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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brid RMU is a kind of power circuit breaker and protects electric devices from over-current. In this 
paper we built a dynamic model of RMU driving mechanism using ADAMS and performed a optimal   
design of several design parameters. Finally we developed a prototype of RMU driving mechanism through 
results of analysis and confirmed it to satisfy design requisitions.

1. 서 론 

고전압과  고전류가 흐르는  송배전  계통에서  과
전류 , 단락  등에  의한  사고  발생시에  그  파급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폐기기인  고압  회로차단

기(power circuit breaker)를  사용한다 . 현재  사용되는 
고압  회로차단기는 여러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회로  접점의  개폐시에  발생되어지는 아크(arc)의 
소호매질에 의해  공기 , 자기 , SF6 가스 , 진공  차단

기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 복합  소호  방식  RMU
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차단기의  일종으로 차단 
매질로  SF6가스를  이용한다. SF6 가스를  차단매질 
및  절연매질로 이용하는  소호방식은  20 년이상  많
은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주로 
적용하고  있는  소호방식을  크게  4 가지로  나누면 
전자식 (rotary-arc) 소호방식 , 열팽창식(thermal 
expansion) 소호방식, 분사식  (puffer)소호방식 , 복합

(hybrid)소호방식등이 있다 . 초고압  기기에서는 대
부분   puffer 소호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 배전

급  기기에서는 구동메카니즘의  단순화 및  접점  용

삭  방지 , 대기압  수준의  SF6 가스압  사용  등이  요
구되므로 , 앞서  언급한  새로운 소호방식이 등장하

여  사용되고 있다 . 이중  복합소호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전자식  소호방식과  열팽창식  소호방식을 
합친  새로운 중첩  소호방식으로 다른  소호방법에 
비해  차단전류의  증가에 따른  아크소호능력이 매
우  우수하며 , 가격경쟁력과  제작의  용이성등을  갖
춰  배전급  차단기기의 성능  향상에 이상적인 소호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  
이러한  복합  소호  방식  RMU의  구동메커니즘은 

소형  차단기의 개폐  스위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스프링에 미리  충전된 탄성에너지를 링
크를  이용한 기구부에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접점을  개폐하는  운동을  생성한다 .   

RMU의  구동메커니즘에는  조인트들과  링크들로 
구성된  기구학적  체인 , 동작시 발생하는  부품들 
사이의  충격 , 회전조인트에서의  마찰  등과  같은 
많은  동적  현상이  존재한다 . 이러한 현상은  구동

메커니즘의 동특성을  묘사하는 동적  모델의  수립 
및  검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과거에는 이에  대
한  체계적  해석과  설계  방법보다는 간단한  이론과 
함께  설계자의 경험  및  시행착오(trial and error)에  
의해  보다  많이  설계되어  왔다 . 
그러나  컴퓨터의 이용과  발전에  따라  RMU 의  

구동메커니즘과  같이  여러  개의  물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대한  다물체  동역학(multibody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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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병행하여  여러  상용프로그램들이  개발

되었다 . 70 년대  이후로  개발된  대표적인  상용프로

그램으로는 DADS, ADAMS 등이  있다 . 이러한 상
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 실제 RMU의  동특성을  모
사(simulation)할  수  있는  동적모델을 구성하였고 , 
구성된  동적모델로부터 실제  RMU 의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다 .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RMU 의  정격용량은 

24kV, 25kA 이다 . 

2. 해석 및 설계 절차 

Fig. 1 은  CAE 를  이용한  해석과  관련된  제품설
계  절차를 보여준다 . 이  설계  절차에  나타난  주요 
과정은  제품 관련  Database 구축 , 해석  모델링  및 
관련  데이터  구축 , S/W 입력자료  작성  및  해석  수
행 , 설계인자 선정 , 설계인자  적정/최적치 결정의 
5 가지  이다 . 

