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GE PROTECTIVE DEVICE

SPD
“낙뢰에 의한 써지로부터 각종 전장 설비를 보호해드립니다.”

써지 보호 장치
특징

Characteristics

1. 콤팩트한 형태로 써지 내량(耐量)이 큽니다.

1. As the compact size, it is endured big surge.

2. 분전함 등에 직접 설치 가능합니다.

2. Can be directly installed at the distribution panel.

3. 급준(急峻)한 써지에 대해서 동작 지연 현상이 없으며
응답성이 우수합니다.

3. Excellent response without delay in operation
to abrupt surge.

4. 확실한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제한 전압이 낮습니다.

4. Low clamping voltage to get definite protection effects.

5. 과전(過電)수명은 정격을 초과하지 않는 써지입니다.

5. Service life is not valid in excessive surge.

용도

Use

1. 써지 내량.

1. Endurance of surge.

2. 철도 신호 장치 보호.

2. Protect railway signal device.

3. 방송 통신 중계소 보호.

3. Protect the broadcasting relay station.

4. 수도 시설 등의 써지 대책.

4. Lightening surge meaure for water facility.

5. 통신 계측, 제어 장치 보호.

5. Protect communication lnstrumantation and controlling device.

6. 배전선 자동 제어 장치 보호.

6. Protect automatic control device of distributioncord.

7.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제어반 보호.

7. Escalator, Elevator control panel protection.

8. 입력 측 저압수, 배전함 메인 인입 전원용에 사용.

8. Input low voltage, Distributing box use in the main
incoming power supply.

9. UPS 입출력, CCTV, DCS, PLC, SCADA.
10. VMS 전광판, SERVICE ENTRANCE.
11. 철도, 지하철 방송국, 통신 기지국에 사용.

9. UPS input/out put, CCTV, DCS, PLC, SCADA.
10. VMS electronc display, SERVICE ENTERANCE.

12. 공업용 기계, 산업용 컴퓨터 판넬에 사용.

11. Used in train, Subway network, Commnunication
base stations.

13. 울타리 감지 시스템 전원, 태양광 발전 시스템.

12. Used in manufacturing machine, Industrial computer panel.

14. 농장, 백화점, 운동장, 은행, 병원, 제조 사업장, 박물관,
전신 전화국, 발전소, 정유 공장, 주유소, 화학공장,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13. Fence detection system power, solar power system.

적 용 /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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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Use in farm, epartment store, play grounds, bank, hospital,
manufacturing plant, Museum, telegraph telephone company,
power plant, oil refinery plant, petrol station, chemical plants,
nuclear powered plants.

KE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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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지 보호 장치

Usable condition

사용환경
●
●
●

Use temperature : -40℃~+80℃
Place temperature : -50℃~+125℃
● Humidity : 85%

사용온도 : -40℃~+80℃
저장온도 : -50℃~+125℃
습도 : 85%

●
●

Instructions for use

사용상의 주의사항
피뢰기가 정격에 초과하지 않는 써지가 침입 했을 때 단락 또는
파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천합니다.
ㆍ피뢰기는 과전류 보호장치 A (브레커, 누전차단기 휴즈 기타 등)
보다 가까운 기기측에 설치해서 피뢰기가 단락시에는 신속하게
전원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십시오.
ㆍA에 과전류보호 장치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B에
설치해 주십시오.

We recommend the following measures since there is
a risk of short or destruction when surge substantially
exceeding the rating penetrates into the arrestor.
ㆍ Install the arrestor closer to the device than the
overcurrent protection device A (breaker, leakage
circuit breaker fuse, etc.) and immediately separate
it from the power when it is shorted.
ㆍ Install the overcurrent protection device at B
if it cannot be installed at A.

