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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개폐장치  GIS는 력기술발 과 함께 국토가 좁고 도심
이 갑작스럽게 팽창되는 우리나라 실에서 빠르게 보 되어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GIS의 도입은 1970년 말 유럽으로부터 
Maintenance Free 목 으로 도입되었고 800kV 까지 국산화에 성공하
여 국내  세계 력시장에 보 되고 있다. 그러나 GIS Trouble도 다양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한국 력에서 조사한 2000년이후 MV
(25.8kV) GIS Trouble 이력을 조사한 결과 조작기구부와 조작회로의 
Trouble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조작기구부와 조작회로를 구성하는 주
요부품의 Trouble에서 기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정인 MV  친환경 연 개폐장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작회로는 력IT의 산물인 IED를 도입하 고 조작기구부는 사용환경 
상태보다 약간 상회하는 온도와 습도변화를 통하여 구성하는 유기물 부
품에 한 가속열화를 진시켜 동작시간과 Stroke의 동작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고, 온 동작특성시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1. 서    론

  한국 력에서는 2008년 4월 25.8kV GIS 제작품질향상 종합 책을 마
련하기 하여 Task Force Team을 국 10여명의 차장 으로 구성, 품
질검사소에 견시켜 GIS의 근본 인 문제 과 원인조사, 책수립을 3
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조작기구부의 Trouble이 체 
630건  136건 (21% 유)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발생유형별 Trouble 점유율 사례 (2000 ~ 2008년)

  근복 인 원인으로는 MV  GIS 제작사 부분은 스 링 조작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작기구부를 구성하는 부품수  연결부 가 많아서 
각 부품의 재질  제작불량, 구리스고착, 볼트풀림, 조립불량 등 다양한 
Trouble이 발생하 으며 이로 인하여 차단기의 부동작, 지연동작 등 으
로 고장이 확 된 경우도 있었다. 책으로는 조작기구부품의 선정과 품
질 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 으며 조작기구부의 동작 Trend 분석을 
한 Stroke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개발당시의 Data와 검수시험, 운 에 
지속 인 측정을 시행하여 변화치를 리하는 상태감시기법을 도입하
다. 한, 새롭게 개발되는 친환경 연 개폐장치는 동작특성의 엄격한 
리와 조작기구부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고, 온 동작특성을 도입하

게 되었다. 친환경 연 개폐장치의 개발을 하여 일본의 제작사 Nissin
을 방문하 을 때 Nissin의 경우 일본의 북해도 납품을 하여 온도환
경시험장을 별도 마련하여 자체시험을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 있었
으며 한 다빈도와 반 개념으로 오랫동안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은 상
황을 모의하여 -30～40℃까지 조  가능한 형 Chamber실내에서 희빈
도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시험을 도입하게 되었
다. 시험도입을 하여 온도  습도조 이 가능한 시험설비와 환경시험 
련 규격에 하여 조사하 고 실제 시험가능 여부와 세부시험방법 마
련  검증을 하여 Sample 시험을 시행하 으며 시험에 한 합부
정기 도 별도 마련하게 되었다.  

2. 본    론

  2.1 적용시험 규격검토
  행 GIS는 M2 이므로 기계  동작시험 20,000회를 시행하고 있으
며 동작시험시 별도의 온도  습도를 규정하지는 않고 기온도상태에
서 시험하고 있다. 고, 온 동작특성시험 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행 
25.8kV 친환경 연 개폐장치(EGIS, SIS)의 사용온도 조건을 검토한 결
과 -5 ℃ ~ 40℃로 규정할 뿐 별도의 사용상태와 련된 시험을 시행하
지는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 온 동작특성시험을 도입하
기 하여 우선 련 용규격에 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 다.

  2.1.1 IEC 62271-100  온도시험에 대하여
  상기 언 한 바와 같이 시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IEC 규격을 검토한  
결과 IEC 62271-100의 6.101에 기계  환경시험에 하여 언 되어 있
었다. 그러나 이규격의 고, 온시험 일반사항에 『두 시험은 연속 으
로 실시 할 필요가 없고 우선순 도 없다. -5 ℃  옥내용과  -10 ℃  
옥외용 차단기에 하여 온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장기간 운 에 있는 GIS의 경우 부동작 는 지연동작되
는 원인을 해소하기 하여는 고온  온, 습  고습상태의 계
인 모의를 통하여 가속열화상태에서 동작의 변화상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단하여 재 MV  GIS가 옥내용으로 -5℃사용상태
이지만 온시험을 하도록 결정하 으며 세부 인 용시험 규격을 마
련하기 하여 아래 IEC 60068-2 보조  제어회로의 환경시험에 한 
규격을 추가 검토하 다.