Database Pro/Engineer

Modeling ADAMS

System
Characteristics

Proper/Optimal
Design

Parameter

Identifying
Design

Parameter

Design
Circle

Geometry + Inertia

       + Graphics

Force/Displacement
Graphics Animation

Changing
Parameter

Fig. 1 Design Process 

2.1 제품 관련 Database구축 
모든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제품  구성요소의 

기하학적  형상  및  재질  그리고 그들  간의  연결방
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도면으로  나
타내야  한다 .  그런데  이러한 제품관련  데이터베
이스는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설계를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이다 .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은  보통  3-D CAD Tool을  이용하여  수행하
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CAD Tool 중 
하나인  Pro/Engineer 를  이용하였다 .  본  연구와  관
련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좀더  구체적으로는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하학적인 형상  데이
터 , 관성  데이터 , 스프링의  강성 , 요소들간  연결정
보  및  연결에  사용된  조인트의  종류 , 그리고  조인
트의  작동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 

2.2 해석 모델링 및 관련 데이터 구축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모든 부품의 형상 데이터

가 그대로 필요하나 동역학 해석 시에는 통상 질
량의 크기 , 관성모멘트의 크기 등 만이 사용될 경
우가 많다 .  이렇게 이상화된 해석을 위해서는 나
름대로의 특징을 갖는 제품관련 데이터들이 사용
되며 이 데이터들은 생산을 위한 데이터들과는 서
로 차이가 난다 .  따라서 제품관련 데이터베이스
가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해석 모델링을 위한 데이
터의 확보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제품자체의 데이
터와 상관없이 필요한 해석관련 자료로는 또한 제
품의 사용환경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  예를 들
어 제품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들이 그러한 것이다 . 
또한 물체와 물체가 접촉하며 작용하는 힘을 계산
하기 위한 모델링은 정확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
는 내용이며 그 이상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 
중에는 해석 엔지니어의 많은 경험이 포함된 경우
도 있다 .  제품의 설계를 위한 해석을 위해서는 
따라서 이러한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보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2.3 S/W 입력자료 작성 및 해석 수행 
해석을 위한 모델링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해석

하기 위해 S/W의 입력자료를 작성하는 작업이 진
행된다 .  본 연구에서 해석을 위해 사용하는 S/W
는 기구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DAMS이다 . 

2.4 설계인자 선정 
시스템의 기능이나 내구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원들 중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들
을 선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링크
의 길이, 위치, 에너지 원인 스프링의 특성치등이 
설계인자로 선정되어졌다. 

2.5 설계인자 적정/최적치 결정 
설계인자가 선정되면 해석자는 이들 설계 인자

들을 변경해 가며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
며 제품의 기능이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인자의 값을 찾아 낸다 .  이 때 , 해석은 설계
인자 하나가 한번 변할 때마다 수행되므로 많은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대상으로 하는 설계
인자가 소수이거나 서로의 연관성이 적고 관찰하
려는 제품 기능이나 내구성 관련 내용이 소수의 
종류이면 이러한 작업은 별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 서로 연관된 설계인자의 수가 증가하고 
설계 목적함수의 종류가 다양해 짐에 따라 설계과
정은 자동화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 

3. 메커니즘의 구성과 동작원리 

3.1 메커니즘의 구성 
그림  Fig. 2 는  메커니즘을  3D 모델링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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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과 스프
링을 나타낸 것이다 .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크게 18 개로 구성되어 있고 , 스프링은 3
개의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3개의 스프링은 
각각 투입스프링 , 차단스프링, 접압스프링이다 . 이 
3 개의 스프링이 메커니즘의 구동 에너지원이 되
고 , 주요 설계 인자가 된다 . 

Table 1 Parts and Springs 

Number Part's Name 
(1) Changing Cam
(2) Lever-Composition
(3) Closing Spring
(4) Lever6
(5) Blocking_Lever1
(6) Closing Latch
(7) Closing Control
(8) Blocking_Lever
(9) Lever7

(10) Lever8
(11) Open Latch
(12) Transfer Lever1
(13) Main Shaft
(14) Shaft Slide
(15) Open Spring
(16) Open Control
(17) CB Lever
(18) CB Shaft
(19) Skator
(20) Wipe Spring
(21) Moving Rod  

 

 

