWITCHES�

유선

무선

EnOcean SwitchEnOcean Receiver for ELC

이제 배관배선 없이 조명제어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

EnOcean Solution과 우리 엠알의 무선디밍모듈을 적절히 사용하
면, 귀하의 사무실과 회의실등에 배관배선공사 없이 간단히 조명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후, 스마트폰앱에 의해 스케줄제어, 재실감지제어, 
각종 그룹 및 개별제어, 그리고 회의실 SCENE제어가 가능합니다.  

9.�ENOCEAN�SELF�POWERED�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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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알의 주차장 LED조명은 최적의 조도제어가 가

능한 조명시스템이다.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

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주어, 전기요금 절약해

주는 필수 절전아이템으로 대부분의 실내 주차장 

지역에 채택되고 있다. 

엠알의 감성조명은 색온도의 범위내에서 태양 빛의 변

화에 따른 실내 조명의 색온도를 적당한 실내조명으로 

연출하여,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안락하게 느낄 수 있도

록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  

엠알의 사무실 면조명시스템은 사무실의 근무 조건

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고효율LED조명으로, 조도 

및 재실감지에 따른 조명제어시스템과 최적의 에너

지 절감형 LED조명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장 조명시스템

감성조명시스템

사무실 면조명시스템

10.�LED�조명�

감성조명의 활용

 조명의 색온도를 2,200 - 8,000K범위내에서 태양빛의 변화를 그대로 실내에 연출. 

 입주자의 활동상태와 심리상태에 따라 조도와 색온도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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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엠알뉴스

LIGHT + Building 
조명 및 건축 서비스 기술 을 위한 세계 최고의 
무역 박람회.

 라이트 + 빌딩 (Light + Building)은 2018년 3월 18일 부터 
23일까지 6일간 독일 프랑크프루트 에서 개최된 이 분야에서 세
계를 선도하는 행사다. 동 전시회는 조명, 빌딩 (시스템), 전기 관련
분야 최대 전문 무역전시회로서 관련 산업의 트렌드 및 최신기술
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다.  

전세계 55 개국에서 2,714 개의 전시 업체가 최신 제품을 세계 
시장에 출시 하였으며, 177 개국에서 220,000 명이 넘는 무역 
방문자가 프랑크푸르트 박람회 및 전시장으로 이동하여 조명, 전
기 엔지니어링 및 가정 및 건물 자동화 분야에서 제공되는 최신 제
품, 솔루션 및 동향을 발견했다. 

 엠알바스는 KOTRA 에서 주관하고 LED 산업포럼에서 지원하는 
한국무역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조명 및 조명제어 시장을 선
두 하는 15 기업체들과 공동으로 참가를 진행했다. 당사는 6일간 
이어지는 행사에서 유럽 각지의 나라에서 참여한 수많은 바이어들
과 미팅을 가졌으며, 당사의 조명제어 신기술들을 부스를 방문하
는 모든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엠알바스는 자체기술인 DALI (유선디밍제어) 및 ZigBee 
Control (무선디밍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조명제어 제품을 전격 
공개했다. 당사가 선보인 무선디밍제어 는 LED 조명 하나당 개별
제어를 무선으로 진행하여 재실 및 조도 센서에 의해서 중앙제어 
없이도 독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및 기술들을 
소개했다. 

엠알바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 및 마케팅 강화에 힘쓰
며 글로벌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  

전세계 조명 및 조명제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업체들의 축제!!



www.mrbas.co.kr

since 
1987

 119

Light Fair International Show 
LED 조명 및 세계 최대의 건축 및 산업 조
명 전시회! 북미 최대의 조명 전시회!!

 조명 무역 전시회 LIGHTFAIR® International (LFI®)은 
2018 년 5 월 6 일부터 10 일까지 시카고의 McCormick 
Place에서 최대 규모의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다. 전시회 출품 
면적은 86,394평이며 최초 전시 참가업체 66 개사 와 미국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있는 136 개 해외제조업체를 포함
하여 600 개가 넘는 전시 업체가 세계각지에서 참가했다. 

 출품 업체들은 조명 및 디자인 업계의 최신 혁신과 최신 개념
을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에게 선보였다. 또한 지능형 조명 
및 IoT기술 및 혁신을 특징으로 하는 최첨단 제품 및 솔루션
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전시 제품 및 기술들은 빌딩통합시스
템, 장식조명, 현대조명, 제어장치, IoT, 조명기구, 조명제어시
스템, 태양광시스템 및 기타 등, 수많은 제품과 제조업체들이 
참가하여 3일간 화려한 전시회를 만끽하였다.    

 엠알바스는 2014년 라스베가스, 2017년 필라델피아 그리
고 2018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조명 전시회 (LFI) 를 단
독 으로 참가하였으며, 3일간 이루어진 전시회 기간동안 
300~400명이 넘는 전세계 에서 참여한 업체들과 성황리에 
미팅을 가졌다. 

 2018년 시카고 미국 조명 전시회 에서는 엠알바스의 신제품
인 0-10 DM 과 6eCSM 및 nTS 스위치를 집중적으로 소개
하였으며, 클라우드 및 인터넷 Web Browser 기반의 조명제
어 운영 소프트웨어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 

 엠알바스가 소개한 신기술이 집약된 조명제어 제품 및 솔루
션은 글로벌 조명제어업체들 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평
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 및 마케팅 확장과 함께 미국 
조명 전시회 에 참가할 계획이다.

북미 최대 조명 전시회 3년 단독 부스 전시 진행!!  
LED 및 조명시장 글로벌 조명 전시회! Light Fair International Trade Show!!

