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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압기
- 일반형 주상변압기
- compact형 주상변압기
- 아몰퍼스 주상변압기
- slim형 주상변압기
- 보호장치 내장형 주상변압기
- 내염형 주상변압기
- 고효율 주상변압기

② 주상변압기 행거밴드
- 행거보조 어댑터

③ 분기고리 + 활선클램프 / 분기고리 절연커버
④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25㎸ COS)

- COS 상부커버
⑤ 브래킷
⑥ 내오손용 결합애자
⑦ 부싱 단자 커버
⑧ 접지선 서비스 커넥터
⑨ 특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⑩ 컷아웃 퓨즈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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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변압기 운영현황

1. 주상변압기 종류별 특징 비교

구 분 일반형 Compact형 아몰퍼스 슬림형 보호장치
내장형 내염형 고효율

부 싱 자기,
폴리머 폴리머 자기,

폴리머
자기,
폴리머 에폭시 폴리머 폴리머

용 량
(kVA)

20~100
(5종)

20~100
(5종)

10~100
(6종)

10~150
(7종)

30~100
(4종)

10~167
(7종)

20~167
(6종)

탭절환 유 무 유 유 유 유 유

철심재료 규소강판 규소강판 아몰퍼스
메탈 규소강판 규소강판 규소강판 규소강판

손 실
(100kVA) - 철손

19% 감소
철손

72% 감소 - - - -

효 율
(100kVA) 98.60% 98.86% 98.70% 98.20% 98.72% 98.99% 98.99%

적용개소 일반지역 번화가지역 일반지역
계절성수용 일반지역 ABC 염해지역

일반개소
단, 난연유는 
대도시의 중심
번화가 적용

규격번호 ES-5950
-0016

GS-5950
-0508

ES-5950
-0012

GS-5950
-0507

ES-5950
-0014

ES-5950
-0013

GS-5950
-0513

2. 주상변압기 용량별 COS 삽입 퓨즈링크 정격(A)

변압기 용량
(kVA)

퓨즈 링크 정격(A)
6.6(㎸) 22.9(㎸)

10 2 1
20 6 2
30 8 3
50 12 5
75 20 8
100 25 10
150 - 15



제7장 변압기 및 관련자재

80  

3. 2차 인하선 굵기

변압기용량
(kVA)

단상2선식(220V) 3상4선식(220/380V)

전압선(mm2) 접지선측(mm2) 전압선(mm2) 중성선(mm2)

30 이하 60 60 60 38
50 이하 100 100 100 60
75 이하 150 150 150 100
100 이하 100 × 2 100 × 2 100 × 2 100
150 이하 150 × 2 150 × 2 150 × 2 150

    주) 150kVA 대용량변압기 : OW150mm2 × 2조 시공

4. 변압기 설치 위치

(2대 설치시) (3대 설치시)
① 공용변압기      ② 동력변압기     ③기타변압기
  ※ 1대의 경우 ①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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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상변압기와 타 설비간 이격거리

                   (주상변압기의 지상고 : 5M 이상)
6. 주상변압기 내부구조

7. 운영방안

구 분 현 행('14.5) 개 선
일반형 ∙ 일반개소(30~100kVA) ∙ 폐지
컴팩트 ∙ 부하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 ∙ 폐지
Slim형 ∙ 대용량 부하개소(150kVA)

∙ 설치공간 부족개소 ∙ 폐지

고효율
(신설) -

∙ 일반개소(30~100kVA)
※ 단, 고효율(난연유)는 대도시의
   중심 번화가 적용

아몰
퍼스

∙ 계절성(농사,심야용) 수용(10~100kVA)
∙ 일반개소(10, 20kVA)

∙ 좌동
∙ 좌동

내염형 ∙ 염해지역(오손 C, D등급) ∙ 좌동(고효율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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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퍼스 주상변압기 (Amorphous Core Type Pole Transformers)
 


 적용범위 

  ∙ 계절성(농사, 심야용)지역에 사용하는 주상변압기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용 량 (kVA) 1차전압(V) 2차전압(V) 1차 Tap (V) 효율(%)(50%부하) 효율(%)(100%부하)
107052 10

