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ROL XPRD
®

Extra protection relief device

과도한 압력의 경우 변압기 외함
을 기존보다 50% 이상 더 보호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주변환경 보호
• 위험한 오일 분출로부터 작업자와 변압기 주변 자산을 보호
• 내 부식성 구조
• 매우 유연한 설치

Product Summary
Description 한 방향의 배출로, 과도한 압력으
로부터 보호 가능한 장치. 과도한 압력 조건에서
변압기와 LTC의 절연유를 억제하고(파이프는 옵
션) 압력의 방출을 제공합니다. 동작 후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밸브가 닫힙니다.

Application 절연유로 채워진 변압기, LTC, 그
밖의 절연유로 채워진 여러 장비에 과도한 압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QUALITROL® XPRD extra protection relief device
과도한 압력의 경우 변압기 외함
을 기존보다 50% 이상 더 보호

• 증대된 흐름에 대하여 보다 큰 직경의 통로와 배출구 구조
• 12,600 SCFM 의 유속
— 제3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증명됨, IEC 와 CE 기준을 초과함
• 이중스프링밸브 구조로 정밀한 동작과 밀봉 가능
• 누유로부터 자유로운 밀봉과 빠르고 일관된 동작 그리고 이중으로 동작하
는 가스켓과 일체성형으로 특허를 받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고
변압기 주변 자산을 보호

• 한 방향의 배출로 청소가 용이하고 환경이 보호됨
• 추가로 선택가능한 배관을 통해 별도 용기로 저장 가능

오일 분출로부터 작업자와 주변
자산을 보호

• 파이프가 적용된 배출구와 함께, 한 방향으로의 배출로 인해 뜨거운 오일로
부터 작업자와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 방향의 배출로 청소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이 보호됨
• 추가로 선택가능한 배관을 통해 별도 용기로 저장 가능

내부식성 구조

• 염분에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커버와 밸브 부속품
• ASTM B117-90에 따른 내 부식성 에폭시/폴리에스터 코팅 과 ASTM A229 오일템
퍼드 스프링 와이어로 만들어진 스프링
• 크롬산염과 폴리에스터 코팅과 함께 알루미늄 주물로 만들어진 알람 스위치 하우
징과 마운팅 플렌지
• 알루미늄 지시봉

매우 유연한 설치

•
•
•
•

LPRD와 100% 호환가능한 플렌지
여러가지 알람과 결선방식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알람스위치
360도 회전가능한 배출구
다양한 배출관, 플렌지, 동물 차폐막 적용 가능

Components and accessories
알루미늄 배관
(PPE-600-1, CPG-601-1)
• 지정된 방향에 대하여 가장 견고한 대안
• 선택가능한 볼트 타입으로 용접이 불필요한 압축 커플링 디자인
(CPG-602-1)
• 큰 지름의 엘보는 (ELB-600-1) 최대흐름을 보증하고 90도로 이어지는 엘보는
(ELB-601-1) 간결한 설치 가능
• 방호용 차폐와 호환 가능 (SCN-600-1)

PVC 배관 옵션 (KIT-046)
• 지정된 방향에 대하여 가장 경제적인 대안
• 나사산이 있는 PVC 어댑터 적용가능 (ADP-635-X)
• 방호용 차폐와 호환 가능 (SCN-600-1)

보호용 차폐 (SCN-600-1)
• 계단형의 반경은 다양한 배관 직경에 설치를 고려함
• QUALITROL XPRD 혹은 QUALITROL 알루미늄과 PVC 배관에 직접 설치
가능하도록 디자인 됨

TECHNICAL SPECIFICATIONS
Mechanical

Electrical

Recommended tank opening		

171.5 mm [6.75"]

Shield turning radius:		

323.3 mm [12.73"]

Switch options		

10 A@ 125/250 VAC (standard)
0.5 A @ 125 VDC non-inductive
0.25 A @ 250 VDC non-inductive
High DC (SPDT only): 10 A @ 125 VDC
Low level circuit (gold plated contacts): 0.1 A @ 125 VAC
DPDT: 10 A@ 125/250 VAC, 0.5 A @ 125 VDC
non-inductive, 0.25 A @ 250 VDC non-inductive,
0.25 A @ 250 VDC non-inductive

Environmental

Materials

Relief
protection

?

Dielectric strength		

2000 VAC, 50/60 Hz for 1 minute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40°C to 80°C (-40°F to 176°F) tank fluid at 30°C

Salt spray testing

Materials and coating withstand 1000 hours of salt spray
testing per ASTM B:117 with no appreciable loss of 		
strength in any structural members

Switch enclosure		

Meets IP54 requirements

Base flange

Cast aluminum, ASA 70 light gray polyester powder coat

Ring

Cast aluminum, chromate conversion coated

Valve

Stainless steel, sealing areas lubricated with silicone
based lubricant

Indicator (semaphore)

Nylon or epoxy/polyester painted aluminum

Spring

ASTM A229 oil-tempered spring wire, epoxy/polyester
painted

Gaskets

Nitrile (standard) or viton (optional)

Shield/hardware

Stainless steel

Alarm switch enclosure

Die-cast aluminum with polyester powder coats

Flow rate

12,600 standard feet3 per minute at 15 PSI with 10 PSI
operating pressure

Don’t see what you need?
QUALITROL regularly creates models with special customer requirements.
Contact your local sales representative or QUALITROL Application Engineer
to review your special requirements.

Email info@qualitrolcorp.com

www.qualitrolcorp.com

QUALITROL® XPRD extra protection relief device
302.8mm
[11.92"]

(6) mounting lugs
equally spaced on
235.0mm [φ9.25"] B.C.

Switch enclosure

308.1mm
[12.13"]
(6) 16.0mm
[.63"]
76.2mm
[3.00"]

Operation indicator—
extends as shown
12.7mm [φ.50"]

200.9mm
O.D. [φ7.91"]

Mounting view
(rotated)

Semaphore

Directional shield
can be rotated 360°

108.0mm max
[4.25"]

287.0mm
[11.30"]
230.1mm
[9.06"]
140.2mm
[5.52"]
50.8mm
[2.00’]

Shield lock

bleed screw

171.5mm [φ6.75"]
(flange opening)

Mounting view

12.7mm
gasket groove
[.50"]
203.2mm [8.00"]
O.D. x 177.8mm [7.00"]
I.D. x 3.1mm [.12"] DP

QUALITROL ® Field Services
To further improve reliability, QUALITROL provides comprehensive education and on-site commissioning services,
maintenance contracts and technical support to all customers worldwide. Emergency response is available on all
products and services.
About QUALITROL ®
QUALITROL® manufactures substation transformer monitoring and protection devices used by electric utilitie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It is the global leader in sales and installations of transformer asset protection equipment,
fault recorders and fault locators. Established in 1945, QUALITROL produces thousands of different types of products
on demand, each customized to customers’ uniqu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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