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UR 시스템 소프트웨어 3
VLF 케이블시험, Tan δ 측정, 부분방전 진단, 케이블 고장점 탐지

BAUR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케이블시험, 케이블 진단 및 케이브 고장점 탐지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BAUR 케이블 고장점 탐지, 
시험 및 진단 시스템과 결합하여 케이블 네트워크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케이블 고장점 탐지, 시험 
및 진단 

• 알맞은 비용으로 효율적 수리를 위한 최상의 
기본 장비

• 포괄적인 케이블 데이터베이스와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여 실제 트렌드 분석을 
지원합니다.

• 측정 결과의 최종적 표시 

• 프로젝트 생성, 다양한 시험 및 측정 보고서의 구조적 저장 
• 모든 시험 및 측정 매개변수를 화면에 표시 및 추적
• 신속한 시험 또는 측정 순서 개입
• 유연한 측정 순서 
• 쉽고 명확한 측정 결과 평가
•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시험 및 측정 데이터 관리
• 수리 기록 정보에 의한 측정 결과의 전체적 해석 

• 포괄적인 케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안전 강화 
•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 파악 및 저장
• 전문적이고 명확한 다국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BAUR 진단-

시험 시스템의 메뉴식 제어
• 케이블 시스템과 작업재의 노후 상태 및 품질에 관한 완벽한 

개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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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전압 소스에서 나온 세 가지 시험 전압– 사인파, 직류 
및 방형파 전압  

• 표준 규격에 따르거나 사용자가 정의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자동 시험 순서 

• 절연파괴 후 시스템 또는 연소모드의 자동 차단(설정에 따라)

• "수동 시험"에 의한 더 많은 융통성 
• 시험 결과의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구현
• 어느 한 케이블 구간에서 실행된 각 시험의 비교 분석
• 긴 케이블에 대한 0.1Hz-0.01Hz 사이의 VLF 시험 
• 유효 시험 전압 및 주파수

케이블 시험

• 신속하고 효율적인 케이블 절연 판단(몇 분 이내)
• 연결 케이블의 길이에 의한 제한 없음, 그러므로 연결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적합(예를 들어, 폴 스테이션)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케이블 절연 평가
• BAUR 소프트웨어와 VLF 제너레이터 frida TD 및 viola TD 

사이의 측정 데이터 교환 가능  
• 케이블 길이의 진단 레벨에 상관하지 않으므로 재현가능한 

비교 측정
• 미세 부하를 위해 500pF이상 측정범위 확대 (옵션)

• 평가 기준, 취소 기준 및 자동 측정 순서의 개별적 프로그래밍 
가능

• 여러 전압계단에서 Tan δ 값 측정 
• 각 전압계단 당 측정값의 표준편차 측정
• 누설전류 측정에 의한 정확한 측정 결과
• 여러 케이블 타입에 대한 통합된 평가 기준을 이용한 간단한 

평가 
• 측정 결과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및 그래픽 구현

절연손실 측정

• 케이블 절연부, 조인트 및 엔드 크로저에서 부분방전 지점의 
정확한 위치 탐지

• 부분방전 측정 시스템의 보정
• 부분방전 크기의 안전한 평가 
• 개시 전압과 부분방전 소스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자동 

부분방전 측정
• VLF 규격 시험 및 부분방전 측정 동시 실행
• 편리한 측정 실행

• 소음원의 표시 및 필터링에 의해 소음 레벨에서도 케이블의 
취약 부위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위치 탐지

• 자동 평가모드, 측정 데이터 필터 및 신속 접근키에 의한 
간단하고 빠른 평가

• 케이블의 길이 전체에 대한 부분방전 지점의 일목요연한 표시
• PD 위상 분해능: 시험 전압의 위상각과 관련된, 부분방전 레벨 

및 부분방전 빈도에 의한 측정 결과의 정밀한 해석 (옵션)

부분방전 진단

• 단상 및 3상 케이블 시스템에 적합
• 200km 이상의 측정 범위
• 커서의 자동 고장점 위치 표시에 의한 고장점 간격의 전자동 

측정 및 표시
• 표준화되고 신속한 고장점 탐지를 위한 "초급 모드"

• 확장된 설정 및 특수한 측정 작업을 위한 "고급 모드"
• 통합된 사전 고장점 위치 측정법: 저항 측정, TDR, (DC-)

SIM/MIM, 임펄스전류법, 감쇠법, 차동 임펄스전류법 및 차동 
감쇠법

케이블 고장점 탐지



기술 데이터

인도 품목

• BAUR 소프트웨어(선택에 따른 모듈):  
케이블 고장점 탐지  
케이블 시험  
절연손실 측정  
부분방전 측정

• 사용설명서

선택 사양

절연손실 측정:
• 미세 부하를 위한 500pF이상의 측정 범위
PD 측정:
• PD 위상 분해능
케이블 고장점 탐지:
• 통합된 절연저항 측정(3상)

일반 사항

언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CN), 중국어(TW), 덴마크어, 독일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체코어, 세르비아어, 터키어

시스템 요구 사양 
프로세서 min. 1GHz
메모리(RAM) min. 1GB
가용 하드디스크 메모리 min. 2GB
운영시스템 Microsoft Windows 7
인터페이스 USB 2.0, RS232
화면 해상도 min. 1024 x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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