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SKO® MTRAB® 2.5

검증된 기술력, 차별화된 전문성
그리고 폭 넓은 현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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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KO® MTRAB® 2.5

신뢰할 수 있는 기능과 디지털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춘 혁신적인 기술.
무보수 호흡기 MESSKO® MTRAB® 2.5 제품군은 변압기 절연유, 부하시 탭
절환장치 및 절연유가 채워진 전기 설비에 유입되는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
리고 이제 새로운 앱 기능으로 데이터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탁월한 수분 관리
전력량 수요 증가 및 장시간 설비 운전으로 전
력 장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MTRAB® 호흡기는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전력 변압기의 호흡 패턴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효율적으로 수분
을 제거합니다. 셀프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 재
생을 진행하므로 귀사의 전력장비가 최적의 조
건으로 최대한의 시간동안 운전되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합니다. MTRAB® 시리즈는 전세계
적으로 90,000대 이상 납품되었습니다.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IEC 60076-22-7 규격에 명시
된 사양을 만족시킵니다.(변압기 액세서리의 새
로운 표준 - 자가 재생 호흡기).

NFC
NFC

효과적인 작동 원리
일반적으로 오일 컨서베이터로 유입되는 공기는
건조제 (실리카 겔)을 통해 수분이 제거 되어지
며 수분이 제거된 공기는 다시 한번 연결 파이프
내 센서를 통해 공기 중 수분 함량이 모니터링됩
니다. 내부 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공기 중 수분 함
량, 상대 습도(% rH)가 규정된 한계 값에 이르면
작동하는 장비의 동작 방식에 따라 건조제 재생이
활성화됩니다.

실리카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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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g

1.1kg

1.1kg

1.1kg

DB200T DB200D-T

2.2kg

4.4kg

DB100T

1.1kg

DB200T DB200D-T

2.2kg

4.4kg

리액터
> 40 Mvar ≤ 200 Mvar

DB100T

리액터
≤ 40 Mvar

DB100

위상 변환기
> 200 MVA

네트워크 변압기
≤ 40 MVA

DB100

위상 변환기
> 40 MVA ≤ 200 MVA

이동식 변압기

DB100

위상 변환기
≤ 40 MVA

공기 충전
케이블 박스

DB100

네트워크 쉘 변압기
> 200 MVA

아크 억제 코일
(피터슨 코일)

유형

어플리케
이션
(사양)

네트워크 및 승압
변압기 > 40 MVA
≤ 200 MVA

탭 절환기

MESSKO® MTRAB® 2.5 버전의 권장 어플리케이션(사양) 및 제품 타입

DB100T

DB200T

1.1kg

2.2kg

MESSKO® MTRAB® 2.5 DB100

MESSKO® MTRAB® 2.5 DB200

MESSKO® MTRAB® 2.5 DB200D

장점 알아보기

고객 맞춤형 솔루션

I 운전 중 비용 절감 및 안정성 향상
I 수분으로부터 절연 매체를 능동적으로 보호
I 변압기, 전력 설비의 컨디션 베이스로 자가

I
I
I
I

운전하는 알고리즘

I 비교가 불가한 월등한 기술력과 효율성
I ETOS® (Embedded Transformer Operating

System)로의 간편한 통합

I 기존 작동 설비에 설치 및 교체가 쉬움
I IEC 60076-22-7를 준수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I MESSKO® MTRAB® 앱을 사용한 쉬운 데이
터 모니터링 및 분석SKO® MTRAB® app

해안가용 디자인
필터 히팅
확장된 과전압 보호
RS485을 통한 Modbus RTU

MESSKO® MTRAB® 2.5의 특징
I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데이터 로거

(소프트웨어는 옵션)

I EN 60664-1 범주 III에 따른 확장 과전압

보호

I 보호 등급 IP 66/IP67
I IEC 12944에 따른 C4H 또는 CX 부식 방지
I 제품 기능 수동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트

4.4kg

4.4kg

2.2kg

GSU 기계 변압기

DB200D-T DB200D-T DB200G

지하 홀 변압기

전기로용 변압기

고전압 DC 전송
(HVDCT) 변압기

리액터
> 200 Mvar

버튼(기본 사양에 포함)
I 모니터링 및 SCADA 시스템에 직접 연결
I ETOS® 에 통합 세팅(옵션)

DB200G

DB200G

2.2kg

2.2kg

자세한 정보:
MESSKO® MTRAB® 2.5

is/Kommunikation

MESSKO® MTRAB® 2.5 –
하이라이트 요약.
높은 신뢰성과 효율성
I		24/7 모드로 유지 보수가 필요없는 구동
I		수 년간 고온, 저온, 건조하거나 습한 기후 등의 모든 기후에서 검증됨
2525-Komplexitätsreduktion

Sekretärinnenkreis/Kommunikation

유지보수 및 서비스 비용 감소

Flexibilität/Maßgeschneiderte
Lösung

I		검사 및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음 - 기존 일반 호흡기와 차별화됨
I		건조제 교체가 불필요해짐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
Beratung

is/Kommunikation

최신 기술로 검증된 품질
2444-Service-Netzwerk

ätsreduktion

Sekretärinnenkreis/Kommunikation

ätsreduktion

g

geschneiderte

geschneiderte

ose

Sekretärinnenkreis/Kommunikation
1930-Training + MRcademy

1930-Retrofit Motor-Drive

Beratung

(변압기 액세서리의 새로운 표준 – 자가 재생 호흡기)
I		MESSKO® MTRAB® 앱을 사용한 쉬운 데이터 관리

ETOS®의 통합 및 통신
I		MR의 ETOS® (Embedded Transformer Operating System)로의 간편한 통합
I		아날로그 출력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SCADA 연결

Beratung
1930-Accessories, Monitoring systems

1930-diagnose, Fingerprints

tzwerk

확실한 변압기 상태 관리
I		안정적인 변압기 운전 관리
I		탁월한 수분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변압기 수명 관리
I		무보수,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비용 절감 및 자산 관리

tzwerk

g

I		180개 국가, 6,500의 고객이 선택한 MESSKO® MTRAB®
I		15년 이상의 현장 경험
I		IEC 60076-22-7에 따라 개발되고 테스트됨

2529-Cyber Security

2529-Intelligenter Kopfantrieb

1930-Installation

1930-Projektmanagement

1930-Oil Handling

1930-Training + MRcademy

1930-Retrofit Motor-Drive

1930-OLTC-Diagnose

1930-Accessories, Monitoring systems

Stabile Spannung
Frequenzschwankungen

2529-Cyber Security

rwachung

g

ose

n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Falkensteinstraße 8
93059 Regensburg, Germany

Neutralleiterüberlastung
1930-Training + MRcademy

1930-Fleet Management
Phasenunsymmetrien
1930-Retrofit Motor-Drive

1930-Ölanalyse

Phone +49 941 4090-0
E-mail: sales@reinhausen.com
www.reinhausen.com

Erneuerbare Energien
Netztopologie
Kommutierungseinbruch
Maximaler Energiegewinn
Spannungshaltung 2
1930-Accessories, Monitoring systems 1930-diagnose, Fingerprints
1930-Projektmanagement

1930-Oil Handling

1930-Training + MRcademy

1930-diagnose, Fingerprints

THE POWER BEHIND POWER.
2529-Intelligenter Kopfantrieb

1930-Retrofit Motor-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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