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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화전기공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
에게 성공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이 되겠습니다.
협화전기공업은 고객 여러분에게 성공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협화전기공업은 리액터와 방전코일 및 변압기를 제조 생산하는 전력기기 전문 업체로

서 많은 고객들로부터 그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협화전기공업은 이러한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저희 협화전기공업은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한 성

능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 고객 여러분의 믿음과 성

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또한 국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으며 , 항상 변화

와 혁신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어 고객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파

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 드립니다 . 

더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대표이사 정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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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화전기공업의 뛰어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화전기공업은 1946 년에 창업하여 , 꾸준한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을 통한 노력과 열정을 고객 

여러분께 인정받아 지금의 전력기기 전문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 

협화전기공업은 방향성 규소강판으로 제작하여 , 손실을 절감한 친환경 변압기와 내염형 주상 변

압기 , 고효율 주상 변압기 ,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리액터 방전코일 제품 등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 , 생산하여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받아왔으며 , 2014 년 5 월에는 자체적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 신기술 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협화전기공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성능 향상 , 품질 경쟁력 ,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하여 , 고객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또한 차세대 전력기기 개발과 생산을 통하

여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협화전기공업은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토대로 이루어진 최신의 전력기기 제품과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경영을 통하여 , 고객 여러분과의 신뢰를 더욱 더 발전시켜 항상 고객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

여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the
power to
  make the 
future

아몰퍼스 주상 변압기

HYUPHWA ELECTR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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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46.

hyuphwa
electric
industry

HYUPHWA ELECTRIC INDUSTRYHYUPHWA ELECTRIC INDUSTRY

콘덴서용 직렬 리액터

협화전기공업사 창업.(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회원 가입.

한국 공업표준협회 가입.

한국산업규격(K.S) 표시허가 KSC-4806, 4804, 한국전력공사 납품업체 등록. 

경기도 평택시 송탄산업단지로 본사(공장) 이전 및 협화전기공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한국 수자원공사 갑종 수리업체 선정.

KSA/ ISO 9001 인증 획득.

분로리액터/ 한류리액터 개발.

경기도 품질경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KSA/ ISO 14001인증 획득.

한국산업규격(K.S) 표시허가 KSC-4306.

유망중소기업 인증.(경기도)

표준형 주상 변압기 개발 및 한국전력공사 납품업체 등록. 

국가 품질경영 대회 유공자부문 대통령상 수상.

자기차폐공심리액터 특허 획득.

POSCO 제작수리 업체 등록.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공로상 수상.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상.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중소기업청)

일반형 주상변압기(알루미늄) 개발 유자격 인증 획득.

협화전기공업(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미래창조과학부)

내염형 주상변압기(스테인레스) 개발 유자격 인증 획득.

기동용 단권변압기 국내최대 3상 11kV CLASS 18000HP DRY TYPE 개발완료 납품

고효율 주상변압기 개발완료

1946. 11

1984. 12

1987. 3

1990. 1

1992. 7

1999. 6

1999. 12 

2001. 2

2001. 7

2002. 12 

2003. 3

2003. 8

2003. 11  

2003. 11 

2005. 1

2006. 7

2007. 12

2008. 2

2008. 3

2008. 3

2013. 8

2014. 5

2015. 8

2016. 6

2016. 7

고객 여러분과의 신뢰를 통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협화전기공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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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화전기공업은 리액터 전문제작업체로서 콘덴서 및 콘덴서군에 직렬로 삽

입하여 , 회로전압 파형을 왜곡경감 시키고 콘덴서의 돌입전류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리액터를 본사의 신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협화전기공업은 공정상에서 철저한 설계와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 신뢰성 , 

친환경성 등을 확보하였고 ,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제품의 

뛰어난 성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관련업체

협화전기공업은 
고객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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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기동용 리액터는 유도전동기를 기동시 유도전동기의 단자전압을 저
감하는 감압기동으로 정지상태의 회전기기가 기동되면서 전류가 감소함
에 따라 단자전압이 상승하여 완전한 기동이 이루어 질때(t 초후) 리액터
를 단락시켜 전전압으로 운전하는 방식으로 기동전류를 제한하여 모터의 
원할한 기동 및 계기의 오동작 등 다른 전원설비의 악영향에 의한 사고
를 미연에 방지 합니다.

제품특징  

·전동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기 단자 전압이 상승하여 가속

   과 함께 자동적으로 토오크(Torque)가 증가하여 기동이 용이하고 기

   계적 충격이 적습니다.

·Gap Core Type의 전류 제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기동시 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터의 절연을 보호합니다.

