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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TAP® VVS® – 전력계통
적용을 위한 맞춤형 기기.
VACUTAP® VVS® 진공 부하시 탭 절환장치는 110kV*까지의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60-70 MVA까지의 변압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본 기기의 컴팩트한 설계에는 다이버터 스위치와
파인 탭 셀렉터 하나로 결합되었습니다.

VACUTAP® VVS®는 이미 입증된 VACUTAP® VV®
기반의 제품으로, 유격실 내에 다이버터 스위치와
셀렉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팩트한 설
계 덕분에 변압기와 변압기 셀을 공간에 따라 최적
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Maschinenfabrik Reinhausen과 같이 다수의 진공
부하시 탭 절환장치 운전경험을 보유한 탭 절환장
치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모든 전력계통 적용 시에 정비가
불필요합니다

I 기존 오일 변환 기술에 비해 정비 빈도가 크게 감

VACUTAP® VV®의 입증된 진공-개폐 기술은 최고
의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정비 주기가 300,000회
라 함은 거의 모든 전력계통 적용시 정비가 필요하
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변압기의 최대 사용가
능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요건을 기반으
로 한 개발과 수년간의 운전경험으로 입증된 진공
인터럽터 등의 성능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진공 기술의 이점
소 합니다

I 탭 절환장치 오일 내에서의 아크 발생이 없습니

다

I 오일 여과기가 불필요합니다

국가별 전압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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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한 디자인
최고의 신뢰성.
VACUTAP® 시리즈의 부하시 탭 절환장치는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가 축적된 진공 변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탄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고의 사용가능성과 신뢰성을 지닌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벨 타입형 탱크 설치용 플랜지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간편한 조립
이 가능합니다

체인지 오버 셀렉터의 용량 증가로, 대부분의
경우 전위 연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부 통합 체인지 오버 셀렉터
I 최적화된 크기
I 변압기의 DGA 값에 영향을 받지 않음

표준 전력계통 적용을 위한 컴팩트
디자인으로 변압기 탱크의 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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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TAP® VVS®
기술 데이터.

설치 길이 VVS® III 400 Y

부하시 탭 절환장치

VVS® III 400 Y

위상 수

3

370

최대 정격 통과 전류 Ir (A)
정격 단시간 전류 (kA)

4

정격 단락 지속 시간 (s)

3

정격 파고 내전류 (kA)

10

최대 정격 스텝 전압 Uir (V)

1,300
400

76

정격 주파수 (Hz)

50 에서 60
체인지 오버 셀렉터와 함께
작동 시: 최대 19개

작동 위치 수
모터 구동 장치

TAPMOTION® ED, ETOS® ED

76

222

정격 절연 등급

VVS® III 400

설비 최고 전압 Um (kV)

204

치수(mm)

400

스탭 용량 PStN (kVA)

76

207

1,345

120

체인지 오버 셀렉터

VVS® III 400 D

40 또는 76

정격 충격 내전압 (kV, 1.2|50μs)

200 또는 350

정격 상용주파 내전압 (kV, 50Hz, 1분)

70 또는 140

370

설치 길이 VVS® III 400 D

1400

120

체인지 오버 셀렉터

VACUTAP® VVS® III 400 스탭 용량 다이어그램

382

정격 스탭 전압 Uir (V)

1000
800

VVS® 400

600
400
200

76
204

치수(mm)

76

382

1,800

76

342

1200

0

0

100

200

300

400

500

정격 통과 전류 I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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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
낮은 라이프 사이클 비용.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에 적합.

수명이 길고 정비 불필요
I 시간에 구애 받는 구성 요소가 없어 300,000회 작동

간격의 유지보수로 충분합니다
I 거의 모든 전력계통 적용 시에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 작동 신뢰성을 보증합니다
I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당사의 테스트 센터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뛰어 넘는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 어떤 제조업체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훨씬 다양한 진공 부하시
탭 절환장치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낮은 라이프 사이클 비용
I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I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 보수가

불필요합니다

컴팩트한 설계
I 혁신적인 설계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적은 용도에 특히 적합합니다
I 체인지 오버 셀렉터가 내장되어 보다 효과적인 변압기

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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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hinenfabrik Reinhausen GmbH
Falkensteinstrasse 8
93059 Regensburg, Germany
Phone: +49 941 4090-0
Fax:
+49 941 4090-7001
E-mail: info@reinhausen.com
www.reinhau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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