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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의 조류(鳥類)에 의한 고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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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ults caused by birds with transmission lines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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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verhead lines constitute an unnatural intrusion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s such have an impact on it. In the case 
of birds, these impacts can be positive or negative,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Most of the negative impacts 
can be effectively addressed, provided the problem is well understood.

1. 서    론

  154kV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압에 있어서 야생 조류에 의해 발생되
는 문제 은 야생 조류의 송변 설비의 에 의해 발생되는 고장과 
최근 연구결과에서 기고장의 요한 원인으로 나타난 Bird streamers
에 의한 고장 그리고 송 철탑과 변  철구 구조물에서 둥지를 틀고 새
끼를 기르는 경우 새 둥지로 인한 애자 오염 등이다. 한 몇몇 종류의 
조류는 둥지를 짓기 해 철사와 같은 속을 사용하는데 선로와 철탑
구조물사이에서 연 괴를 일으킬 수 있고 새 집이 붕괴될 경우 
Flashover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조류고장이 최근 5년간 86건이 발
생함으로써 조류에 의한 정 고장 방 책의 강구가 실하다.

2. 본    론

  2.1 송전선로에 새의 충돌 및 감전 메카니즘
  송변  철탑  변 구조물 근처에서 새가 죽어있는 경우 그 사인이 
충돌사인지 감 사인지 원인을 알기 어렵다. 

  2.1.1 송전선로에 새의 충돌사
  새가 가공지선이나 송 선로에 물리 으로 충돌할 수 있는데 가공지
선에서 더욱 많이 발생한다. 가공지선의 경우 력선에 비해 직경이 작
고 단도체로 구성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충돌사의 경우 새
가 속력으로 나는 동안에 력선 혹은 가공지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의 사체는 부분 철탑 경간의 력선 하부 근처
에서 발견된다. 새들이 선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해 사용되는 장치
로서는 그림1과 같은 BFDs(Bird Flight Diverters)와 Bird Flappers를 
들 수 있다.

  2.1.2 송전선로에 새의 감전사
  새의 감 사의 경우 활선부 와 지부  사이의 공기의 연간격에 
새가 근함에 따라 새 몸통을 통해서 치명 인 류가 흘러 새의 깃털
이 탄 상태가 감 사의 상이다. 154kV 이상의 송 선로 압에서는 
충분한 클리어런스 때문에 새의 감 사는 배제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큰 새 조차도 충 부와 구조물사이의 공기 연간격을 물리 으로 닿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림2와 같은 수직배열 구조의 철탑에서 독수리와 같
은 큰 새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새들이 앉을 가능
성이 있는 치에 Bird guards를 설치함으로써 효과 으로 고장을 막을 
수 있다. 

     

<그림 1> BFDs 및 Bird Flapper  <그림 2> 새의 감전사 위험 개소

  2.2 새똥에 의한 지락고장 
  력설비에서 새똥에 의한 지락고장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새
똥의 에 의한 오손고장과 도 성을 갖는 새똥 기인 Bird 
streamer 의한 고장을 들 수 있다. 

  2.2.1 애자에 새똥 누적으로 인한 지락고장  
  새똥에 의한 오손 섬락의 메카니즘에 하여 알아보면 시간이 경과됨
에 따라 그림3과 같이 된 새똥이 자기애자의 표면을 덮게 된다. 애
자 표면의 오손 자체는 도성을 갖지 않으나, 비나 안개와 같은 습기의 
추가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당한 습도가 된 새똥 오손이 가미될 
때 오손애자 표면은 도 성을 띠고 미세 설 류가 흐를 때 결과 으로 
애자의 건조한 표면을 따라서 부분아크가 발생한다. 애자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크의 크기는 증가하여 끝에 가서는 그림4와 같이 오손된 
애자련 체에서 섬락이 발생한다. 

                    

<그림 3> 새똥에 의한 애자오손       <그림 4> 부분아크 및 전체섬락

  2.2.2 Bird streamer(새똥 줄기)에 의한 지락고장
  커다란 육식성 조류들은 력설비 섬락의 커다란 요인이다. 그림5와 
같은 독수리와 왜가리  커다란 매 등은 가장 험한 부류의 새이다. 
철탑에 이러한 새들의 출 은 기  도 성를 갖는 기다란 새똥 기에 
의한 력선과 철탑부재와의 연 괴로 섬락을 일으키는 Bird 
streamer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강한 험 요인들이다.

   

<그림 5> Bird streamer를 일으킬 수 있는 조류(독수리, 왜가리, 매) 

  Bird streamer에 의한 지락고장은 그림6과 같이 력 아크가 력선
과 철탑구조물과의 수직선상에서 그림7과 같이 새똥 기에 의해 연이 
괴되면서 발생한다.[1]  

  

<그림 6> 새똥에 의한 오손 아크경로   <그림 7>와 Bird dropping 

  2.2.2.1 Bird Streamer에 의한 전형적인 고장 흔적
  Bird streamer에 의한 고장은 흔 이 거의 없어 고장을 분별하기 어
렵지만 특별한 고장 패턴을 보인다. 섬락 흔 은 그림8과 같이 구류 
직상 측 철탑암과 도체측 애자련의 끝부분으로 를 들면 yoke plate, 
첫 번째 애자의 갓이나 코로나링에 치한다. 내장애자련에서는 아크 흔
이 나지 않으며, 새똥에 의한 오손 아크 흔  한 없다. 각도 철탑에