13,200 230
  유탭
   - 13,800
   - 12,600

98.76 이상
98.95 이상
99.07 이상
99.19 이상
99.20 이상
99.26 이상

97.90 이상
98.20 이상
98.40 이상
98.60 이상
98.60 이상
98.70 이상

107053 20
107048 30
107049 50
107050 75
107051 10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 아몰퍼스 주상변압기는 변압기 정면에 한전문자마크, 용량, 전압 및 제조년월은 청색으로 도장

 유의사항

  ∙ 특고압 부싱 : ES-5970-0009(내염형 주상변압기 부싱) 또는 ES-5970-0025(주상
                변압기 폴리머 부싱)에 의함
  ∙ 저압 부싱 : KSC 4307(주상변압기 부싱) 또는 ES-5970-0026(주상변압기 폴리머
               저압부싱)에 의함

ES-595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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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kV 내염형 주상변압기 (Anti-Pollution Type Pole Transformers)
 


 적용범위 

  ∙ 염해지역(오손 C,D등급)에 사용하는 주상변압기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용량(kVA) 1차전압(V) 2차전압(V) 1차Tap(V) 효율(%)(50%부하) 효율(%)(100%부하)
120718 10

13,200 230   유탭   - 13,800   - 12,600

98.75 이상
98.95 이상
99.05 이상
99.15 이상
99.20 이상
99.25 이상
99.15 이상

98.33 이상
98.61 이상
98.71 이상
98.83 이상
98.92 이상
98.99 이상
98.68 이상

120719 20
120720 30
120352 50
150353 75
120721 100
126634 167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 내염형 주상변압기는 변압기 정면에 한전문자마크, 용량, 전압 및 제조년월은 적색으로 도장

 주요특징

  ∙ 외함의 내․외부에 아연피막제를 도장한 외함과 방열판 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 304L의 2종류임
  ∙ 변압기 용량 167kVA 추가(7종류)

 유의사항

  ∙ 특고압 부싱 : ES-5970-0025(주상변압기용 폴리머 부싱(22.9kV))에 의함
  ∙ 저압 부싱 : ES-5970-0026(주상변압기용 폴리머 저압부싱)에 의함

ES-595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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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내장형 주상변압기 (Self Protected Type Pole Transformers)
 


 적용범위

  ∙ 다중접지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단상 보호장치 내장형에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가공케이블 단말접속용)

품목번호 용량(kVA) 1차전압(V) 2차전압(V) 1차Tap(V) 효율(%)(50%부하) 효율(%)(100%부하)
107126 30

13,200 230
유탭

- 13,800
- 12,600

98.95 이상
98.89 이상
98.91 이상
98.98 이상

98.30 이상
98.50 이상
98.50 이상
98.60 이상

107127 50
107128 75
107129 100

   주) 가공케이블 접속함용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 보호장치 내장형 주상변압기는 변압기 정면에 한전문자마크, 용량, 전압 및 제조년월은 청색으로 도장
 주요특성

  ∙ 1차 부싱의 완전 절연화, 1차측에 차단기, 한류퓨즈, 피뢰기를 내장 
 유의사항

  ∙ 특고압 및 저압 부싱, 전기절연유 : 아몰퍼스 주상변압기와 동일
  ∙ 각 부품의 기능 
   - 1차 부싱 : Epoxy수지로 되어 있어 염해 및 공해에 강하고 완전 절연화 외물접촉

에 의한 사고방지(Epoxy 부싱과 부싱 인서트가 결합된 구조)
   - 한류퓨즈 : 1차측 단락이나 낙뢰에 의한 대전류 영역의 고장전류 차단
   - 차단기 : 부하개폐 및 2차측 고장전류 차단(개폐용 손잡이는 외부로 돌출)
   - 유중 MOV피뢰기 낙뢰 및 회로 개폐시 발생되는 충격과전압으로 부터 변압기 보호
   - 표시등 : 차단기 동작표시
   - 피뢰기용 단로기 : 변압기 시험시 피뢰기 소손방지

ES-595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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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주상변압기 (High Efficiency Pole Transformers)
 


 적용범위 

  ∙ 일반개소(30~100kVA)에 사용하는 주상변압기( 단, 고효율(난연유)는 대도시 중심 번화가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용 량(kVA) 1차전압(V) 2차전압(V) 1차Tap(V) 효율(%)(50%부하) 효율(%)(100%부하) 비고
126464 20

