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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R 온라인 부분방전 측정기
liona

liona는 일반 전력망 운영시 케이블 및 스위치 기어 내의 부분방전 측정과 위치 
추적을 위한 휴대용 온라인 부분방전 측정기입니다.

liona를 사용하여 케이블 시스템과 전기 장비를 부분방전의 활동에 대한 차단 
없이 온라인으로 검사하고 추세 분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시험(시험 
시간: 5-10분) 만으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선 진단과 같은 추가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을수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PEC Ltd.사의 DeCIFe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노이즈 신호와 부분방전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iona는 노이
즈 레벨이 높은 주변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선택적으로 추가 적용할 수 있는 iPD 트랜스폰더를 사용하면 운전 중에 부분방
전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고 케이블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
• 온라인 부분방전 테스트(일반적으로  

한 케이블 당 5분에서 10분) 
 여러 중전압 및 고전압 시스템에서  
부분방전 활동에 대한 검사 가능

• 온라인 부분방전 위치 추적: 
케이블 선로의 정상 운전시 iPD  
트랜스폰더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따라 
부분방전 소스 감지 가능

• 정상 운전 전압에서 중전압 및 고전압 
케이블의 24시간 시운전 검사 도중 부
분방전 감시(IEC 60840에 따라)

• 정상 운전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
한 중요한 케이블 선로(예: 산업 설비)
의 부분방전을 고정 설치된 센서를 통
해 정기적으로 감시

특징
• 중전압 및 고전압 케이블에 대하여 휴

전하지 않고 부분방전을 측정 (최고 
4km)

• 고장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 문제를 식
별하고 위치 추적

• 입증된 DeCIFer®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노이즈 레벨이 높은 주변 환경에서
도 부분방전을 민감하게 감지

• 4개의 채널을 동시 측정
• 자동 부분방전 감지 및 부분방전 분석
• 결함을 찾기 위한 정확한 케이블 부분

방전 위치 추적
• iPD 트랜스폰더와 조합된 내장형 케이

블 길이 측정
• 측정 보고서 작성의 편의성 
• 내장된 배터리 또는 상용전원 사용 
•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소형 경량 장치

신뢰성, 경제적, 조작의 편의성
 › 일반 전력망 운영 도중 자동 부분방전 감지 
(케이블 라인 차단 없이)

 › DeCIFer® 기술 사용: 5억 회의 측정 결과에 기반하는  
부분방전 식별

 › iPD 트랜스폰더를 사용한 정밀한 온라인 부분방전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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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부분방전 측정
케이블 부분방전 측정 
범위

5pC ~ 1,000nC

분석 방법  • PRPD(부분방전 패턴 분석)
 • 파형 분석

샘플링 100MS/s
분해능 14bit
트리거 소스  • 상용전원(내부)

 • 외부(TTL)
 • FM(동기 송신기)

아날로그 입력 전압  
범위

±1.0V (분해능 ±61µV)

소프트웨어 
작동 모드

 • 부분방전 측정 모드: 정기 측정 및 
반복 측정용
 • Scope 모드: 정밀 분석용

잡음 분리  
및 부분방전 분류

DeCIFer® 알고리즘

보고서 작성 화면에서, PDF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2.0, 이더넷
안전성 및 EMC 저전압 지침 

(2006/95/EC) 및 EMC 지침
(2004/108/EC)에 따른 CE 적합성

입력 채널
채널 수 4개
센서 유형  • TEV

 • HFCT(교정됨)
스파이크 보호 500V

일반 사항
입력 전압 90 ~ 264V, 50/60Hz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8Ah, DC 12.6V, 96Wh
배터리 작동 시간 최소 3시간
주위 온도(작동) -10 ~ +45°C
보관 온도 -20 ~ +60°C
습도 ≤90%, 비응축
치수(W x H x D) 약 550 x 350 x 225mm
중량 13.5kg
보호 등급 IP 67(닫힌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iPD 트랜스폰더(부분방전 위치 추적, 케이블 길이 측정용 옵션)

펄스 전압 500V
트리거 모드  • PD

 • LEVEL
 • AUTO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8Ah, DC 12.6V, 96Wh

배터리 작동 시간 약 12시간
치수(W x H x D) 약 190 x 260 x 160mm
중량 4kg

인도 품목
• BAUR 온라인 부분방전 측정기 liona
• 유도형 HFCT 센서 100/50mm 4개
• 유도형 HFCT 센서 140/100mm 1개
• 정전식 TEV 센서 2개
• BNC 단말이 있는 2m RG58 동축 케이블 4개
• BNC 단말이 있는 5m RG58 동축 케이블 4개
• BNC 커넥터 8개
• 동기 송신기(배터리 포함) 

(Sync Transmitter)
• 부속품용 Peli 케이스 
• 접지 도체
• 전원 연결 케이블
• 사용 설명서

옵션
• iPD 트랜스폰더 
• 국가별 어댑터가 포함된 충전장치(DC 12.6V/1.65 A)

측정 보고서 보기:

Online PD Test Report

Asset Tested
Substation
S12:1002

Asset Type Panel Number Circuit Name Asset Details
P123 AX-098

Voltage (kV) Frequency (Hz) Number of Joints Cable Length (m)
20 50 302

Test Details
Test Date Test Engineer Start Time End Time
02/10/2012 10:52:38 10:53:52
Ch 1 Sensor Ch 2 Sensor Ch 3 Sensor Ch 4 Sensor
HFCT HFCT HFCT

Comments

Channel 1 Channel 2 Channel 3 Channel 4
PD Detected Cable Switchgear Cable Switchgear Cable Switchgear Cable Switchgear
Total Number of PD 138 0 138 0 315 0
Ave PD per Power Cycle 874 pC 0 dBmV 678 pC 0 dBmV 370 pC 0 dBmV
Maximum PD Detected 4035 pC 0 dBmV 4035 pC 0 dBmV 4035 pC 0 dBm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