서는  퍼선과 쪽의 철탑 암측에서 유사하게 아크 흔 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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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전형적인 Bird streamer 흔적(V-String 애자) 

  Bird streamers에 의한 고장은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오후 18시와 
23시 그리고 아침 4시와 8시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2, 3] 

  2.3 Critical Distance(절연 이격거리) 
  철탑설계는 Bird streamer 고장과 련한 한 계를 갖고 있는데 
그림9처럼 수평배열의 철탑보다 수직배열의 철탑이 고장이 다.[4] 
Bird streamers에 의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상(Phase)은 철탑의 가장 
높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로 수직철탑의 경우 상단암에서 주로 발
생한다.  우두형철탑의 V-String이 Bird streamer에 더욱 취약하며 그림
10과같이 도체의 바로  양쪽으로 1m 정도의 공간이 Bird streamer로
부터 설비를 보호할 수 공간으로 모든 벨의 압에서 표 으로 용
할 수 있다.[4] 남아 리카의 자료를 보면 400kV 이상의 압에서 Bird 
streamer faulting으로 의심되는 고장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400kV 이상의 압의 구조물에서는 Streamers가 섬락을 일으킬 수 없
을 정도로 충분한 연 이격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내장철
탑에서 새가 앉거나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고장은 그림11과 
같이 외측의 도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림 9> 수평 및 수직배열     <그림 10> 양쪽 1m 안전거리

  V형 애자련이 일반 으로 I형 애자련보다 더욱 Bird streamer에 취약
하지만, 내장애자련 한 쉽게 Bird streamer가 발생해서 조류착지 방지 
장치(Bird guards)의 부착이 필요하다.

 

<그림 11> 내장애자련에서의 조류고장 위치 및 둥지개소

  2.4 조류 고장 예방에 사용된 대책
  조류고장을 방하기 한 응책으로는 가  환경단체와의 법 분
쟁을 피하기 해 조류에 직 인 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과 조류의 뛰
어난 학습효과에 응이 가능한 방안  설비의 교체나 보강없이 기설 
력설비에 설치가 가능한 방안이 바람직하다.

  2.4.1 음향 조류 퇴치기 및 시각 위협 퇴치기
  본체와 스피커 4개로 구성되어 새들이 싫어하는 8가지 소리를 방출하
는 음향  시각  퇴치기를 그림12와 같이 속 변 소에 설치해 사
용한 결과 일정기간 효과 이나 새들의 학습으로 인해 그 효과가 지속
이지 않아 시각   물리  효과가 있는 제품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현장설치 음향조류퇴치기  및  시각위협퇴치기

  2.4.2 조건적 미각기피 행동 유발 조류기피제
  환경 친화  야생동물 리방안으로 그림13과 같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독먹이를 먹은 후 소화계의 병을 일으킨 경우 자신이 먹은 먹이가 
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부터 그 먹이에 해 거부행동을 보이
는 조건  미각기피행동(Conditioned Taste Avertion)의 하나인 조류기

피제는  기존의 후각만을 자극하는 것에 비해 다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효과 이다. 다만, 설비 유지보수를 해 그림14와 같이 약제 용기를 탈, 
부착이 쉬운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강릉  평창변 소에 사용한 결
과 장에서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는 새로 이입된 
번식개체는 해마다 처리가 필요한 문제 이 있다. 

       

<그림 13> 다중감각자극 메카니즘    <그림 14> 현장설치 조류기피제

  2.4.3 조류포획트랩
  50여년 부터 조류를 포획하기 해 사용되어오던 방법으로 트랩내에 
동물성 먹이와 물을 놓아두면 먹이 탐색과정을 거친 뒤 트랩내부로 유
입되는데 7일 내외가 걸린다. 이 시간을 이기 해 후리새(Lure bird)
를 투입하면 다음날부터 포획이 가능하 다. 그림15와 같이 속 변 소
에 용결과 10일간 까치 9마리를 포획하여 산란기  해조의 번식을 차
단하는 효과를 입증하 고, 장 설치  이동이 간편하여 변 소 구내 
설치용으로 합하 다. 단, 까마귀 포획에는 효과가 없었다. 

 

<그림 15> 조류포획 트랩 및 포획된 까치

  2.4.4 조류 착지 방지 장치(Bird guard)
  Bird guard는 송 철탑의 새 둥지나 새똥으로부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험지역에 새들이 물리 으로 근하지 못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재료는 고 도 폴리에틸 이나 혹은 폴리머 소재의 부도체로써 새들에
게는 어떠한 험 요소도 없다. 조류의 철탑  변 소 철구의 근  
착지 방지 효과는 있으나 조류착지방지장치의 설비부착은 그림16과 처
럼 스트랩이나 혹은 착제에 의한 부착으로 설비 유지보수를 해 제
거하는 데 지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에 한 장 설치 
방법들이 먼  개선되어야 한다. 재 자석을 이용한 부착방법들이 특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림 16> 철탑에 설치 된 조류 착지 방지 장치

3. 결    론

  송 철탑이나 변 소의 철 구조물 같은 력설비는 조류들에게 비자
연 인 인공구조물들로서 정   부정 인 양면을 갖고 있다. 원활한 
력공 이 가능하면서 가장 자연친화 인 조류 방지 장치들이 개발되

어야겠지만 재로서는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력설비에 재 
사용 인 가장 극 인 조류고장 방지 장치로는 변 소내에서는 조류
포획 트랩이 효과  이 으며, 철탑에서는 조류 착지 방지 장치(Bird 
guard)가 고장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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