·리액터에 TAP을 설치하여 기동전류를 가감 할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

·상수(Phase): 3 Phase

·주파수(Rated Frequency): 50Hz, 60Hz

·정격전압(Rated Voltage): 220V/440V, 3300/6600V, 11000V etc.

·정격출력(Rated Capacity): 3kW ~ 5000kW

·탭(Tap): 80%, 65%, 50%(표준탭), or 고객요구사항.

·시간정격(Rated Time): 3분(Standard) or 고객요구사항.

·절연계급(Insulation Level): B종, F종, H종

콘덴서 회로에 전원 투입시 돌입전류와 함께 L-C 공진에 의한 고조파 확
대현상이 생기고, 전압 및 전류의 파형을 왜곡시키며, 각종 기기의 오동
작, 전원 변압기의 과열, 과소음, 각종 지시계기의 오차, 콘덴서의 과열 등 
많음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콘덴서에 직렬로 리액터를 설치하여 콘덴서의 
안전운전은 물론 부하에 대한 고조파의 영향을 제거하여 주면 됩니다.

제품특징  

·난연성 재질을 적용하여 자기소화성이 높습니다..

·고품질 방향성 규소강판을 적용합니다. 

·저손실 제품, CO2 발생량 40% 이상 감소 

·JIS 4902-2010 개정본 규격 적용(정격용량, 및 최대허용전류 채택) 

제품사양

·상수(Phase): 3 Phase

·주파수(Rated Frequency): 50Hz, 60Hz

·정격전압(Rated Voltage): 220V/ 440V, 3300/ 6600V, 11000V etc

·정격출력(Rated Capacity): 0.638kVar ~ 319kVar

·절연계급(Insulation Level): B종, F종, H종

모터 기동용 리액터 콘덴서용 직렬 리액터

MOTOR STARTING REACTOR SERIES REACTOR FOR CAPACITOR 

※ 상기 치수는 상세사항 등에 따라 다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기되지 않은 규격은 기준에 따라 제작됨으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치수는 상세사항 등에 따라 다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기되지 않은 규격은 기준에 따라 제작됨으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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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TRANSFORMER FOR MOTOR STARTING AC/DC REACTOR

단권변압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동기를 기동하는 방식으로, 기동완료 
후 단권변압기를 분리 시키지 않고, 중성점을 개방하면 단권변압기가 리
액터로 작용하게 됨으로, 이때 탭을 단락 시키면 전동기에 정격전압이 인
가되어 기동하게 되는데, 이 방식의 특징은 탭전압에서 전전압으로 전환
할때 전원과 전동기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충격이 감소하여 부하의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대용량 모터 기동에 많이 사용됩니다.

단권변압기 기동이 필요한 부하   

·부하의 기동 토크가 큰 경우

·플라이 휠이 큰 경우

·전압변동의 영향이 큰 부하설비

·전원용량이 적은 경우

제품사양

·상수(Phase): 3 Phase

·주파수(Rated Frequency): 50Hz, 60Hz

·정격전압(Rated Voltage): 220V/440V, 3300/6600V, 11000V etc

·정격출력(Rated Capacity): 100kW ~ 15000kW

·탭(Tap): 80%, 65%, 50%(표준탭), or 고객요구사항

·시간정격(Rated Time): 3분(Standard) or 고객요구사항

·절연계급(Insulation Level): B종, F종, H종

모터 기동용 단권 변압기

AC 리액터는 3상회로의 고조파 또는 전압 왜곡으로 인한 전원 협조용을 
대상으로 임피던스 전압을 갖는 리액터가 전원에 직렬로 연결되어 사용
되며, 전력변환장치의 Converter 및 Inverter 에 고조파 필터용으로 사용
되며, 최근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용PCS)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품특징  

·고투자율 방향성 규소강판 적용으로 자기포화 현상을 억제.

·리액터 철심의 자속밀도를 낮춰 소음저감 효과. 

·제품 외관이 미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드선 인출방향을 자유롭게 선정. 

·우수한 재질의 권선도체와 냉각덕트를 사용하여  냉각효과가 우수.

제품사양

·정격주파수: 50Hz or 60Hz 

·정격전압: Below 690V 

·정격전류: 10A ~ 2000A

·사용환경온도: -5℃ ~ 45℃

·리액터 절연등급: F.H CLASS

AC/DC 리액터

※ 상기 치수는 상세사항 등에 따라 다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기되지 않은 규격은 기준에 따라 제작됨으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용 AC 리액터

※ 상기 치수는 상세사항 등에 따라 다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기되지 않은 규격은 기준에 따라 제작됨으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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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화전기공업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신개념의 변압기로서 변압기의 철심소재

를 방향성 규소강판으로 제작하여 손실을 절감한 환경친화형 변압기입니다 .