보
호
기
기

ㆍ선 - 대지간 피뢰기가 기기케이스에 접지되었을 때 충분히
낮은 접지 저항을 얻을 수 없을 때는 A에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거나 C 열반응성 온도휴즈를 설치해 주십시요.
직사광선이나 발열체 근방에 사용할 때는 정격온도 사용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해 주십시오.
ㆍ먼지나 쇳가루, 비와 이슬이 내리는 곳, 염해 오염의 우려가
있는 곳에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용기 안에 넣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보호 용기를 사용할 것.)
ㆍ피뢰기 결선용으로는 600V 비닐절연전선(IV선), 2㎟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주십시오. (접지선은 5.5㎟ 이상)
ㆍ피뢰기 결선은 되도록 짧고 직선적으로 해주십시오.
ㆍ전기시설 유도뇌 써지 대책용으로는 써지 내량 20,000A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ㆍ Use leakage circuit breaker at A or install the C
heat-response temperature fuse if the arrector is
grounded on the device case or fully low earth
resistance cannot be obtained.
Check whether it is within the usage scope of rating
temperature when using it near direct sunlight or heat
element.
ㆍ Pit in the protection cover when you must use it in the
place with dust, iron dust, exposed to rain or dew or
likely to have problem of salt pollution.
(Use protection cover)
ㆍ Use 600V vinyl resistance cord(IV cord), 2㎟ or
equivalent for wiring of arrestor.
(Over 5.5㎟ in case of earth line)
ㆍ Wiring of arrestor should be as straight and short
as possible.
ㆍ Use the arrestor with surge endurance of 20,000A for
the measurement of electricity facility induction
lightening surge.

TEL : 051)322-5151 / FAX : 051) 32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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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 KBL Type Instructions for use

KB / KBL Typ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SPD 설치 시 전원을 차단 하십시오.

1. Turn off the power when SPD is installed.

2. SPD 제품은 전선의 길이를 짧게 설치할수록 보호 성능이
우수해 집니다. (길이 : 500mm 이하)

2. As the shorter length of wire,
better the protective performance.

3. 분전함, UPS, AVR 등 보호 대상 장비의 전압과 접지선을
확인하고 가능한 장비 주변 적합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3. Please check Distributing box, UPS, AVR protection
equipment’s voltage and ground cable and
please install as soon as possible where it needed.

4. 작업 완료시 전원을 투입 하십시오.
5. 전원 투입시 LAMP가 점등되면 정상입니다.
(만약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시 차단기 전원을 내린 후
다시 한 번 전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4. Once the installment is finished, turn on the power.
5. Lamp is light up when power on, the installment is
done properly. (If the status light didn’t turn on, please
lower crossing gate to check length of wire connection.)

회로도 / Curcuit

■ KB Type

■ KBL Type

(삼상 전원 N 접지형 / THREE PHASE + N + E)

(삼상 전원 N 접지형 / THREE PHASE + N + E))

L1 L2 L3 N

LOAD

L1 L2 L3 N
Distribution Panel

Distribution Panel

SPD

SPD

L1

L1

L2

L2

L3

L3

N

N

E

*단 3 4w식 제품을 3 3w식 제품으로 출고시 “n”단자는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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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E

*단 3 4w식 제품을 3 3w식 제품으로 출고시 “n”단자는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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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지 보호 장치

삼상 전원 N 접지형 (THREE PHASE + N + E)

안전 커버 타입 / Safety cover type

M5 BOLT

140

7

5

115

N

G

Voltage Impuse
(1.2/50㎲ Uoc)
Maximum Discharge
Current(8/20㎲Imax)
Voltage Protection
Level (at In)(Up)
Test Class
Protection Mode

L1

MODEL

L2
L3

MODEL
:
Nominal Voltage
:
Max. Continuous
:
Operating Voltage(Uc)
:

KB3-80-480-4YF
277/480VAC (50/60Hz)
320V
20kV(Mode)

:

NC

80kA(Mode)

:

COM

93

145

165

L1
Surge
Protective
Device

< 2.0kV
:
:

Class III
L - N, N - G

L2

Dry Contact

L3

LOT.151229

KB3-40-220-4YF

KB3-80-480-4YF

시험등급

CLASS III

보호모드

L - N, N - G

공칭전압

120/208VAC(50/60Hz)

277/480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150V

35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40kA(Mode)

80kA(Mode)

전압보호레벨 (at In) (Up)

