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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GA-11 Clean Air / Happy Breathing / Healthy Living

ADGA-11

제품 모니터링 기능

변압기 피해사고 고장의 원인

ADGA-11은 Generation, Transmission 그리고 

Distribution Power Transformer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

으며, 모든 형태의 변압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기로, 변압

기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중가스를 분석하여 변압기의 위험도

를 바로 표시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입니다. ADGA-11에서 진

단할 수 있는 유중가스는 총 11종(H2, O2, N2, CH4, CO, 

CO2, C2H4, C2H6, C2H2, C3H6, C3H8)으로 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재현성의 데이

터를 On-Line으로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데이터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유중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자동 샘플링 변경 기능을 통해 

최상의 진단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유입변압기: 변압기내의 절연을 위해 절연유가
     채워져있음. 154KV, 345 KV, 735KV

 절연유는 높은 분자량의 탄화수소로 이루어 짐.

 절연유의 산화 및 파괴, 국부 과열 등에 의한
     변압기의 가연성 가스 발생하여 폭발

On-line Dissolved Gas Analyzer

·유중가스 분석기

ADGA-11은 변압기의 고장을 피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제품 특징

가장 정확한 Gas 
Chromatography 분석

각 화합물별 농도 알람 및 
기기 서비스 알림 기능

Membrane과 Vacuum을 
결합하여 추출 성능 최대화

자동 검량을 통해 
지속적인 기기 상태 확인

유중가스 
11종 동시 측정

자동 샘플링 주기 
변경 기능

최소 분석주기 
2시간

Calibration Gas 
교체 주기 3년

 11종

설정에 따른 4단계
농도 알람 및 이상

농도 알람 기능 제공

크로마토그램을 통해
분석대상 물질의

실시간 분석데이터 표시

 ·변압기 통합 모니터링 정보(11종 가스)

·농도, 알람, 서비스 및 운영상태 표시

 ·11종의 유중가스의 개별적/선택적 트랜드 

 ·최근 1개월 데이터를 자동으로 표시

 ·실시간 GC 분석 Chromatogram

 ·실시간 농도 표시( 정량, 정성)

Status Information Gas in Oil Trend ViewGC Chromatogram

 ·일별/시간별(2시간) 샘플링 주기 설정

 ·농도 단계에 따른 샘플링 주기 설정

 ·상태 Preset에 따른 샘플이 주기 자동설정

Automatic Sampling Scheduler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정보 제공

11종 유중가스의
개별농도

Trend graph 표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동 샘플링

주기 변경 가능

변압기 사고 피혜사례

변압기 고장의 원인

변압기 고장으로 열 발생
절연유 가스
150°C 이상

수소(H₂), 메탄(CH₄),

에탄(C₂H₆), 에틸렌(C₂H₄),

아세틸렌(C₂H₂)

100°C 정도

절연지 가스
아크분해에 의한 수소(H₂),

메탄(CH₄),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여수 국가 산업단지 정전 사고 여러 차례 발생 경제적 피해 수백억원

 2007.8 S전자 기흥공장 정전사고로 6라인가동 정지 500억원 피해 

 2011년 인사동 변압기 폭발로 수천 만원 피해

 2011.12 변압기 케이블 손상으로 고리원전 가동 중단 정전 피해

 사용 수명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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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절연유분석의 국제 표준인 IEC 60567/ASTM 3612 적용

·정상, 주의, 이상등 3단계의 알람 기능

·변압기 사고의 원인 11종 가스 모두 분석 가능

·현장 적용 전자동 운용 시스템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가스 추출 시스템      ·자가 진단 기능    

운반기체  

추출방법

분석방법

분석 대상 가스

정확도

재현성

최소검출한계

헬륨(He)

Membrane+Vacuum hybrid

Gas Chromatography

11종(H2,O2,N2,CH4,CO,CO2,C2H4,C2H6, C2H2, C3H6, C3H8)

<±5%

<±3%

1ppmv

2시간(정상상태)

3년

4단계 농도 알람, 서비스 알림

RS-232, RS-485, Optic Fiber, TCP/IP, LTE

600(W)x700(H)x370(D) mm

약 33kg

230VAC, 50/60Hz, Max. 6.5A

최소분석주기

검량가스 교체주기

알림기능

통신

외형(WxHxD)

무게

전원

모델명 <ADGA-11> 제품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