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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5925-0003

25.8kV 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
(Gas Insulated Load Break Switches for 25.8kV Overhead Line)
 


 적용범위 

  ∙ 22.9kV-y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SF6가스 절연방식의 부하개폐기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조작형식 주파수 용 도 비 고
108208 25.8 400 수동형 60Hz 일반선로 -
125315 25.8 400 자동형 60Hz Pole-Type

지중화선로 가공: 지중
108188 25.8 630 수동형 60Hz 일반선로 -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수동형)

  (자동형)

 주요특징 

  ∙ 외형은 제조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개폐기는 삼상 일괄조작단위 탱크형으로서 본체, 취부기구, 제어함으로 구성
 

 유의사항(개폐기 부설기준 : 지역구분 등은 설계기준 DS-3600 참조) 
구 분

 지 역
선  로  간  선 분기선의 분기점수동개폐기 자동개폐기

       A지역 0.5km/1대 ․ 1.0km/1대
․ 구간부하 : 1,600kW 5경간 이상

B지역 1.0km/1대 ․ 2.0km/1대
․ 구간부하 : 2,000kW 10경간 이상

C지역 2.0km/1대 ․ 4.0km/1대
․ 구간부하 : 2,000kW 30경간 이상

선로운영상 필요지역 거리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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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5925-0004

25.8kV Eco-부하개폐기(가공용)
(Eco-disigned Epoxy Insulated Load Break Switch for 25.8kV Overhead Line)
 


 적용범위 

  ∙ 22.9kV-y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Epoxy 절연방식의 부하개폐기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조작형식 비 고
121015 25.8 630 수동형 CU 접속단자

및 리튬이차전지121016 자동형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기존 SF6 가스절연방식 대신 Epoxy절연 진공차단방식을 채용, 차단성능이 우수한 Main-
    tenance Free구조임.
  ∙ 또한 개폐기의 전선 연결방식은 기존 구출선 대신 클램프형 접속방식을 적용하여 설치시
   편의성 증대 

 유의사항 

  ∙ 본체구조는 수직형 부싱형태로 절연 누설거리를 대폭 상향하여 일반지역은 물론 염진해
    오손지역을 포함한 전지역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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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5925-0009

25.8 kV 배전자동화용 폴리머절연 Recloser
(Polymer Recloser for Distribution Automation of Overhead Line)
 


 적용범위 

  ∙ 22.9kV-y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디지털(Digital) 제어방식 Recloser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정격주파수(Hz) 절연방식
108117 25.8 630 60 폴리머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절연방식 : 폴리머절연(630A)
  ∙ 차 단 부 : 진공차단
  ∙ 제어방식 : Digital 제어

 -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중앙제어장치에서도 조작 및 원격정정 가능 구조
   (모뎀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과 연결장치 구비)
 - 휴대용 단말기 또는 PC로 현장에서 운전정보 확인 및 각종 정정이 가능
 - 운전상태에서도 정정치의 변경과 제어회로의 특성시험이 가능
 유의사항

  ∙ 3상 R/C는 간선과 3상 분기선에 단상 R/C는 단상 분기선에 설치
 ∙ 3대까지 직렬로 설치 가능

  ∙ 보호장치 상호간에 최선의 협조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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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925-0010

25.8kV 폴리머절연 부하개폐기(가공용)
(Polymeric Insulated Load Break Switch For 25.8kV Overhead Line)
 


 적용범위 

  ∙ 22.9kV-y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고분자 복합화합물 절연방식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규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조작형식 주파수(Hz)
108180

25.8
400 수동형

60108181 자동형
108182 630 수동형
108183 자동형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주요정격 : 가스절연 부하개폐기(ES-5925-0003)와 동일
  ∙ 절연방식 : 충전부 폴리머절연, 진공개폐부 적용

 유의사항

  ∙ 적용개소 : 오손등급 C, D급 지역선로 및 상시 개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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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925-0020

25.8kV 가스절연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SF6 Gas Insulated Fault Interrupters for 25.8kV Overhead Line)
 


 적용범위 

  ∙ 22.9kV-y 배전선로에서 변전소 CB 또는 Recloser 부하측으로 부하용량 8,000kVA 
(단, 특수부하 4,000kVA) 이하인 지점에 설치하여 고장구간을 후비 보호장치와 협조

    하여 자동적으로 구분 분리하는 개폐기와 제어함을 조합하여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정격주파수(Hz) 절연방식
108177 25.8 400 60 SF6가스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800A 이하의 과부하 및 이상전류에 대하여 자동 차단 
  ∙ 고장전류가 800A를 초과할 경우에는 변전소의 CB 또는 선로 R/C가 동작, 선로가
   무전압상태에서 고장구간을 계통으로부터 자동분리

 유의사항

  ∙ 개폐기는 삼상 일괄조작 단일 탱크형으로 설치방법은 G/S의 경우와 동일
  ∙ 조작방식은 COS 조작봉에 의한 수동조작 및 제어함에서의 조작이 가능
  ∙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수동 투입시에는 Trip Free의 기능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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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340-0050

