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압력 변화에 대한 보호 및 감지
 성능 보장을 위한 100% 전수검사 실시
 가스나 오일용 변압기에 적용을 위한 다양한 설치 및 교정 옵션 제공
 최초의 기계식 충격압력계전기 개발자에 의한 기술 전수

변압기 제작업체에 따른 안전 범위와
압력 상승률을 기초로 갑작스런 압력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특허된 기계적
장치입니다. 변압기 내부의 갑작스런
압력 상승이 생겼을 때, Qualitrol의
RPRR이 이를 감지합니다. 변압기 탱
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
기 위해 알람이나 트립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나 다른 전기장치에 대한 보호
용도로, 오일용(QUALITROL 900) 또
는 가스용(QUALITROL 910) 변압기
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압력 변화에 대한 보호
및 감지

급속한 압력 변화시 알람이나 트립신호 출력 (하기 응답반응곡선 참고)
압력 상승률에 따라 작동하며 온도 변화나 진동에 의한 일반적인 압력 변
화에서는 작동하지 않음.
완전 진공이나 20 PSI 정압에서 손상없이 사용 가능
표준작동 온도범위 : -40 to 180℉ (-40 to 82℃)
-67℉ (-55℃)에서도 작동가능한 특수 제품 공급 가능

성능보장을 위한 100% 전수검
사 실시

제품에 시리얼 번호 부여 및 교정 데이터 기록 관리
제조공정에서 접점 및 응답시간 테스트
현장 Test Kit 장비로 제품의 적절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GO/NO-GO 테스트 가능

가스 또는 오일 변압기에 적용
을 위한 다양한 설치 및 교정
옵션

플랜지 또는 나사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수직 및 수평설치가 가능

최초 기계식 충격압력계전기
개발자로부터 기술전수

가스 또는 오일용 변압기 적용을 위해 각각 다른 기준치를 적용하여 교정
됨.
(아래 응답 곡선을 참고바랍니다)
급속한 압력상승을 기계식으로 감지하는 특허받은 벨로우즈 시스템 개발
자로부터 계승 및 발전
지난 25년 동안 10만개 이상의 설치를 통한 다양한 노하우 축적

Reaction speed

Maximum protection

충격압력계전기는 변압기 보호를 위해 즉
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른 충격압력 보호
장치와 비교하여 QUALITROL RPRR은 오
일이나 가스용 변압기에 최적화된 압력 감
지를 발휘합니다.

보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QUALITROL 930 (Single channel or
multi-sensor) 전자압력 모니터 장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 설비에 적용되며, 지속
적인 원격 압력 모니터링, 감도조절, 현재
압력, 급속한 압력 변화 감지 및 2 out of
3 logic으로 신뢰할 수 있는 트립 기능이
추가 됩니다.

순간적인 스위치 작동을 감지할 수 있는 “Seal-in” 기
능이 있는 래치형 계전기로 급속한 압력 상승 감지용으로
함께 사용됨.
VAC or VDC 설정가능
두개의 출력 릴레이
LED 램프로 작동상태 확인 가능
Low profile 타입으로 공간절약형
손상된 결선으로 인한 잘못된 트립신호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추가적인 회로 개폐장치 불필요
위험지역에서 사용을 위한 UL 인증 획득
(Class 1, Div 2)

공장에서 출하시 QUALITROL RPRR 제품에 수행된 교정
및 검증테스트를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며 변압기 제조공
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됨.
Built in LED로 테스트 상태와 결과 확인 가능

모든 QUALITROL RPRR 제품에 대해 “go/no-go” 테스
트를 할 수 있는 현장 테스트 장비
휴대를 위한 견고한 케이스
테스트 절차서 부착.
전원(건전지) 및 테스트를 위한 기타 부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