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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of an urban rail chopper type subway train, varistors have been installed for protecting usual 
electronic equipments, semiconductor devices(diodes, transistors, thyrister, etc.) communications, measuring, 
control device and absorbing opening & closing surge of electromagnetic valve. These varistors were steadily 
reduced dielectric strength as becoming superannuated. Thus there is a problem that reacts more sensitive at 
the same surge in the general control operation.
  On existing maintenance, there is not specific standard to replace superannuated varistor. So when 
maintaining chopper type subway train, all varistors or old varistors that workers checked a discoloration & 
crack with the naked eye and noticed degradation smell by deterioration are replaced.
  This study suggests detail standards for judgement that varistors are good or bad chopper type subway 
train. and it draw a efficient maintenance which efficient maintenance can check more easy the degradation 
properties variation.

1. 서 론

현대의 철도차량은 급속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계적 장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전

자․정보통신용 장치들을 구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기․전자․정보통신용 장치들을 보호하기 위

해 비선형 반도체(nonlinear semiconductor) 인 배리스터(varistor)를 사용하고 있다.

도시철도 쵸파(chopper)형 전동차의 경우 일반 전자기기 보호, 반도체 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등), 통신, 계측, 제어장치 등의 보호, 계전기의 개폐 서지(surge) 흡수 등을 위해 배리스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배리스터는 사용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그 절연내력이 점차 저하되

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역(逆)바이어스(bias) 서지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동작을 일으키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노후화된 배리스터를 교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전동차의 중수선

정비 시 계전기용 배리스터를 일괄 교체, 또는 작업자가 변색․크랙(crack)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열화로 인해 탄 냄새 등을 후각으로 감지함으로써 노후화된 배리스터를 선별하여 교체하는 실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쵸파(chopper)형 전동차에 장착되는 배리스터에 대하여 점검 시 양·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보다 효과적인 열화 특성변화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지보수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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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리스터 개요

2.1 배리스터의 역사적 배경

세라믹 배리스터의 실용화는 1926년 전력용 피뢰기 소자로서 SiC(탄화규소) 배리스터가 개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1950년대 전기 및 전자 부품용으로 릴레이(relay) 접점의 불꽃 소거용 소자로 실

용화되어 기계식 전화 교환기의 불꽃 소거용, 마이크로 모터의 접점 불꽃 소거용으로 그 사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1968년경 실용화된 ZnO(산화아연) 배리스터는 서지 방전 내량이 단위면적당 수천 암페어[A]이며, 서

지방전 동작 상태는 평균적 경향이 직선상태가 아닌 비선형계수( nonlinear coefficient)가 약 40～70인

소자로서 전기전자 회로 소자들과 전력계통(electric power system)에서의 전압 안정화나 서지 제어를

위한 보호소자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배리스터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35년 Munk가 SiC(탄화규소)에서 비저항성 발견

2) 1930년대에 SiC가 피뢰기로 사용됨

3) 1968년 Matsuoka(Matsushita Electric)에 의해 ZnO 배리스터 발명

4) 1969년 ZNR(Zinc Oxide Nonlinear Resistor)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

5) 그 후 성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미세구조(microstructure)의 연구계속 됨.

2.2 배리스터의 역할

배리스터(varistor)는 'variable resistor'의 약칭으로, 단자의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비선형(非線形) 반도체 저항소자이다. 즉, 배리스터는 자신에게 부하되는 전압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양 단에 인가되는 전압이 항복전압(breakdown voltage)에 이르기까지는 절연

체로 존재하다가 항복전압에 이르면 도체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배리스터는 외

부에서 들어오는 서지전압(serge voltage) 등으로부터 내부의 전기전자회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주

로 사용된다.