  2.1.2 IEC 60068-2 환경시험에 대하여
  한국 기연구원의 도움으로 IEC 60068-2 규격에 의하여 시행한 보조 
 제어회로의 환경시험을 참고하여 용규격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험
의 종류는 계 인 변화모의를 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험방안에 
하여 검토하 다. 첫째 우리나라의 겨울은 온 건조한 기후이므로 사
용조건 온도보다 더 낮은 -10℃의 온도와 상 습도 50%에서 16시간 동
안 실시하며 시행 후 동작특성시험을 시행토록 하 다. 이와 같이 둘째 
고온 습, 셋째 고온다습, 넷째 Damp Heat Cycle 시험 등 4가지에 한 
환경시험 용사례를 참고하여 시험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2 시험설비 검토
  우리나라의 날씨는 4계  동안 온도  습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물질
의 수축, 팽창이 꾸 히 바 게 된다. 특히 유기물의 경우는 변화가 심
하여 몇 년후에는 특성치가 변화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도 발생하게 된다. 상기 시험방안에 한 시험을 하여 한국 기연구원
이 보유한 아래 그림1과 같은 시험설비에 하여 검토하 다. 

      

<그림 1> 한국전기연구원 보유 온도 , 습도 제어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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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연구원이 보유한 시험설비는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써 MV  
(25.8kV) GIS에 한 고 온 특성시험을 시행하기에는 합하 다.
○ Chamber 크기 :  2.4m(W)×5m(D)×3m(H)
○ 온도제어범  : -50℃ ～  120℃
○ 압 : 30kV
○ 습도제어범  : 25% ~ 98%
○ 염수분무 : 9.8 ℓ/h 이상
○ 자외선 조사 : UV-B Lamp
○ 주수 : 50 ℓ/h 이상  

  2.3 Sample 시험시행
  Sample 시험은 IEC 규격  참고시험을 통하여 마련한 시험방안에 
한 검증  정기 을 마련하기 하여 시행하 으나 아래 4단계별
로 동작시간  Stroke를 측정한 결과 시험방안에 한 검증은 완료하
으나 정기 은 Sample 시험결과와 계없이 IEC 규격을 참고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2.3.1 저온(내한성) 시험
  온시험은 우리나라의 겨울온도 특성에 맞도록 시행한 시험으로 겨
울철은 온, 건조하기 때문에 -10℃, 상 습도 50% 수 으로 16시간 
시험을 시행하면서 그림2에 화살표로 표시된 시 , 즉 시작  2시간내에 
23℃상태에서 그림3과 같이 차단기내부 조작로드에 Stroke 측정장치를 
설치한후 동작시 진동에 의한 측정장비의 오차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Chamber 외부에서 동작시간  Stroke Envelope Curve을 측정하 다. 
16시간 간시 인 8시간 경과시 과 최종시험 완료후 2시간내에 동일
한 방법으로 동작특성시험을 시행하 다. 

<그림 2> 저온(내한성) 세부시험방안

 

 <그림 3> Sample 시험 및 Stroke 측정사진

  2.3.2 고온(내열성) 시험
  고온, 건조시험은 , 가을철 온, 습도특성에 맞도록 시행한 시험으로 
온도 40℃ 상 습도 50% 수 에서 상기 세부시험방안과 같이 그림4에 
표시된 화살표 치에서 동작특성시험을 시행하 다.

 <그림 4> 고온(내열성) 세부시험방안

  2.3.3 고온(내습성) 시험
  고온, 다습시험은 여름장마철 온, 습도특성에 맞도록 시행한 시험으로 
그림5와 같이 온도 40℃, 상 습도 93% 수 에서 96시간 동안 시행함.

 <그림 5> 고온(내습성) 세부시험방안

  2.3.4  Damp Heat Cycle 시험
  Damp Heat Cycle 시험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온도와 습도를 반복 으
로 변화한 상태에서 그림6과 같이 최종 동작특성시험을 시행한다.

<그림 6> Damp Heat Cycle 세부시험방안

  2.4 시험방안 및 판정기준 확정
  시험방안은 IEC 60068-2을 참조하여 시행한 Sample 시험을 시행한 
결과 온, 습도 조 이 가능한 복합열화 Chamber내에 GIS를 수납한 상
태에서 상기 4가지의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각각의 시험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는 아래 그림7의 시험장비  측정결과와 같이 
동작시간  Stroke Envelope Curve를 측정하여 시험 후 동작치를 비
교하여 합부를 정토록 하 음.

<그림 7> TM1800 및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Stroke Curve

   정기 은 IEC 62271-100 6.101.1.1 (2006년)에 따르며 시험前 3회 
평균치를 기 으로 시험中 1회, 시험後 1회에 한 동작시간  Stroke 
Envelope curve 측정값을 비교하여 Envelope curve 편차는 ±5% 이내여
야 한다.  단, 체 Stroke가 20mm 이내인 경우 ±2mm 이내로 한다. 
한 동작시간의 편차는 Closing와 Opening Time이 ±10% 이내로 확정 
하 다. 

3. 결    론

    이번에 도입한 고, 온 동작특성시험은 개폐장치 IEC 규격에 시험
규정에 하여 명기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험설비나 구체 인 시험방
안에 하여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작부의 고장을 방하고 신뢰성 
확보하기 하여 우선 한국 력은 상기 언 한 바와 같이 시험방안  
정기 에 따라  25.8kV 친환경 연 개폐장치에 용하여 신뢰성 검증
을 하고자 하며 각 제작사에서는 수출품 는 민수납품분에 하여도 
자체 으로도 시행하면 자사 제품 조작기구부에 한 신뢰성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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