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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회사개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설비 분야와 감시제어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언브로

사업자등록번호

129-86-52176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설립월
연락처
FAX

홈페이지
주소

윤미아

131111-0266261
2010.10

031-8039-6888
031-990-6743

www.unbro.co.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14, 602호
(서현리더스빌딩)

가치를 높이는 기술,

맞춤형 솔루션

최고의 기술실현,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개발,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기업

주식회사 언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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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전문성

Reliable IT System Solution Provider

2

핵심
가치
인사말

Reliable IT System
Solution Provider

기업 및 공공분야에서
함께 동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운영방향성

“

주요 사업분야로는 산업설비 및 발전소의 감시 & 제어를 위한 SCADA 및 PLC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Package 설비를 위한 통합 감시 및 제어, 시운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력에너

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및
BMS(Battery Monitoring System)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축하는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고객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설계, 솔루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ission

끊임없는�연구개발과 도전으로�삶을�변화시킬 가치�창조

Vision

다년간의 수행�경험과 완성된�기술력으로

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 글로벌 IT기업

Strategy

Technology
IT업계 최고의
기술�실현

Solution
각�상황�별,
고객맞춤
솔루션�제공

Professionality
다년간의
경력기반 전문성

http://www.un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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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회사소개
3

회사개요

일반
현황

2021
2020

연혁

2019

및
조직도

3월
4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1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5월

6월
7월

2018

ISO 9001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10월
2월
3월

전기공사업 등록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i-EMS)

GS(Good Software)“1등급” 취득

사업장 이전 ( 분당구 삼평 > 분당구 서현 )
COPADATA社와 Partnership 체결

사업장 이전(경기도 판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득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2017

4월

2016

8월

2010

10월

여성기업 확인서 취득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규 신고
현 대표이사 변경 및
㈜언브로 상호 변경

회사 설립

대표이사 CEO
품질관리부

기업부설연구소

기술관리

SCADA

제어 솔루션

기술영업

ESS용 EMS 및 BMS

가스 SCADA

시스템통합(SI)

관리

설계, 납품 및 시운전

설계, 납품 및 시운전

감시제어 시스템

견적 및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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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IT

기술영업부

태양광 ESS용 PMS
O&M(운영관리)

전력 SCADA, PLC
유지보수

수운용 및 산업설비
설계, 납품 및 시운전

Reliable IT System Solution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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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솔루션

주요
사업

EMS (Energy Monitoring System)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맞춤 솔루션
IT 전문기업

자동화�솔루션

(주)언브로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O&M

태양광 O&M (Operation & Maintenance)

5

인증
및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ISO 9001 인증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COPADATA 대리점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http://www.un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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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주요사업현황
1

에너지
솔루션
체계적인
솔루션 제안

Point
EMS

EMS

iEMS

Energy Monitoring System

ESS운영을 위한 설비는 배터리, PCS, 수배전 등 주요설비와 온도, 습도센서, HVAC, 소방

(화재감지)등 각 종 센서 및 환경감시 설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ESS의 최적 운영

(충방전)을 위하여 각 종 상태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저장 및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용도에 맞게 ESS 제어의 피크저감(Peak-Cut), 부하이동(peak-shifting) 기능을
제공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계시 안정적인 계통 출력을 보장하여 효율적으로 전력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기능

배터리�동기화/ PCS 제어
지능적인�충방전�제어

PLC 적용
최대�피크저감(Peak-Cut),
부하이동(Peak-Shifting)
ESS 운영현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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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배터리�정보를�실시간�수집하여�배터리의 SOC, 전압, 전류�등�상태를
고려하여�특성에�맞게 PCS의�충방전을�제어합니다.

충방전�제어�시�배터리의�수명과�효율적인�사용을�위한�다단계적�충방전

알고리즘을�적용하며, ESS 배터리의�성능�보장�및�안정적인�사용을�유지
합니다.

세계적인 ABB 그룹사의 B&R Automation PLC를�채용하여�제어의�안정
성(필요시�이중화�구성)을�제공합니다. 또한, 현장의 Data를 실시간�수집,

모니터링�하며, OPC-UA 인터페이스를�통해�제공합니다.

전력수요예측알고리즘을�적용하여 15분마다�최적예측을�실시하여�목표
피크에�근접시 ESS의�방전을�실시하므로�최대피크를�방지할�수 있으며,

Peak-shifting는�최적�운영의�충방전�알고리즘을�제공합니다.

ESS의�충방전�현황을�계획�및�실시내역을�여러�형태로�제공하며, 실시한
내역을�기준으로�금액으로�환산하여�운영실적을�제공합니다.