13,200 230
유탭

- 13,800
- 12,600

98.95 이상
99.05
99.15
99.20
99.25
99.15

98.61 이상
98.71
98.83
98.92
98.99
98.68

광유
126465 30
126466 50
126467 75
126468 100
126469 167

   주) 절연유가 난연유인 경우의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 고효율 주상변압기는 변압기 정면에 한전문자마크, 용량, 전압 및 제조년월은 녹색으로 도장

 주요특징

  ∙ 변압기용량 100kVA이하는 방열기가 없으며, 167kVA는 방열기가 2조 이하
  ∙ 167kVA 용량은 국제규격(IEEE)에 규정된 용량으로 미국 등에서 운영
 

 유의사항

  ∙ 특고압 부싱 : ES-5970-0025(주상변압기용 폴리머 부싱(22.9kV))에 의함
  ∙ 저압 부싱 : ES-5970-0026(주상변압기용 폴리머 저압부싱)에 의함

∙ 전기절연유
   - 광유는 KSC 2301의 1종(광유) 2호 및 ES-6160-0001(절연유시험방법)에 적합한 것 사용
   - 난연유는 IEC 62770 또는 식물유(천연에스텔유), IEC 61099 또는 합성에스텔유 사용

GS-595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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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자동 전압조정기 (Distribution Step Voltage Regulator)
 


 적용범위  

  ∙ 22.9kV 배전선로의 전압변동을 각 상별로 자동 조정함으로서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식별번호 상 수 선로용량(KVA) 자기용량(KVA) 주파수(Hz) 정격전압(V)(1차 및 2차)
107296 1상 500 50 60 13200
107297 1상 1000 100 60 13200
107298 1상 2000 200 60 13200
107299 1상 3000 300 60 13200
117061 1상 4000 400 60 13200
120748 1상 5000 500 60 13200
120749 1상 6000 600 60 13200
120750 1상 7000 700 60 1320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On Load Tap Changer의 동작수명(전기적/기계적) : 30만회/80만회
  ∙ 절연내력
   - 상용주파 내전압 : 50kV, 충격내전압 : 전파 150kV, 재단파 165kV

 유의사항

  ∙ 주 사용개소는 장긍장 수지상 배전선로의 분기선로나 선로의 말단지역 등 전압강하
   가 심한 지역
  ∙ 설치방법은 H주에 가대(架臺)를 조립하여 설치하거나, 작은 용량의 경우에는 행거
   밴드를 이용하여 주상에 설치

GS-61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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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5340-0013

주상변압기 행거밴드 (Hanger Bands for Pole Transformers)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로에 주상변압기 등을 전주에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내경(mm) 적용전주 직경(mm) 용  도
101901 일반용 S1

220 190~250

변압기 1대용
101902 일반용 S2 변압기 2대용
101903 일반용 S3 변압기 3대용
101904 중하중용 SH1 변압기 1대용
101905 중하중용 SH2 변압기 2대용
101906 중하중용 SH3 변압기 3대용
124132 일반용 SA2 변압기 2대 추가용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일반용 SA2)

(소형 S1 상.하부용) (소형 S3 상.하부용)

 
(보조어댑터)

 유의사항

  ∙ 주상변압기 행거 브라켓 중심간 거리 : 30kVA이하 400mm, 50kVA이상 500mm
  ∙ 설치방법
   - 동일전주에 행거브라켓 간격이 상이한 변압기를 설치할 때에는 행거보조어댑터 행

거밴드와 조합하여 PTr 용량이 작은 쪽에 설치
     (용량이 큰 변압기의 하부 행거브래킷 하부 행거밴드에 맞춤)
   - 변압기 1대만 설치할 경우 행거밴드 S1, 2대 이상을 설치할 경우 행거밴드 S3 사용
     단, 추가설치 전망이 있을 경우 변압기 1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행거밴드 S3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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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5920-0002

특고압 컷아우트 스위치 (25.8kV Cutout Switch)
 


 적용범위 

  ∙ 주상변압기 1차측에 부착하여 변압기의 보호와 개폐에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정격주파수(Hz)
정격차단전류(A) 퓨즈홀더뚜껑종류 비고비대칭실효치 대칭실효치