< 1.5kV

< 2.0kV

표시장치

정상 : LED 녹색 점등

외부분리기 휴즈& CB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30A

50A
500mm이내

전원

6SQ 이상

PE

10SQ 이상

외함 및 취부방법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외함 사이즈

140mm * 165mm * 93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알람기능

Dry Contact(NC,COM)

TEL : 051)322-5151 / FAX : 051) 32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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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접지형 ( SINGLE PHASE + E)
케이블 타입

WIRE : 1283 8AWG X 500mm

72
7
5

52

135

150

L1

( 20kA, 40kA )

Surge
Protective
Device

L2

MODEL :
KBL40-220V2YN
Nominal Voltage : 120/208VAC
Frequency : 50/60Hz
:
Uc
150V
: 20kV(Mode)
Uoc
: 20kA(Mode)
In
: 40kA(Mode)
Imax
Up
< 2.0kV
:
Test Class : Class II,III
Protection Mode : L - N, N - G
:
LOT NO.
180222

WIRE : 1283 8AWG X 500mm

5

72
7 52

86

500

KE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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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KBL80-480V2YN
Nominal Voltage : 277/480VAC
Frequency : 50/60Hz
:
Uc
350V
: 20kV(Mode)
Uoc
: 40kA(Mode)
In
: 80kA(Mode)
Imax
Up
< 2.0kV
:
Test Class : Class II,III
Protection Mode : L - N, N - G
:
LOT NO.
180201

86

KEM CO., LTD.

500

(80kA)

175

190

L1
Surge
L2
Protective
Device

KEM CO., LTD

MODEL

KBL20-220V2YN

KBL40-220V2YN

KBL80-220V2YN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G

공칭전압

220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30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전압보호레벨 (at In) (Up)

< 2.0kV

표시장치

정상 : LED 녹색 점등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500mm이내

전원

1283 8AWG(BLACK)

PE

1283 8AWG(G - YELLOW/GREEN)

외함 및 취부방법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MODEL

KBL20-380V2YN

KBL40-380V2YN

KBL80-380V2YN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G

공칭전압

380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35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전압보호레벨 (at In) (Up)

< 2.0kV

표시장치

정상 : LED 녹색 점등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500mm이내

전원

1283 8AWG(BLACK)

PE

1283 8AWG(G - YELLOW/GREEN)

외함 및 취부방법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TEL : 051)322-5151 / FAX : 051) 32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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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KBL20-480V2YN

KBL40-480V2YN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G

공칭전압

480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55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전압보호레벨 (at In) (Up)

< 3.0kV

표시장치

정상 : LED 녹색 점등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500mm이내

전원

1283 8AWG(BLACK)

PE

1283 8AWG(G - YELLOW/GREEN)

외함 및 취부방법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88

KBL80-480V2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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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KEM CO., LTD

써지 보호 장치

삼상 접지형 ( THREE PHASE + E)
케이블 타입

WIRE : 1283 8AWG X 500mm

72
7
5

52

135

150

L1

( 20kA, 40kA )

Surge
Protective
Device

L2
L3

MODEL :
KBL40-220V4YN
Nominal Voltage : 120/208VAC
Frequency : 50/60Hz
:
Uc
150V
: 20kV(Mode)
Uoc
: 20kA(Mode)
In
: 40kA(Mode)
Imax
Up
< 2.0kV
:
Test Class : Class II,III
Protection Mode : L - N, N - G
:
LOT NO.
180222

WIRE : 1283 8AWG X 500mm

5

72
7 52

86

500

KEM CO., LTD.

MODEL :
KBL80-480V4YN
Nominal Voltage : 277/480VAC
Frequency : 50/60Hz
:
Uc
350V
: 20kV(Mode)
Uoc
: 40kA(Mode)
In
: 80kA(Mode)
Imax
Up
< 2.0kV
:
Test Class : Class II,III
Protection Mode : L - N, N - G
:
LOT NO.
180201

86

KEM CO., LTD.

