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M 분석 서비스를 통한
부하시 탭 절환장치 점검

진동 음향으로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건전성 분석.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정비를 책임지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변압기와 관련하여 다음을 특히 중요시합니다.
I 고장 방지
I 유지보수/정비 조치 계획 및 우선순위 결정
I 안정적인 동작 보장
I 데이터에 기반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부하시 탭 절환장치 상태는 변압기 동작에 아주
중요합니다. 진동 음향 측정 (VAM) 을 사용하면
조기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VAM은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서 탭 변환 구동
중에 내보내는 특별한 진동 신호를 기록합니다.
데이터는 설치된 MSENSE® VAM 상시 감시 시스
템이나 MR TESSA® VAM 서비스를 이용한 현장 측
정 장치 또는 OMICRON의 TESTRANO 600 과 같이
이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장치를 통해서도 제공
됩니다.

V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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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M 이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펄스 신호를 확인하고 MR에서 진단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측정된 진동 신호로 의미 있는 진단을 위
해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스위칭 시퀀스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제조하는 세계적
인 선두 기업인 MR 과 MR 의 전문가들은
VAM 데이터를 면밀하게 해석하기 위한 전
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R
의 VAM 분석 서비스는 부하시 탭 절환장
치의 상태에 대한 정보와 권장 조치사항이
포함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보고
서는 MR 고객 포털을 사용하여 쉽고 빠르
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능
BASIC

PREMIUM

MR 고객 포털에 VAM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

부하시 탭 절환장치 상태 평가

■

■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 대한 권장사항 조치 제안

■

■

비정상적인 VAM 데이터의 감시 및 분석

■

■

피크 감지

■

측정값과 기준 곡선 비교

■

MSENSE ® VAM
TESSA ® VAM
OMICRON
TESTRANO 600
측정 수단

측정 데이터

MR 고객 포털

VAM 분석 서비스의 이점
유연성
I
I
I
I

변압기 상태(작동/작동 중단)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DRM 과 오일 내 가스 분석 등의 다른 측정값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호환성
VAM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 불필요함
MR 뿐만 아니라 타 제조사의 부하시 탭 절환장치에도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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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동

I 음향 지문으로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마모와 노후 감지
I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대한 피드백
I 필요한 경우 명확한 권장 조치 제안

빠른 측정 데이터 해석

I MR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부하시 탭 절환장치 타입별 기준 곡선과 자세히 비교
I 탭 변환 공정을 제조사 사양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분석
I 자세한 그래프와 설명이 포함된 보고서

VAM 분석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VAM 데이터를 고객 포털에 제출하고
견적을 요청하십시오.
https://portal.reinhausen.com

문의:
SERVICE@REINHAUSEN.COM

VAM 에 대한 자세한 정보:
www.reinhausen.com/vam-analysis-service

분석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