2.3 배리스터의 종류

배리스터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SiC(탄화규소), BaTiO3(메타타이타늄산바륨), ZnO(산화아

연), SrTiO3(티탄산 스트론튬), Fe2O3(산화철), TiO2(이산화타이타늄)가 있으며, 최근의 배리스터는 ZnO

(산화아연)가 주성분을 이루는 금속 산화물 배리스터가 대표적이며, 비선형계수와 서지내량이 크고 기계

적 강도와 열화특성이 우수한 배리스터를 요구하고 있다.

표 1. 배리스터 종류 및 특성

종류

특성
SiC BaTiO₃ ZnO SrTiO₃ Fe2O3 TiO₂

배리스터 작용 입계
전극-

소결체계열
입계 입계

전극-
소결체계열

전극-
소결체계열

전압(V) 5～1000 0.8～3 8～9000 20～500 9～40 7～32

비선영계수 3～7 10～20 20～100 5～15 3～6 ～2

서지내력 대 소 대 중 소 소

용도
불꽃소거
과전압보호

불꽃소거
과전압보호
전압안정화

과전압보호
노이즈흡수

불꽃소거 불꽃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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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ZnO의 특성

1) 아연화(亞鉛華), 아연백(亞鉛白) 이라 불린다.

2) 녹는점(melting point) : 1975℃

3) 승화점(sublimation point) : 1720℃

4) 밀도(density [g/㎤]) : 5.47(비결정성), 5.78(결정성)

5) 물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묽은 산 및 진한 알칼리에는 녹는 양쪽성질의 산화물이다.

6) 사용용도 : 옛날부터 장품이나 도료의 안료로 사용, 전자 재료의 배리스터, 전자 사진용 감광체 등

2.3.2 ZnO 바리스터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

1) 전자장비의 보호(electronic instrument protection)

2) 통신 시스템 보호(telephone system protection)

3) 릴레이 접점 보호(relay contact point protection)

4) 정류용 다이오드 보호(rectification diode protection)

5) 전력 반도체 역바이어스 보호(SCR protection)

6) 고전압, 고전류로 부터의 이상전압 제어(reduction of abnormal voltage in high voltage current)

7) 스위칭 트랜지스터 보호(switching transistor protection)

8) 전자석의 스위칭 서지 제어(reduction of switching surge in electromagnetic)

9) 디지털 회로의 오류 제어(reduction of error in digital circuit)

10) 이상전압으로부터의 노이즈 감소(reduction of noise from an abnormal voltage)

2.4 도시철도 쵸파형 전동차 배리스터 유지보수 시 현 문제점

현대의 철도차량은 급속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수많은 기계적 장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기․전자․정보통신용 장치들을 구비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전기․전자․정보통신용 장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배리스터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2호선 쵸파(chopper)형 전동차의 경우, 일반 전자기기 보호, 반도체 소자(다이오드, 트랜

지스터, 사이리스터 등), 통신, 계측, 제어장치의 보호, 전자 밸브의 개폐 서지(surge) 흡수 등을 위해 그

림 1과 같이 2호선 쵸파 전동차 1편성에는 총 258개의 ZnO(산화아연) 배리스터가 장작 되어 운영되

고 있다.

그림 1. 2호선 쵸파전동차 1편성 배리스터(ZnO) 취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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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쵸파형 전동차에 장착되어 운영중인 계전기에 대해 배리스터를 미 장착한 과도전압은

그림 2에서는 P-P(peak to peak) 최대전압 660[v]의 과도전압이 측정되었으며, 그림 3에서는 배리

스터 장착된 계전기에 동작 변화를 비교 한 결과 P-P(peak to peak) 최대전압 80[v]로 배리스터가

장착되어 매우 짧은 시간에 역기전력이 소거되어 계전기 동작 시 발생하는 서지전압이 안정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배리스터 미 장착 상태 그림 3. 배리스터 장착 상태

그러나 이들 배리스터는 사용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그 절연내력이 점차 저하되어 회로

의 일반적인 동작 서지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철도차량의 경우 사용 중 임의의 배리스터가 고장 나면 해당 배리스터를 교체하면 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배리스터의 불량으로 인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이 멈추게 되는 대형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배리스터를 미리 교체하여 운행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래의 경우에는 배리스터의 양․부(良․否)를 판단하여 노후화된 배리스터를 교체하기 위한 구체

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철도차량의 중수선 정비 시 배리스터의 일괄 교체 또는 작업자가 변색이나 크

랙(crack)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열화로 인해 탄 냄새 등을 후각으로 감지함으로써 노후화된 배

리스터를 선별하여 교체하였다.