500

(80kA)

175

190

L1
Surge
L2
Protective
Device
L3

TEL : 051)322-515 1 / FAX : 051) 32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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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20-220V3YN / KBL40-220V3YN /
KBL20-220V4YN(S) KBL40-220V4YN(S)

MODEL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G

공칭전압

220VAC(50/60Hz) / 208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300V / 15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전압보호레벨 (at In) (Up)

< 2.0kV

표시장치

정상 : LED 녹색 점등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500mm이내

전원

1283 8AWG(BLACK)

1283 8AWG(BK) / 1283 6AWG(BK)

PE

1283 8AWG(G - YELLOW/GREEN)

1283 8AvWG(G/Y) / 1283 6AWG(G/Y)

외함 및 취부방법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MODEL

KBL20-380V3YN

KBL40-380V3YN

KBL80-380V3YN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G

공칭전압

380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35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전압보호레벨 (at In) (Up)

< 2.0kV

표시장치

정상 : LED 녹색 점등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500mm이내

전원

1283 8AWG(BLACK)

PE

1283 8AWG(G - YELLOW/GREEN)

외함 및 취부방법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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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80-220V3YN /
KBL80-220V4YN(S)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www.kem.co

KEM CO., LTD

KBL20-480V3YN / KBL40-480V3YN /
KBL20-480V4YN(S) KBL40-480V4YN(S)

MODEL

KBL80-480V3YN /
KBL80-480V4YN(S)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G

공칭전압

480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550V / 35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 2.0kV

전압보호레벨 (at In) (Up)

정상 : LED 녹색 점등

표시장치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500mm이내

전원

1283 8AWG(BK)

1283 8AWG(BK) / 1283 6AWG(BK)

PE

1283 8AWG(G/Y)

1283 8AWG(G/Y) / 1283 6AWG(G/Y)

외함 및 취부방법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삼상 전원 N 접지형 ( THREE PHASE + N + E)
MODEL

KBL20-220V4YN

KBL40-220V4YN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 - N, N - G

공칭전압

120/208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15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KBL80-220V4YN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 2.0kV

전압보호레벨 (at In) (Up)

정상 : LED 녹색 점등

표시장치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500mm이내

전원

1283 8AWG(BK)

PE

1283 8AWG(G/Y)

외함 및 취부방법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TEL : 051)322-5151 / FAX : 051) 32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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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KBL20-380V4YN

KBL40-380V4YN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 - G, N - G

공칭전압

220/380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32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전압보호레벨 (at In) (Up)

< 2.0kV

표시장치

정상 : LED 녹색 점등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500mm이내

케이블

전원

1283 8AWG(BLACK)

PE

1283 8AWG(G - YELLOW/GREEN)

외함 및 취부방법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MODEL

KBL20-480V4YN

KBL40-480V4YN

KBL80-480V4YN

시험등급

CLASS II, III

보호모드

L - N, N - G

공칭전압

277/480VAC(50/60Hz)

최대연속사용전압 (Uc)

350V

방전전압 (1.2/50㎲) (Uoc)

20kV(Mode)

방전전류(8/20㎲) (IN)

10kA(Mode)

20kA(Mode)

40kA(Mode)

최대방전전류 (8/20㎲) (Imax)

20kA(Mode)

40kA(Mode)

80kA(Mode)
< 2.0kV

전압보호레벨 (at In) (Up)

정상 : LED 녹색 점등

표시장치
외부분리기 휴즈& CB

30A

50A

케이블 설치길이
케이블

500mm이내

전원

1283 8AWG(BK)

PE

1283 8AWG(G/Y)

외함 및 취부방법
외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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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80-380V4YN

STEEL CASE / M4 나사 체결방식
72mm * 150mm * 86mm

72mm * 190mm * 86mm

사용온도 및 습도

-40~80 ℃ , 5~95% (결로가 없을것)

기압 및 고도

기압 ; 80 ~ 106kPa, 고도 : +2,000 ~ -500m

www.kem.co

인증현황 CERTIFRCATE
KB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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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CERTIFRCATE
KBL Type

인증현황 CERTIFRCATE
KBL Type

SPD
SURGE PROTECTIVE DEVICE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제품의 PDF와 DWG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www.Ke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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