다양한 IT 인프라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다양한 형태의 제어기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About
구성도

· EMS block diagram

· 변압기· PCS

· UPS · BMS

화재수신반

· 온도 · 보호계전기
Hardwiring

Modbus/TCP

통신 Card

I/O Card

CPU

수요예측-최적화

OPC-UA
Database

OPC DA or

웹�서버 - 운영자

Modbus/TCP

Visualization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

· 에너지�사용�및�흐름의�시각
· 에너지�측면�분석
· 에너지�데이터, 정보시각화

현황분석
에너지
모니터링

절감활동
최적화

Analysis

효율(생산성)
분석

KPI설정
목표관리

· 설비에너지�효율분석
· 설비에너지의�진단과�예측
· 데이터의�다양한�조건별�조회
· 성과의�분석
· 비용의�분석

Optimization & Control

· 낭비요소의�발견과�제거를�제안
· 에너지이용과�운영의�효율성�제고
· 실시간�모니터링
· 공정운영의�스케쥴�관리

http://www.un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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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주요사업현황
1

에너지
솔루션
효율적인
솔루션 제안

Point
BMS

BMS

BiMAS

Battery information Monitoring & Archiving System

ESS용 Battery의 운영 정보 감시 및 저장을 위하여 System BMS, Rack BMS, Module
BMS와 통신/감시/알람/저장 기능을 수행합니다.

BiMAS는 ESS Battery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누적 데이터 조회, 이력 데이터 다운로드
및 Excel 데이터 변환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상태모니터링�제공

System 및 Rack BMS단위�배터리�데이터�정보�수집�및�상태모니터링

Battery Alarm & Event 감지�및 SMS 전송

Battery의�충전률, SOH, 전압, 전류등의�설정을�통한�실시간�감지�및 Protection

항목에�대한�경보�알림, 해당�알람�및�이벤트에�대한 SMS전송

System 및 Rack BMS 단위�이력�조회�및 Excel Export
누적�데이터�관리�및�검색, 보고서�자동�출력�기능

SFTP를�이용한�실시간�이력�데이터�조회�및�저장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를�이용한 Cloud 저장�및�원격지데이터
전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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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상태정보를 수집 및
모니터링을 함으로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About
구성도

·BMS block diagram

Battery information Monitoring & Archiving System

ESS

Battery room
HTTP
Module

Core

Comm.
Module

ESS

LOG 저장

알리고�문자서비스

· 전송�데이터 / 결과�이력

· 전송�완료

· 수집 Data 실시간�확인

· 프로그램�장애

· SMS 문자�전송�서비스�연계

· 통신�장애

· 프로그램 Event Data기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

· 프로그램�알림 & 이벤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설비 분야와
감시제어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heck Point 01

배터리�안전확인

산업용�장비의�이상여부를�확인하는
안전솔루션을�제공합니다.
Check Point 02

시스템�보안

장비의�데이터를�보호하고�사용자가
관리�할�수�있도록�합니다.
Check Point 03

Battery Management System

정기�서비스

업무력�향상을�위해�지속적인�점검과
안전�확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http://www.un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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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주요사업현황
1

에너지
솔루션
최적화 된
솔루션 제안

Point
FEMS

FEMS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공장 전체 주요 설비에 대한 전력, 스팀, 용수, 정보 관리 및 분석,

가시화를 통한 에너지의 최적 운전을 지원하는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자원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
환경 오염 위험의 최소화, 자연 보존 등을 위하여 임직원의 환경인식
강화, 지역 사회와의 조화, 환경 정보 공개 등의 S/W적인 측면과

신재생에너지, AMI, 친환경 전력기기, AC Drive, LED 조명 등의
H/W를 도입한 공장 입니다.

주요
기능

관리
분석

상태�모니터링

생산설비, 유틸리티의�전력품질�및 사용량, 스팀, 가스, 용수등�사용상태 모니터링

누적�데이터�조회

공장�생산�현황�대비�에너지�원가�현황, 전력�사용량, 피크�관리, 절감 실적�조회

보고서�출력�및
EXCEL 연동

보고서�관리�및�다양한�보고서�양식을�제공�하며, 보고서�자동�출력�기능

전력�피크�관리

I Smart와�연동한�전력피크�관리를�통한�전력�요금�관리�기능

실시간 ALARM
& EVENT

측정되는�모든�항목에�대한�상, 하한�경보�알림을�통한�이상�진단

설비�제어

11

설비

라인/설비�전력�사용량, 생산실적�조회, 임계치�설정을�통한�설비�실시간�감지�및
감시/대응�라인�내�설비�별�보전관리�및�유틸리티�설비들의�제어�운영 에너지
절감

여러 운영 체계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관리, 감독을 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효율성과 에너지 최적 운용기술을 제공합니다.

