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전 송수전 수전 송수전 수전 송수전

01 01 현재날짜 01 01 현재날짜 01 01 현재날짜

02 02 현재시간 02 02 현재시간 02 02 현재시간

03 03 정기 검침일 03 03 정기 검침일 03 03 정기 검침일

04 04 전월 누적 수전 유효전력량(kWh)_A(중간부하) 04 04 전월 누적 수전 유효전력량(kWh)_전체 04 04 전월 누적 수전 유효전력량(kWh)_A(중간+최대)

05 05 전월 누적 송전 유효전력량 (kWh)_B(최대부하) - 05 전월 누적 송전 유효전력량 (kWh)_전체 05 05 전월 누적 수전 유효전력량 (kWh)_B(경부하)

06 06 전월 수전 최대 수요전력(kW)_C(경부하) 05 06 전월 수전 최대 수요전력(kW) 06 06 전월 누적 수전 선택 무효전력략(kvarh)_A(중간+최대)

07 07 전월 누적 수전 지상무효전력량(kvarh)_A(중간부하) 06 07 전월 수전 최대 수요전력 발생 날짜 - 07 전월 누적 송전 유효전력량(kWh)_전체(A+B)

08 08 전월 누적 수전 지상무효전력량(kvarh)_B(최대부하) 06 07 전월 수전 최대 수요전력 발생 시간 07 08 전월 수전 최대수요전력(kW)_전체(중간+최대+경부하)

09 09 전월 누적 수전 진상무효전력량(kvarh)_C(경부하) 07 08 현재 누적 수전 유효전력량(kWh)_전체 08 09 전월 수전 최대수요전력 발생 날짜_전체(중간+최대+경부하)

10 10 전월 누적 수전 최대수요전력(kW)_A(중간부하) - 09 현재 누적 송전 유효전력량(kWh)_전체 08 09 전월 수전 최대수요전력 발생 시간_전체(중간+최대+경부하)

11 11 전월 누적 수전 최대수요전력(kW)_B(최대부하) 08 10 현재 수전 최대 수요전력(kW) 09 10 전월 수전 평균역률(%)_A(중간+최대)

12 12 전월 누적 수전 최대수요전력(kW)_C(경부하) 09 11 현재 수전 최대 수요전력 발생 날짜 10 11 현재 누적 수전 유효전력량(kWh)_A(중간+최대)

- 13 전월 누적 송전 유효전력량 (kWh)_전체 09 11 현재 수전 최대 수요전력 발생 시간 11 12 현재 누적 수전 유효전력량(kWh)_B(경부하)

13 14 현월 누적 수전 유효전력량(kWh)_A(중간부하) 10 12 직전 수요전력(kW) 12 13 현재 누적 수전 선택 무효전력량(kvarh)_A(중간+최대)

14 15 현월 누적 송전 유효전력량 (kWh)_B(최대부하) - 14 현재 누적 송전 유효전력량(kWh)_전체(A+B)

15 16 현월 수전 최대 수요전력(kW)_C(경부하) 13 15 현재 누적 최대수요전력(kW)_전체(중간+최대+경부하)

16 17 현월 누적 수전 지상무효전력량(kvarh)_A(중간부하) 14 16 현재 수전 최대수요전력 발생 날짜_전체(중간+최대+경부하)

17 18 현월 누적 수전 지상무효전력량(kvarh)_B(최대부하) 14 16 현재 수전 최대수요전력 발생 시간_전체(중간+최대+경부하)

18 19 현월 누적 수전 진상무효전력량(kvarh)_C(경부하) 15 17 현재 수전 평균역률(%)_A(중간+최대)

19 20 현월 누적 수전 최대수요전력(kW)_A(중간부하) 16 18 직전 수요전력(kW)

20 21 현월 누적 수전 최대수요전력(kW)_B(최대부하)

21 22 현월 누적 수전 최대수요전력(kW)_C(경부하)

- 23 현월 누적 송전 유효전력량 (kWh)_전체

항목표시번호 항목표시번호 항목표시번호
표시내용 (3종) 표시내용 (1종) 표시내용 (2종)

서창전기통신㈜ G-Type 표시항목 조견표

▶ 매월 정기검침은 반드시 검침확정일 00시 이후에 검침하여야 함.

(매월 29일, 30일, 31일은 익월 1일 이후)

▶ 검침시마다 1~2번 항목의 현재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함.

▶ 검침시에 에러가 표시될 때는 계기부서로 중계 처리하여야 함.

▶ 수동검침(SR, DR)도 동일하게 적용 됨.

▶ 3종과 4종 계량의 표시내용은 공급자 표시항목으로 운영되며,

반드시 관리자에게 문의 요망.

▶ 최초 설치된 계기는 반드시 최초 통전기능("입력"버튼 3초미만)을

수행하여 부하 차단상태에서 통전상태로 전환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