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형 건식변압기
Disaster Prevention Dry-Transformer

방재형 건식변압기란?

화재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유독가스의 양과 연기투과율을 통한 
가시거리 확보, 불꽃 최고온도 제한을 규정한 국제환경시험기준(IEC60076-11) 
F1, C2, E2에 적합한 변압기로서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뢰성 있는 
건식변압기입니다.

What is the Disaster Prevention Dry-Transformer?
Disaster Prevention Dry-Transformer is suitable for standar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ICE60076-11) F1, C2, E2 test that regulates 
amount of poisonous gas, visible distance with smoke transmissivity, and 
highest temperature of flame. This is reliable transformer that protects 
life and property in the event of fire.

Eco-friendly &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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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화재시험 : 난연 및 유독가스 시험)

•변압기 화재시 유독가스 양, 시야 확보(투과율) 및 불
꽃 최고 온도를 규정한 시험

F1 (Fire Behaviour Test)
•The test regulates amount of poisonous gas, transmissivity, 

and highest temperature of flame

F1

E2 (환경시험)

•상대습도 93% 이상의 챔버 내에서 6시간 이상 방치 후 
절연시험 결과 이상이 없음
•추가적으로 144시간 동안의 습기 침투 시험에서 트래킹 
등의 외형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음

E2 (Environment Test)
•No partial discharge detected after a 6 hours exposure 

in a room with saline humidity above 93%
•Any  external damage like tracking did not be detected 

during an additional 144 hours storage(humidity 
penetration)

E2

C2 (기후시험)

•온도 상승을 위해 정격 전류의 2배로 교정된 
  -25℃에서부터 열 충격을 실시
•표준시험값(50kV)의 80%(40kV)에서 시행된 
절연시험에서 트래킹 등의 외형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음

C2 (Climate Test)
•Giving thermal shocks from -25℃ at a twice adjusted 

current to rise temperature
•Any  external damage did not be detected during 

the test conducted at 40KV, 80% of standard test 
value

C2

F1, C2, E2 인증획득
F1, C2, E2 Certified  based on IEC60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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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Kva)

% Iz
(%)

No-load
current

(%)

Voltage
Regulation

(%)

Efficiency(%) Dimension(mm) Weight
(KG)

Noise
(dB)100%load 50%load W D H

100 6.0 0.9 1.4 98.7 98.8 1000 950 1300 850 56

200 6.0 0.9 1.4 98.8 99.0 1100 1050 1460 1150 58

300 6.0 0.85 1.3 98.9 99.1 1150 1100 1600 1450 60

400 6.0 0.85 1.2 99.1 99.2 1180 1130 1700 180 0 61

500 6.0 0.8 1.2 99.1 99.2 1200 1150 1800 2100 63

600 6.0 0.7 1.1 99.2 99.3 1250 1200 1870 2300 64

750 6.0 0.6 1.1 99.2 99.3 1280 1230 1900 2680 64

1000 6.0 0.5 1.0 99.3 99.4 1350 1300 1950 3240 64

1250 6.0 0.4 0.9 99.3 99.4 1400 1350 1980 3500 64

Dimensions 33,22,11kV/LV 3Phase 

W

B C
A상A상 B상 C상

※표준소비효율 기준

 Characteristics 22.9kV-380Y/220V 3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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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형 건식변압기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Disaster Prevention Dry-Transformer

3D Core Type의 장점
Advantages of 3D Core Type

 - 고효율 & 저소음
High efficiency & Low noise
기존 변압기 대비 무부하 전류 80~90%, 소음은 
8~10dB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단락특성 개선
Improving short-circuit characteristic 

코어를 등변삼각형으로 배치하여 3상의 자기
회로의 길이가 동일하게 하여 균형을 이룸으로써 
누설자속의 감소, 고조파의 감쇄, 전력계통의 
품질안정 및 단락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 설치공간 절약

Saving installation space
삼각형과 유사한 외함 구조로 그 폭을 기존변압기 
대비 25%이상 줄일 수 있으며 설치면적은 30%
이상 감소됩니다.

 - 코어의 효율적 사용

Highly efficient core
코어의 자기저항을 감소시키고, 자속분포 면에서 
코어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Core Type

General Core Type

본사•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19(목내동)
Tel : +82-31-494-2279(ARS)  Fax : +82-31-491-6951    www.dbeco.co.kr
E-mail : yang@dbeco.co.kr

F1, C2, E2 인증 획득
Certified with IEC60076-11

기상 변화 및 화재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국
제규격 IEC60076-11에서 요구 하고 있는 
F1(화재시험), C2(기후 시험), E2(환경시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친환경
Eco Friendly

폐기시 97% 재원재활용이 가능해 산업폐기
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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