2018년도�엠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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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엠알뉴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사명변경  및 사무실이전으로 
문정동 시대 문 열어 ~~ 
당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상호를  자동제어전문업체인  ㈜엠알바스로 변경하였으며, 문정동 법조타운에   
자체 소유하게 되는 사무실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사명 변경과  본사 이전으로  또 한번의  성장 발판을 삼아  , 앞으로도 저희들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이 찾는 그 
자리에 대기 할 것이며, 고객의 요구를 항상 귀담아 들으며, 제2창업을 통해  발전하는 ㈜엠알바스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     
드린다. 

◆ 당사는  1987년6월  첫발을 내 디딘 후,   작년  2017년 6월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상호를 자동제어전문업체인 ㈜ 변경하였으며,  
     또한   문정동에  새로운 사무실을 분양 받아  이전하게 되었다. 
◆  기념사에서   윤창로 대표이사는   
     O  3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협력업체 임직원 및  당사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렸다.  
     O  초창기 사업기반 시대,  그리고  1991년 CEO로 부임하면서의 도약시대, 현재의 성장시대 등 그간의 역사를  짚어 보았다. 
     O 아울러  미래의 로드 맵  2가지도 제시했다.  
               첫째는  “우리는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품의 퍼포먼스와 고객의 편리성, 그리고 디자인에 특히 집중하면서,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둘째는 “자동제어 전문업체로서 정직한 실력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유리는 제품개발, 생산, 시공, 영업 및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1인자가 되기 위 
                               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 기 존 >            <변 경 >

    ㈜엠알엔지니어링         ㈜엠알바스

     MR Engineering         MRBAS

사명
변경

주소
변경

          
     - 이전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C동  11층  1103호 
     - 전화   :    02-568-8311 ( 대표) ( 변동없음) 
     - 팩스   :    050-8090-7445  
     - 홈피   :    (한글)  www.mrbas.co.kr

http://www.mrbas.co.kr


www.mrbas.co.kr

since 
1987

 121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
이  공동 개발한 제품을 , 수요기관에서 우선 구매권을 주는 제도임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특허권,공동상표,기
술혁신촉진사업,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지원 제도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지방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 제22조제12호

제도 활용 가능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도 관련 

부처 및 대상 제품

제도 관련  

엠알바스 제품  개요

✓ 사업 제품명 : 전력사용량 제어 시스템 
✓ 한국특허정보원 제품적용  특허번호 : 제10-1327443호 
✓ 제품 설명  
    : 건물의 전력사용량을 감시하여 사용량이 초과할 시, 전력부하  
      조정에 의해 계약 전력 범위내에서,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사용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고,  
      전력 사용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 주요 기능  
    - 전력 사용 상태 모니터링       - 임계값에 의한 전력량 제어 
    - 차단 부하 설정 기능             - 우선순위, 차등 제어 
    - 자동으로 부하제어               - 수동으로 부하제어

✓ 관련부처 

✓ 대상제품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전체 ( 금액제한 없음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 
        (기재부 고시금액 2.1억 미만)

2018년도�엠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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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Location of our SI Distributors 

Location which our products was supplied. 

Contact Point Service Contact Information

MRBAS Co., Ltd. H/Q … 

World wide

Technical 

Consulting, 

Quotation, 

Proposal, Drawing, 

Export 

Tel : 82-2-568-8311 EXT. 1.
Dir : 050-8090-7445
Email : cryoon@mrbas.co.kr
keno1208@naver.com

AREX Automation . Corp. … 

Taiwan

Technical 

Consulting, 

Quotation, 

Proposal

Tel ; 886-2-8667-2528#34
Fax : 886-2-2219-5710
Email : arex@arexauto.com.tw

Buragon … Turkey Technical 

Consulting, 

Quotation, 

Proposal

Tel : 90-507-643-0800

Fax : 

Email : caginersu@gmail.com, 

info@buragon.com

LIGHT BOX … Sri Lanka Technical 

Consulting, 

Quotation, 

Proposal

Add : No.600, Nawala Road, Rajagiriya

Tel : +91 -(0) 11-287-7277

Email : info@lightboxl.com, 

sales@lightnboxl.com

CORRINT … Nederland Technical 

Consulting, 

Quotation, 

Proposal

Add : Richterlaan 10-1, 9207 JV Drachten

Tel : +31-512-202041

Email : info@corrint.com

INTERNATIONAL�AGENCY�CONTACT�POINT

mailto:keno1208@naver.com
mailto:arex@arexauto.com.tw
mailto:caginersu@gmail.com
mailto:info@buragon.com
mailto:info@lightbox.com
mailto:info@corr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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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팀�및�A/S�팀�연락처,�약도

Division Content Contact

본사 영업팀 프로젝트 상담, 견적, 제안

서, 기술상담, 입찰, 계약, 

영업지원등 서비스 업무

Tel : 02-568-8311 교환 # 1
Fax : 050-8090-7445
Email : bridge98@daum.com

본사 C/S영업팀 A/S기술지원, 견적, 단품 

판매 견적, 계약, 유지보수

계약

Tel : 02-568-8311 교환 # 3
Fax : 050-8090-7445
Email : cbc9969@mrbas.co.kr

본사 기술본부/PM팀 현장 기술 지원, 프로젝트 

시공 지원, 기술상담, 공정

업무, 자재납품, 시운전

Tel : 02-568-8311 교환 # 4 
Fax : 050-8090-7445
Email : chokw@mrbas.co.kr

본사 구매팀 자재구매, 계약업무 Tel : 02-568-8311 교환 # 5
Fax : 050-8090-7445
Email: hwangbo@mrbas.co.kr

고객지원

mailto:bridge98@daum.com
mailto:cbc9969@mreng.com?subject=
mailto:chokw@mreng.com
mailto:sk-choi86@mrne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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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C동1103호(우 05836) 

Phone: 02-568-8311 

Fax: 050-8090-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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