표 3은 서울메트로 2호선 쵸파전동차의 배리스터 교환실적으로 노후된 쵸파전동차가 신조전동차로

교체되는 2009년도 이전에는 위의 교체방법에 따라 예방정비 시 상당량의 배리스터가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도차량 등에 장착되는 배리스터의 양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에 대한 검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표 3. 서울메트로 2호선 쵸파전동차 배리스터(ZnO) 교환실적
(‘10.12.30기준)

구 분 총 수량
평균수량

(4년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 비 고

총 수량 28,697 7,174 14,008 9,121 2,576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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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쵸파전동차 배리스터의 효율적 유지보수방안연구

서지(Surge) 전압의 침입으로부터 전기전자회로 시스템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서지 전압 흡수소자인

배리스터에 대하여 전용 테스트 장치를 제작하여 그 시험에 대한 고찰함으로써, 도시철도 쵸파형 전

동차에 사용되는 배리스터에 대하여 양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보다 함으로써 배리스터의 효율적 유지보수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5.1 배리스터 테스터 장치제작

그림 4와 같은 배리스터 테스트 장치는 신호 발생부, 전력 증폭부, 누설전류 감지부, 작동 표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리스터 테스트를 위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 발생부 상기 출력된 신호의

전력을 증폭시켜 레벨 조절이 가능한 출력전압을 생성하고 상기 출력전압을 테스트 대상 배리스터의

일단에 인가하는 전력 증폭부, 배리스터의 양단에 연결되어 누설 전류를 감지하는 누설전류 감지부

및 상기 누설전류가 감지된 것을 표시하는 작동 표시부로 구성되어 제작되었다.

그림 4. 배리스터 테스터 장치

2.5.2 배리스터 테스터 구성

  그림 5는 배리스터 테스터 시험기 구성도이며, 구성도의 동작은 사인파 신호를 받아 OP-AMP사용하

여 증폭시키고 파워트랜지스터의 푸시풀 구동출력이 승압 트랜스포머로 입력되어 2차 측에 고압전원이 

발생되도록 한다.

  또한, 승압트랜스포머의 출력이 배리스터에 연결되고 배리스터의 동작전압까지 상승했을 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때 누설전류 감지회로에서 누설전류를 감지하여 녹색 또는 적색 LED 및 메타를 구

동시킨다.

그림 5. 배리스터 테스터 시험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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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발생부

배리스터를 테스트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신호(사인파, 펄스 등)를 발생시킨다. 참고로, 신호 발

생부를 2개의 오피 앰프(OP AMP : operational amplifier)를 이용하여 사인파(sine wave) 발진회로로

구현 및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사인파 외에도 펄스(pulse) 등을 발생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2) 전력 증폭부

2개의 오피앰프를 이용하여 발생된 사인파 신호는 저항을 통해 입력받으며, 신호 발생부에서 출력

된 신호의 전력을 증폭시켜 레벨 조절이 가능한 출력전압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출력전압을 테스트 대상 배리스터의 양 단자에 인가하며, 이를 위해, 전력 증폭부

는 레벨 조절기, 푸시풀 증폭기(push-pull amplifier), 변압기(transformer)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레벨 조절기를 통해 원하는 레벨의 출력전압을 배리스터에 인가할 수 있도록 한다.

3) 누설전류 감지부

테스트 대상 배리스터의 양단에 연결되어, 테스트 대상 배리스터를 통해 흐르는 누설전류를 감지한

다.