협화전기공업에서 개발된 신기술로 제작된 변압기들은 공정상의 철저한 설

계와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 신뢰성 친환경성 등을 확보하였으며 , 이를 바

탕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콘덴서의 잔류 전하를 신속하게 배출하고 5초 후에 재 투입 가능
(콘덴서 내장의 방전 저항은 5분)케 하는 기기입니다.

제품특징  

·난연성, 자기 소화성의 에폭시 레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음.

·설치, 보수 점검이 용이.

·소형 경량이므로 설치가 용이.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간단.

제품규격

방전코일의 접속위치 

직렬리액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렬리액터에 의해 콘덴서의 

단자전압이 상승함에 따라 방전코일을 직렬리액터의 전원측에 

접속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전코일

DISCHARGE COIL

TRANSFORMER

직렬 리액터방전코일

콘덴서

U      V      W

<방전코일 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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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22.9kV-y 3상 4선식 다중접지 배전계통에 사용되는 단상의 고효율 변압기에 대하여 
적용 합니다.

적용규격  KS, JEC, ANSI C57.12.00

정격사양

·용량: 20, 30, 50, 75, 100, 167kVA

·주파수: 60Hz or 고객요구사항

·1차전압: 6.6kV, 13.2kV, 22.9kV 

·2차전압: 120/ 240V, 240/ 480V, 230V or 고객요구사항

·탭전압: 3Taps, 5Taps, Tapless Type

제품특성 (한국전력공사 표준특성)

고효율 주상 변압기

적용
 22.9kV-y 3상 4선식 다중접지 배전계통에 사용되는 단상의 아몰퍼스 변압기에 대하여 
적용 합니다.

적용규격  KS, JEC, ANSI C57.12.00

정격사양

·용량: 20, 30, 50, 75, 100, 167kVA

·주파수: 60Hz or 고객요구사항

·1차전압: 6.6kV, 13.2kV, 22.9kV 

·2차전압: 120/ 240V, 240/ 480V, 230V or 고객요구사항

·탭전압: 3Taps, 5Taps, Tapless Type

제품특성 (한국전력공사 표준특성)

아몰퍼스 주상 변압기

HIGH EFFICIENCY POLE MOUNTED TRANSFORMER AMORPHOUS METAL POLE MOUNTED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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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변압기

적용
 배전용 변압기는 배전 선로에서 고압을 받아 변환시켜 수용기에 필요한 전압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용과 옥내용이 있으며 소비자의 최대만족을 위해서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
한 반영하여 주문 생산됩니다.

적용규격  KS, JEC, IEC

정격사양

·용량: 100kVA~3000kVA

·주파수: 50 or 60Hz

·1차전압: 3.3kV, 6.6kV, 11.0kV, 22.9kV, 33.0kV 

·2차전압: 220/ 127V, 380/ 220V, 400/ 230V, 415/ 240, etc.

·탭전압: 정격전압 ± 2.5% x 2, or 3( 5,7,9 Tap)

·탭절환방식: 무전압 탭절환방식(NLTC)

제품특성 (표준 소비효율제 기준)

※ 상기 치수는 상세사항 등에 따라 다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기되지 않은 규격은 기준에 따라 제작됨으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압 건식 변압기

적용
 절연과 냉각에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고 내열성 고온 특수코팅 및 절연지를 사용하여 H종 바니쉬
로 처리 하였기 때문에 변압기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으며 외형이 작고 가벼워 보수점검이 용
이하며 인버터, 신재생 에너지 전원공급, 선박, 빌딩, 지하 변전실 등 실내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적용규격  KS, JEC, IEC

정격사양

·상수: 1PH, 3PH, V-역 V결선, Scott 결선

·주파수: 50 or 60Hz

·1차전압: up to 600V 

·2차전압: 110V, 220, 380 etc.

·절연등급: B, F. H 종

·정격용량: 10kVA~500kVA

·효율: 98.5% 이상 적용(99.0% 이상 요구시 별도 협의)

제품규격

DISTRIBUTION TRANSFORMER LOW-VOLTAGE DRY TYPE TRANSFORMER



<제품문의>

영업담당  Tel 031-665-6552  eMail hyuphwa@hyuphwa.co.kr

영업총괄  Tel 031-665-6554  eMail sales@hyuphwa.co.kr

홈페이지  www.hyup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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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to
make the

future

HYUPHWA ELECTRIC INDUSTRY

변화와 혁신을 통한 협화전기공업의 
신제품 개발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