비접지 배전선로용 가스절연부하개폐기
(Gas Insulated Load Break Switch for Overhead Line)
 


 적용범위 

  ∙ 비접지용 가공배전선로에서 사용하는 SF6 가스절연방식의 부하개폐기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적용전압 정격전류 조작방식 주파수
120670 25.8kV 400A 자동형 60Hz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염해가 많은 도서지역 내오손 D급에서 사용
 ∙ 개폐기는 3상 일괄조작 단일 탱크형으로서 개폐기 본체, 취부금구 및 제어함으로 

구성되고 콘크리트 전주 또는 전력선 완철에 용이하고, 안정된 상태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보수점검이 용이하고 간단한 구조로 제작

 유의사항

  ∙ 개폐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인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하며, 개폐
기의 각 부분은 간단 견고하고 개폐조작이 원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함

  ∙ 개폐 조작중 반투입 반개방 상태가 일어나지 않고, 진동 또는 기타원인으로 저절로 
개폐되지 않아야 하며, 개폐기의 어느 곳에도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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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925-0135

25.8kV 에폭시절연 고장구간 차단기(가공용)
(Epoxy Insulated Fault Interrupters for Distribution Automation of 25.8kV Overhead Line)
 


 적용범위 

  ∙ 22.9kV-y 가공 배전선로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고압고객 또는 연계된 분산형전원의 
   책임분기점에 설치하여 고객설비 고장발생시 배전계통으로 파급을 방지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차단기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절연방식 조작방식 비 고
120920 25.8 400 에폭시절연 수동형 CU 접속단자

및 리튬이차전지126314 자동형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22.9kV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1-Trip 차단기로써 고압고객 설비 고장으로 인한 선로
    파급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차단용량을 12.5kA로 상향시켰고, 본체부는 SF6 
    가스대신 Epoxy Mold 절연방식을 적용
  ∙ 100% 환경문제 개선과 가스누설, 감시, 보충이 필요없는 무보수형 구조이며, FRTU 일체
    형 Digital제어 방식을 채용한 자동화된 제품 

 유의사항

  ∙ 차단기는 제어함의 전기적인 개폐조작 장치 뿐 아니라 본체의 수동 조작기구에 의한 
투입 및 개방조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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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925-0139

25.8kV 배전자동화용 폴리머절연 방향성 Recloser
(Directional Polymer Recloser for Distribution Automation of 25.8kV Overhead Line)
 


 적용범위 

  ∙ 22.9kV-y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디지털 제어방식의 Recloser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정격주파수(Hz) 절연방식
121623 25.8 630 60 폴리머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등 분산전원과 연계된 선로에서 Recloser의 전원측 고장 
발생시 역방향 고장전류로 인한 오동작 방지를 위해 고장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판단하여 동작하는 방향성 계전 요소를 탑재한 리크로져를 분산전원으로 부터 계통 
전원측에 설치 운용

  ∙ 본체부의 부품을 간소화한 폴리머 절연 제품이며 SF6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100% 환경문제의 개선과 10,000회 개폐성능이 보증된 Magnetic Actuator 
메커니즘을 사용하였으며, 방향성 계전요소가 포함된 FRTU 일체형 Digital

   제어방식을 채용한 제품
 유의사항

  ∙ 방향성 REC, 본체, 제어함, 제어통신장치, 제어케이블, 중앙제어장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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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925-0150

25.8kV 퓨즈부 Eco-개폐기(가공용)
(Eco-designed Epoxy Insulated Load Break Switch With Current Limiting Fuse for 
25.8kV Overhead Line)
 


 적용범위 

  ∙ 가공 배전선로에 고객수전설비 고장파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고객 책임한계점에 부설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정격전압(kV) 정격전류(A) 조작형식 주파수(Hz)
126391 25.8 400 수동형 6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개폐기는 3상 단일조작 상 분리형으로 본체, 취부금구로 구성되며, 본체의 중량은 130kg 
(퓨즈 및 설치가대 제외) 이하임
 유의사항

  ∙ 콘크리트 전주 또는 전력선 완철에 용이하고 안정된 상태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써
보수점검이 용이하고 간단한 구조로 제작됨

  ∙ 본체는 전주에 설치하였을 때 자체하중과 풍압 및 최대고장전류 통전시의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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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975-0060

개폐기 제어함 점검대 
 


 적용범위 

  ∙ 배전선로의 리크로자 또는 개폐기 제어함의 점검을 위하여 주상에 설치하여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설계하중(kgf) 규 격(mm) 설치구분
100494 밴드설치형 400 825×600×900 주상 설치용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지상 4m 이상 높이에 점검대가 설치되도록 상ㆍ하밴드 부착
  ∙ 하부밴드와 점검대 연결용 앵글에 동선용 압착단자를 설치한 후 접지선(25mm2)
   을 삽입하여 접지 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