108299 25.8 100 60 10,000 7,100 Solid 125 BIL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몸체) (퓨즈홀더) (브라켓)

 주요특징 

  ∙ 주상변압기 보호와 특고압 선로로 부터 분리하기 위한 개폐기 역할을 하며, 
주상변압기 1차측에 필수적으로 설치

  ∙ 절연특성

  

 - 대지와 단자간 : 상용주파 건조내전압(실효치, kV, 1분) 42
                  상용주파 주수내전압(실효치 kV, 10초) 36
                  충격내전압(1.2×50㎲, kV) 125
 - 단자와 단자간 : 상용주파 건조내전압(실효치, kV, 1분) 42
                  충격내전압(1.2×50㎲, kV) 125

 유의사항

  ∙ COS 설치방법
   - 일반적인 장소 : COS + COS 브라켓
   - 염진해 지역 : COS + 내오손용 결합애자(또는 폴리머 내오손용 결합애자) + COS 브라켓
    ※ 내오손 결합애자 : BIL 125kV, 굽힘 파괴 하중 1,000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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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5920-0011

25.8kV 폴리머 컷아우트 스위치 (25.8kV Polymer Insulated Cutout Switch)
 


 적용범위 

  ∙ 주상변압기 1차측에 부착하여 변압기의 보호와 개폐에 사용
  ∙ 특고압 가공선로 책임분계점 및 단상선로 분기용으로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정격주파수(Hz)
정격차단전류 퓨즈홀더뚜껑종류 비 고비대칭실효치 대칭실효치

121454 25.8 100 60 10,000 7,100 Solid 
Type 125 BIL

108296 25.8 100 60 12,000 8,000 Solid 
Type 150 BIL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기존 자기제 COS 휴즈홀더와 호환사용 가능
   ∙ 염해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내오손 성능보강
   ∙ 기존 COS에 비해 표면 누설거리가 증대(645mm 이상)
 ∙ 절연특성

  

항    목 10kA 12kA
 - 대지와 단자간 : 상용주파 건조내전압(실효치, kV, 1분) 42 70
                  상용주파 주수내전압(실효치 kV, 10초) 36 60
                  충격내전압(1.2×50㎲, kV) 125 150
 - 단자와 단자간 : 상용주파 건조내전압(실효치, kV, 1분) 42 70
                  충격내전압(1.2×50㎲, kV) 125 150
 유의사항

  ∙ 적용개소는 오손등급 B급 이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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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920-0026

25.8kV 복합형 컷아우트 스위치
(25.8kV Hybrid Insulated Cutout Switch)
 


 적용범위

  ∙ 주상변압기 1차측에 부착하여 변압기의 보호와 개폐에 사용
  ∙ 특고압 가공선로 책임분계점으로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정격주파수(Hz)
정격차단전류(A) 퓨즈홀더뚜껑종류비대칭실효치 대칭실효치

120766 25.8 100 60 10,000 7,100 Solid Type

 형상도                        주요특징 

∙ 실 물
 ∙ 연면 누설거리 증대로 절연특성 향상(590mm이상) 
 ∙ 고강도 Porcelain과 폴리머 복합형으로 자기제

에 비해 제품중량 감소
 ∙ 상ㆍ하부 절연커버 동시출고 사용으로 외물접촉 

고장 예방

     

 유의사항

  ∙ 적용지역은 오손등급 A, B지역임
  ∙ 제품성능 비교

구  분 자기제 COS 복합형 COS
연면누설거리(mm) 318 594

중량(kg) 8.0 6.85
절연커버 별도부착 동시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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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5920-0004

컷아우트 퓨즈링크 (Fuse links for cut out switch)
 


 적용범위 

  ∙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에 사용하는 퓨즈링크에 대하여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정격전류(A)
108318

특고압
1

108321 6
108326 20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형상 및 치수

 유의사항

  ∙ 형상이 바르고 견고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함
   - 가용체와 도선과의 접촉부분은 납땜 또는 압축 접속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접속함
   - 가용체는 소호기능이 가진 피복통에 넣어야 함
   - 퓨즈링크의 전체의 길이는 584mm(오차율 ±5%)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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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6145-0017

