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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NSE ® VAM

MR의 온라인 OLTC 진단 기술.
진동 음향 측정을 통해서 OLTC의 작동 시간 편차와 기계적 동작 시퀀스를
감시합니다.
모든 유형의 OLTC를 위한 시
스템
부하시 탭 절환장치는 전력 변압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력계통 운영자가 언제든지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
는 20년 이상의 탭 절환장치 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고유한 온라인 진단
도구인 MSENSE® VAM을 개발했습니
다. VAM은 진동 음향 측정을 나타내며
이 진단 기술은 다른 OLTC 제조사와 타
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MSENSE® VAM의 기반은 OLTC의 스
위칭 시퀀스 동안 생성되는 진동을 분
석하는 고해상도 진동 음향 측정 시스
템입니다. 다양한 수학적 방법을 사용
하여 스위칭 시퀀스 동안 방출되는 시
간-빈도 스펙트럼에서 그래프가 생성됩
니다. 그런 다음 이 그래프는 각 스위칭
시퀀스에서 더 정확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자체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메
커니즘과 기준값에 의해 평가됩니다.

OLTC 헤드 커버
OLTC 헤드 커버의 진
동 음향 센서

OLTC 탭 위치
모터 구동 제어의 트리거 신호
다이버터 스위치 오일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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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측정을 통해 탭 변환 스위칭 시퀀스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 시간 편차와 기계
적 불일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당사의 서비스는 한 걸음 더 앞서 나갑
니다. 당사의 VAM 분석 서비스는 권장
사항과 조치가 포함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MSENSE® VAM 모델: 신제품 또는 업그레이드 솔루션으로 최적화된 디자인을 선택하십시오.
진동 음향 감시를 위한 디자인

독립형

다른 MR 솔루션과 결합

ETOS® IM
모듈

고객 제어 캐비닛에
설치

고객 제어 캐비닛에 추가 ETOS® IM
모듈 설치

ETOS® 캐
비닛

MR-캐비닛에 설치

통합 시스템 솔루션을 ETOS® 캐비닛
에 설치

ETOS® ED
ETOS® TD

모터 구동 장치에 설치
ETOS® ED: 이전 구동 기술
ETOS® TD: 혁신적인 헤드 구동 기술

Frühwarnung

MSENSE® VAM: MONITORING-VERFAHREN
I Aufnahme der Schwingung
I Erstellung der Hül
während des Schaltvorgangs
durch vibroakustischen
Sensor auf OLTC-Deckel

Autonome online-Funktion

MSENSE VAM: 감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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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기록: 진동 음향 센서

2

신호 평가 및 사전 경고

2 Signalauswertung &
Frühwarnung
온라인 기능(자동)

Signalaufnahme

I Aufnahme der Schwingung
während des Schaltvorgangs
I 스위칭 프로세스 동안 OLTC 헤드 커버의 진동
음향
durch
vibroakustischen
센서에 의한 진동 기록
Sensor auf OLTC-Dec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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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ige mathemati
I Abgleich mit selbs
OptionE
Grenzwertkurve,
bei Überschrei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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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rstellung der Hüllkurve durch mehrdb
stufige mathematische Operationen
I Abgleich mit selbst erlernter
Grenzwertkurve, Eventmeldung
msec
bei Überschr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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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I 다단계 수학적 연산을 사용한 그래프 생성
I 자체 학습을 통해 기준 곡선을 조정, 초과 시 이벤트 메시지
msec

msec

자체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기준 곡선의 자동 생성
I 스위칭 유형당 약 10번의 스위칭 작동 단계 학습, 일반적으로 1일 후 학습
I 허용 범위를 연속적으로 좁힘
I 모든 변압기 및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서 작동

기준값이 초과된 경우 이벤트 메시지

3

MR의VAM분석 서비스(옵션)는

VAM 분석 서비스
MR의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권장 조치
I MR 고객 포탈(https://portal.reinhausen.com)을 통해 MR로 데이터 전송
I MR 전문가의 상세한 분석, 해석 및 권장 조치

고객이 데이
터 원본을 MR
포털에 업로
드합니다.

VAM
데이터

MR 포털에서 상세 보고
서를 제공합니다.

1. 상세 분석
I 구체적인 평가 알고리
즘
I 광대한 데이터베이스

I 가능한 사고 발생

원인
I 명확한 권장 조치

2. MR 전문가의 평가 결과

I Date
I Deta
Han
MR-

더 많은 기능,
더 높은 가치.
MSENSE® VAM은 부하시 탭 절환장치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작동되도록 보장합니다.
신속한 수행
I		기준값을 점진적으로 좁히는 자체 학습 알고리즘
I		모든 OLTC에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설치 가능

OLTC 스위칭 동안 진동 음향 신호 기록

ISM®

I		자동 트리거링
I		스위칭 회로에 따른 단계별 분류(스텝 방향 및 탭 위치에 따라 다름)
I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벤트 메시지 작성
I		그래프와 데이터 원본 저장
I		생성된 데이터의 간단한 업로드를 통한 MR 전문가의 상세한 분석,

해석 및 권장 조치 제공

Technology

운영 보안 강화 및 비용 최적화
I		최초의 온라인 진동 음향 감시 솔루션이 다른 방법으로 감지되지

않은 고장에 대한 사전 경고를 제공합니다

I		옵션의 MR의 VAM 분석 서비스 는 발생 가능한 원인과 사고예방을

위한 명확한 권고사항을 제공 합니다

I		자체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변압기와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

ISM

Meine
Idee für
Reinhausen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
I		추가 ETOS 모듈과 유연하게 결합하여 스마트한 통합 시스템
Technology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Meine
Idee für
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Reinhausen
Falkensteinstrasse 8
93059 Regensburg, Germany

MIR
Meine Idee für Reinhausen

MIR
Meine Idee für Reinhausen

전화: +49 941 4090-0
이메일: info@reinhausen.com
www.reinhausen.com
참고: 당사의 출판물에 제공된 데이터는 공급된 장비의 데이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지 없이 데이터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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