Fig. 2 3D Structure of RMU Mechanism 

3.2 동작 원리 
메커니즘은 크게 3 가지 동작- 차징 동작 , 투입 

동작 , 차단동작-을  수행 하게 된다 . 첫 번째 차징
동작은 접점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투입스프링을 
인장시키는 동작이다 . 이 동작은 모터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기도하고 , 수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 차징동작이 완료되면 투입스프링의 에
너지원을 메커니즘의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접점
을 투입시키는 투입동작이 수행된다 . 투입동작은 
메커니즘을 움직이게 하는 것 외에도 차단스프링
을 인장시키고 , 접압스프링을 압축시켜 안정된 접
압력이 접점사이에 작용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게된다 . 마지막 차단 동작은 과전류 신호에 의
해 접점을 분리시키는 동작으로, 투입 스프링에 
의해 인장된 차단스프링 에너지와 접압스프링 에
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메커니즘을 움직
이는 3 개의 스프링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
어서, 3 개의 스프링을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 최
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프링의 
강성이 큰 것을 사용하면 투입속도나 차단속도를 
만족할 수 있겠지만, 부품들의 변형과 파단을 초
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최소의 에너지로 메
커니즘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스프링의 설계가 
요구되어진다. 

4. 동역학 해석 및 설계

Fig. 3 Dynamic Model  

4.1 동적 모델 
Fig. 3 은  ADAMS 를  사용하여  메커니즘의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 기하학적인  형상과 제품의 
물성치 (질량 , 질량중심의  위치 , 관성  모멘트 )는  3D 
모델링  Tool 인  Pro/Engineer 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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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사이의 접촉력은 Hertz 접촉  이론을  이용하여 
영구변형이 없는  탄성체로  가정하여  모델링을 수
행하였다 . 

4.2 스프링 설계 
차단기의  일반적인 스프링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먼저  통전  전류치에 의해서  접점
간의  반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접압  스프
링을  설계하게  되고 , 두  번째  차단  속도를  만족하
는  차단  스프링을  설계한다 . 마지막으로  투입  속
도를  만족하는  투입스프링을 설계하게  된다 . Table 
2 는  설계된  3 개의  스프링  특성치를  나타낸다 .  

Table 2.  Spring Properties 

 
Stiffness 
(N/mm) 

Free 
Length 
(mm) 

PreLoad   
(N) 

접압스프링 78.4 50 0 

차단스프링 22.3 130 231 

투입스프링 27.3 184 352 

 

Fig. 4 는  시뮬레이션  동안의 투입 , 차단 , 접압 
스프링의  힘을  나타낸 것이다 . 0.36 초까지  투입스
프링을  인장시킨후 , 이  투입스프링  에너지를  이용
하여  0.6 초까지  차단스프링을 인장시키고, 접압 
스프링을  압축시키며  투입동작을  완료한다 . 마지
막으로  0.68 초  까지  차단스프링과 접압스프링 에
너지를  이용하여  차단동작을  완료한다 . 

 
Fig.  4 Spring Force during Simulation 

4.3 투입, 차단 속도 와 운동에너지 선도 
Fig. 5는  접점의  투입 , 차단동안의  변위 , 속도 ,가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 앞서  선정한  투입 , 차단 , 
접압  스프링을 이용하여  동역학 해석을  수행할  결
과  투입속도와  차단  속도를  구할  수  있다 . 투입 

속도는  1.607 m/s, 차단  속도  2.5 m/s 이다 . 설계된 
스프링들은 접점의  투입속도와  차단속도의  설계사
양을  만족한다 . 

 

Fig.  5 Displacement, Velocity and Acceleration  

Fig.  6  Kinetic Energy Flow 

 Fig. 6은  주요  부품의  투입 , 차단  시뮬레이션동
안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Moving Frame 과  Moving 이  전체  운동에너지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스프링 에너지의 
증분없이  투입 , 차단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차후에  Moving Frame 과  Moving 의  관성항을  줄이
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4.4 구동 메커니즘의 제작  
Fig. 7 은  상기  사양에  의해  제작  완료된  복합소

호  구동  메커니즘을 나타내고  있으며 , Fig .8 과  9
는  상기  메커니즘의 실험을  통해서  구해진 투입 ,
개폐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Fig. 5와  8, 9에서 
보듯이  접점의  투입 , 차단  속도는 동적  모델의 해
석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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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MU Driv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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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eriment of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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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eriment of Open 

5. 결 론 

복합소호  RMU의  구동  메커니즘의 동적  모델을 
구성하였고, 동적  해석  결과로부터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인자를  선정하여 차단기의  성능

을  만족하는  사양이 되는  값을  구하였다 . 상기의 
설계결과를 토대로 실제  메커니즘을  제작하여 동
적  특성을  실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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