고압 및 특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22.9kV 및 6.6kV Drop Wires for pole Transformers)
 


 적용범위 

  ∙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주상변압기의 1차측에 연결하는데 적용
 종류 및 규격

규격번호 종류
도 체 절연체두 께(mm)

완성품외 경(mm)
사이스두 께(mm)

표준조장(m) 비 고공칭단면적(mm2)
소선수/소선경(mm)

100687 PDC 5.5 7/1.0 3.0 9.0 - 300 고압인하용
100686 PDC - 5.0 4.0 13.0 - 300 고압 및특고압인하용

   ※ 주) PDC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ES-5999-0006

활선클램프 (Live-Wire Clamps)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로의 장력이 걸리지 않는 장소에서 분기고리와 기기 리드선을 결선하는데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분기고리 접속측 리드선 접속측
102000 소형 직경 6.5mm 경동선 직경 5mm 경동선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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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5975-0021

분기고리 (Branch Link)
 


 적용범위 

  ∙ 가공 배전선로 알루미늄 전선에 사용하는 분기고리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적용전선 (mm2)
102727 T1 ACSR 32
102728 T2 ACSR 58, 95
102729 T3 ACSR 160
102730 T4 ACSR 24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분기고리의 구조는 Cramped Tap과 Copper Bail로 구성되며, 적용전선 및 Cop
    -per Bail이 용이하게 삽입되어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충분할 것
  ∙ Copper Bail의 표면은 주석도금 일 것
  ∙ 분기고리는 AL선과 Copper Bail을 접속시 AL선과 Copper Bail이 접속되지 않는 구조

 유의사항

  ∙ AL 가공배전선으로부터 변압기 1차측을 분기접속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압축금구로서 
   변압기 1차 인입선은 활선클램프를 통하여 연결하여야 함
  ∙ Cramped Tap의 전선 삽입구멍 및 접속부 내면은 산화방지 처리를 한 후 규정한     
  Compound를 완전히 충전하고, 이의 감소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어 밀봉
  ∙ 분기고리는 적합한 압축공구 및 다이스를 사용할 때 규정된 회수로 압축할 경우 

완전히 압축되고 또한 절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함
  ∙ 슬리브 표면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압축지정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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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5970-0009

내염형 주상변압기 부싱(22.9kV용) 
(A Bushing for Anti-pollution Type of Pole Transformer)
 


 적용범위 

  ∙ 다중접지 배전계통에 사용할 단상의 일단접지 유입변압기의 내염형 부싱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규    격 상용주파 내전압(실효치)(kV) 충격내전압(파고치)(kV) 누설거리(mm)

부싱길이(mm) 부싱직경(mm)
노출부길이 전체길이 최대직경 최소직경 건조1분간 주수10초간 1.2×50㎲

107952 255 505 160 65 42 36 125kV 728±4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구 분 일반형 내염형
연면거리(mm) 420 ± 40 728 ± 40
충격전압(kV) 125 125

절단파 전압(kV) 145 145
상용주파절연전압(kV) 건조1분간 : 42, 주수10초간 : 36 건조1분간 : 42, 주수10초간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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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변압기용 폴리머 부싱 (Polymer Bushing for 22.9kV pole Transformer)

주상변압기용 폴리머 저압부싱
(Polymer Low-voltage Bushing for Pole Transformer)
 


 적용범위 

  ∙ 다중접지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주상변압기용으로 하우징이 실리콘 고무 재질로 된 
1차측 부싱 및 저압측 부싱단자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1차측 부싱)

품목번호
구분(정격전류)

규    격 상용주파 내전압(실효치)(kV) 충격내전압(파고치, kV)
최소누설거리(mm)

비고부싱길이(mm) 부싱직경(mm)
노출부길이 전체길이 최대직경 최소직경 건조1분간 주수10초간 1.2×50㎲

107953 20A 285±25 500±25 120±10 60±10 42 36 125 790±40 FRP
코어120869 40A

120870 20A 257±25 505±25 140±10 62±10 42 36 125 770±40 자기
코어120871 40A

   주) 폴리머 저압부싱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내충격 우수 및 폴리머 재질의 고발수성
  ∙ 누유현상 방지 및 경량으로 시공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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