만약 테스트 대상 배리스터에 인가된 전압으로 인해 배리스터가 비선형 특성의 동작점에 도달하게

되면 테스트 대상 배리스터를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되고, 누설전류 감지부는 테스트 대상 배리스터의

양단에서 감지된 전류를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증폭시킨 후 이를 작동 표시부로 전송한다.

4) 작동 표시부(level meter)

누설전류 감지부에서 감지된 누설전류에 대한 감지 결과를 표시한다. 작동 표시부가 발광다이오드

(LED : Light Emitting Diode)와 메타(meter)를 이용하여 누설전류 감지 결과를 나타내도록 구현하였

는데, 예시된 형태 외에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표 4. 배리스터 테스터 규격

maximum rating specifications(25°C)

continuous transient 

 test current
maximum clamping 

voltage 8×20㎲

typical 

capacitanceVrms VDC

energy

10×1000㎲

peak 

current

8×20㎲

VM(AC) VM(DC) WTM ITM A VC IPK C

(V) (V) (J) (A) (mA) (V) (A) (PF)

0~660 0~850 75 4000 1 1000 100 2000

2.6 배리스터 양부판정 기준 정립

표 5와 같이 서울메트로 2호선 쵸파형 전동차에 장착되어 D2X1편성과 D2X1편성에서 각각 20개월

동안 사용한 배리스터를 취부하여 측정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배리스터 노후화 시 측정되는 누설전류의 특징을 이용하여 양·부판정하는 기준제시, 측정하고자하

는 배리스터를 사용자가 배리스터에 인가되는 전압을 점차 증가시키면서 테스트를 수행할 경우, 작동

표시부는 배리스터에 인가된 전압이 350V 이하일 때 불량설정값 이상의 누설전류가 감지되면 적색

LED를 온(on)시켜 교체 상태임을 나타내고, 350V~400V일 때 양호설정값 이상의 누설전류가 감지되

면 황색 LED를 온(on)시켜 사용가능 상태임을 나타내고, 400V~440V일 때 소정값 이상의 누설전류가

감지되면 녹색 LED를 온(on)시켜 최고 성능 상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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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배리스터 테스터 측정 결과

대상편성 사용기간 400-440V 350-400V 350V이하 비고

D2X1 ‘08.11월 - ‘10.6월(20개월) 80% 18% 2%

D2X2 ‘09.2월 - ‘10.9월(20개월) 82% 17% 1%

2.6.1 배리스터 양부 판단 기준

○ 최고성능 범위 : 400V ~ 440V

○ 사용가능 범위 : 350V ~ 400V

○ 교체 범위 : 350V 이하

2.7 배리스터 테스터 사용 후 실적

표 6와 같이 배리스터 양부 판단 기준 정립 후 서울메트로 2호선 쵸파형 전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배리스터를 대상으로 측정한 후 교체 실적이 배리스터 양․부 판단 기준 정립 전의 실적인 표3 (서울

메트로 2호선 쵸파전동차 배리스터(ZnO) 교환실적)의 평균교환 실적(7,174개)보다 급격히 줄어 든 것

을 알 수 있어 유지보수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배리스터 테스터 사용 후 실적

점검차량 점 검 기 간

점 검 내 역

비고

계
최고성능

(400V～440V)

사용가능

(400V～440V)

교체

(400V～440V)

9개 열차 ‘10.10월～ ’11.2월 2,322 1,882 398 42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쵸파형 전동차 제어회로 등에 사용되는 배리스터의 불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사전에 검출하고 불량품을 사전 교체함으로써, 서지(Surge) 전압의 침입으로부터 전기전자

회로 시스템을 안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며,

도시철도 쵸파형 전동차에 사용되는 배리스터에 대한 시험기준 수립 내용으로 향후 동종 고장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전용 테스트 장치의 활용으로 인해 정비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 향상된 예방정비로

전동차 계전기 제어회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운행장애를 최소화하여 승객서비스향상에 효과적인 유지

보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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