About
구성도

에너지관리정보�시스템 (EMIS)

HW / 네트워크

수요관리

·
관리레벨

운전레벨

운전레벨

· 수요예측/ 에너지공급�계획
· 에너지�성과�관리

· 생산관리

· 시스템 (MES)

· 개선방안�도출/이행

운전�정보�네트워크

· 데이터�취득

· 데이터�저장

· 가시화

· 데이터�분석

· 에너지�관리

· 최적화

필드레벨

· HMI, SCADA
자동화�네트워크

· PLC, DCS

외
부
전
력
계
통

이산/프로세스
디바이스�네트워크

I/O 디바이스

외부�에너지�공금

내부�에너지�공급

http://www.un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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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주요사업현황
2

자동화
솔루션
효과적인
업무력 상승

Point
PLC
DCS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B&R New X20 generation

B&R X20 generation PLC는 Intel Apollo Lake 프로세서를�탑재

하였습니다. 차세대 NewX20 generation은�상당히�높은�성능과

추가 RAM 및�통합된 Onboard 플래시�메모리를�지원합니다.

또한, 이�세대의�컨트롤러는 TSN을�통한 OPCUA를�지원하며�해당
네트워크에서�필드�레벨�마스터로�사용할�수�있습니다.

B&R Extension
of the Compact-S series

B&R Extension of the Compact-S series PLC는 2GB 내장�플래시
메모리, 512MB램이�장착�되었으며, 단위�장비제어�및�고신뢰성을
요구하는�현장에�적합한 PLC 입니다.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최상의 성능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주식회사 언브로는 사용하기 쉬운 전체 제어 기능과 강력한 시스템 통합을 결합하여
복잡한 운영을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신뢰할 수 있는 DCS를 제공합니다.

13

최적화된 IT 운영 / 관리 절차를 표준화하여 구성하고,
반복업무의 최소화 및 사람의 실수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비용절감 방안을 제공합니다.

Point
SCADA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UNBRO SCADA는 Windows기반에서 운영되는 공정제어 및 시스템 통합관리용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IOT(Internet Of Thing)시대에 최적화되어 시공간의
제약없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SCADA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UNBRO SCADA만의 강력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은 현장 어디서든 완벽하게

적용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용 제어 기기들과의 통신을 통하여 언브로만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동화
관리
시스템

“

IT 운영�관리�업무의�표준화�및
반복업무�자동화로�효율성�향상

고객사�조직에�최적화된 IT 운영�관리�절차를�표준화하여�구성하고,
반복업무의�최소화�및�사람의�실수에�의한�오류를�최소화하여�업무
효율성�향상�및�비용절감�방안을�제공합니다.

절차�적용/수정�편리
업무�프로세스�디자인�도구를�이용한
손쉬운 설계�및�설정�편의�기능 제공

장애관리�자동화

장애�감지부터�처리�이력�관리까지
자동�관리 및 정기�점검�자동화 기능
제공

관리비용�감소

Energy
Solution

단순�반복 업무�개선으로�인한�비용
감소�효과

http://www.un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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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현황
3

O&M
체계적인
유지관리

Point
태양광

태양광

O&M

Operation & Maintenance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 현황을 원격 관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 서비스/발전효율 저해 요소를
사전 검출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고객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Point
O&M 주요
서비스 항목

모니터링

· 원격�모니터링

· 이상�징후�모니터링�서비스
· 발전량�예측�서비스

정기정검

· 발전소�주요�설비�점검
· 접지�상태�점검

· 계전기�및�차단기�점검

유지관리

· S/W 및 H/W 보증�관리
· 발전소�주변�환경�점검

15

가치를 높이는 기술과 최고의 기술실현,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개발,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기업

4

연구
개발

Reliable IT System
Solution Provider

신재생에너지 장치에 대한 개발 및 응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축척하여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가치창조

첫째,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리(EMS:Energy Management
System), 통합감시 및 제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터리팩의 전압, 전류및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며,

배터리 교체시기 예측및 배터리 문제, 발전효률 저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 : Battery Monitoring System) 및 제어 시스템

(Control Monitor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개발"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거리에 있는 설비를 간소화, 자동화하고 이들 설비와 계통들을 한곳에서 효과적

으로 감시, 제어 측정하여 분석, 처리하기 위한 "산업설비를 위한 중앙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 개발(Supervisor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http://www.un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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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주요실적

ESS용 EMS 및 BMS 부문
계약명

고객

17

계약일

완료일

현대일렉트릭(주)

EMS/ESS 스케줄�최적화�어플리케이션�개발

2017.09.21

2017.09.21

현대아이씨티(주)

현대중공업 FEMS/도시가스 Dashboard 개발

2017.11.17

2017.12.21

에스엘일렉트릭(주)

고려아연 ESS 스케줄�최척화�어플리케이션�개발

2017.11.24

2017.12.08

2018.03.05
2018.02.08

2018.04.30
2018.04.30

현대일렉트릭(주)

KAC/ 전의 ESS용 EMS
KCC/ 김천, 여주 ESS용 EMS (“ThingWorx” Platform)

현대일렉트릭(주)

배터리위험성�분성용�모니터링�프로그램�개발

2018.03.20

2018.03.30

현대일렉트릭(주)

현대미포조선 / 154kV ESS용 EMS

2018.04.19
2018.04.16

2018.05.31
2018.06.30

우리이엔지(주)

BYC 하이시티빌딩 EMS 구축공사

2018.06.15

2018.08.30

현대일렉트릭(주)

천일제지 EMS 설치용역

2018.08.27

2018.10.30

현대일렉트릭(주)

현대삼호중공업 EMS 설치용역

2018.09.03

2018.11.30

현대일렉트릭(주)

현대삼호중공업 ESS BMS(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구축용역

2018.11.02

2018.11.30

현대일렉트릭(주)

도로교통연구원 ESS 설치공사

2018.11.02

2018.12.20

현대일렉트릭(주)

서산태양광발전소 ESS 부속자재

2018.12.05

2018.12.12

현대일렉트릭(주)

현대힘스 ESS 설치공사

2018.12.11

2018.12.31

현대일렉트릭(주)

서산태양광 ESS 설치공사 ‒ BMS 설치용역

2019.02.13

2019.06.30

현대일렉트릭(주)

솔라시도�태양광�연계 ESS - PMS 설치�및�엔지니어링�용역

2019.10.14

2020.03.31

현대일렉트릭(주)

중대형 ESS O&M용 Cloud EMS 구조�및�컨텐츠�개발

2019.12.19

2020.11.30

코리아데이타
코퍼레이션(주)

SOUL Energy 6개소 BiMAS Software

2020.01.13

현대일렉트릭(주)

현대중공업 FEMS 모니터링시스템�추가분

2020.03.13

현대일렉트릭
협의조건

현대일렉트릭(주)

솔라시도 ESS 관리운영�용역(1차년도)

2020.04.10

2021.04.10

현대일렉트릭(주)

[쏘울에너지] 백석, 안좌, RT무안�설치용역(총 22개소)

2020.05.22

2020.06.30

현대일렉트릭(주)

고려아연, 태백풍력 ESS 안정정보�시스템�연계�구축공사

2020.08.27

2020.09.17

2020.05.04

비고

Reliable IT System Solution Provider
현대일렉트릭(주)

솔라시도 ESS 관리운영�용역(1차년도)

2020.04.10

2021.04.10

현대일렉트릭(주)

[쏘울에너지] 백석, 안좌, RT무안�설치용역(총 22개소)

2020.05.22

2020.06.30

현대일렉트릭(주)

고려아연, 태백풍력 ESS 안정정보�시스템�연계�구축공사

2020.08.27

2020.09.17

SCADA(원격감시제어시스템) 부문
계약명

계약일

완료일

제이브이지(주)

한국가스공사 2017년 SCADA MASTER 1식�확장(DLP 확장부문)

2017.09.08

2018.11.15

제이브이지(주)

한국가스공사 2017년 SCADA MASTER 1식�확장(DLP 확장부문)

2017.09.08

2018.11.15

비츠로시스(주)

한국가스공사 2017년�신증설관리소 SCADA MASTER 확장

2017.04.27

2017.12.28

제이브이지(주)

한국가스공사 2018년�신증설 SCADA MASTER 확장

2018.06.20

2019.09.10

제이브이지(주)

한국가스공사 2018년�통제설비�확장구매

2018.10.01

2019.12.10

주인정보시스템

한국가스공사 2019년 SCADA MASTER 확장구매(DLP)

2019.03.19

2019.12.06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지역통제소 MGP 설비�개선자재�구매

2019.05.30

2019.07.31

통제소�설비�재배치�공사

2019.08.12

2019.09.27

사옥�전자현황판�설치�공사

2019.12.05

2019.12.31

보안관제모니터용 MGP 멀티모니터�개선공사

2020.05.13

2020.06.12

통제소 DLP시스템�개선공사

2020.07.31

2020.08.31

계약일

완료일

공군사관학교�스마트물관리체계�구축�예비자재구매

2017.12.19

2017.12.31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

고령지방상수도�무인가압장�원격감시설비�구매설치

2018.05.13

2018.06.30

현대일렉트릭(주)

대구도시철도3호선�충전기반�프로토콜�인버터�소프트웨어�개발

2019.03

2019.05.30

피아이티에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영상시스템�구축공사

2020.05.21

2020.08.30

고객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지사)

제어솔루션�부문

계약명

http://www.unbro.co.kr

비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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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높이는
IT기술

(주)언브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설비 분야와 감시제어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사업 및 제휴관련 문의

Contact us

Tell. 031.8039.6801

Fax. 031.990.6743

Addre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14. 602호 (서현 리더스빌딩)

http://www.unbr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