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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5년 4월말 기준 808개의 변전소를
운전 중에 있다. 변압기 용량으로 보면 299,734MVA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추어 신규 변전소 건설과 더불어 변전설비
가 계속하여 확충되고 있다.
또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 부하변동에 따른 변전소 모선의 전압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Sh.C(Shunt Condenser), Sh.R(Shunt Reactor),
SVC(Static Var Compensator) 등 다양한 무효전력보상 및 조절 설비들
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들 무효전력보상 설비들은 주로 변전소
모선에 전용 차단기를 통하여 연결되어 운전되고 있으며, 전용 차단기는
매일 시간대별 부하변동에 대응하여 개폐빈도가 많은 다빈도 차단기로
서 잦은 개폐조작에 따른 내구성이 필요하며 변전소 모선전압을 기준전
압 범위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45kV Sh.R 개폐용 동일유형의 345kV 50kA 1점절 다
빈도 차단기에서 차단조작시 발생한 차단부 절연파괴 고장의 원인을 분
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1. 서    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
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전력망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4
월말 기준으로 전국 808개의 변전소에 299,734MVA 용량의 변압기를 운
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전설비가 확충될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 부하변동에 따른 변전소 모선의 전압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Sh.C(Shunt Condenser), Sh.R(Shunt Reactor) 등 다양
한 무효전력보상 및 조절 설비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2015년
4월말 기준 전압별 Sh.C 및 Sh.R 운전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Sh.C 및 Sh.R 운전 현황(2015년 4월말 기준)

구 분
Sh.C Sh.R

대수[대] 용량[MVAR] 대수[대] 용량[MVAR]

345kV - - 62 10,100

154kV 293 14,522 - -

22.9kV 1,561 7,805 153 4,335

13.2kV 6 793 7 500

합 계 1,860 23,120 223 14,935

이들 무효전력보상 설비들은 주로 변전소 모선에 전용 차단기를 통하
여 연결되어 운전되고 있으며, 전용 차단기는 매일 시간대별 부하변동에
대응하여 개폐빈도가 많은 다빈도 차단기로서 잦은 개폐조작에 따른 내
구성이 필요하며 변전소 모선전압을 기준전압 범위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폐 써지 및 소전류의 다빈도 차단에 한 신뢰성이 요
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 유형의 362kV 50kA 1점절 Sh.R용 다빈도 차단
기에서 발생한 차단기 내부 Main Nozzle Puncture 발생 및 가동주접촉
자 아크흔적 발생 고장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동일 유형 고장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제시한 사례를 논하였다.

2. 본    론

  2.1 고장발생 개요
고장이 발생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 345kV 성동변전소에 설치된
345kV #1 및 #2 Sh.R 조작용 GIS Bay의 362kV 50kA 4,000A 유압조작
방식 1점절 차단기로 #2 Sh.R용 차단기는 ‘14.8.21에 #1 Sh.R용 차단기
는 ’14.9.1에 차단부 불량이 발견되었으며 아래 <그림 1> 및 <그림 2>
와 같이 두 차단기 모두 내부 Main Nozzle에 Puncture 현상이 발생하
였고 가동주접촉자에 아크 흔적이 발견되었다. 고장 설비는 ‘10.4월에 제

작되어 ’11.8월에 설치되었고 ‘12.4월에 가압하여 운전된 설비로 동일유
형의 설비가 전국 10개 변전소에 112대가 설치되어 운전 중에 있다. 이
중 9대가 Sh.R용 차단기로 고장이 발생한 345kV 성동변전소의 2대 외
에 345kV 신김포변전소에 7대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전 중에 있다. 신김
포변전소의 #1Sh.R용 차단기에서도 ’14.12.31일 동일 유형의 고장이 발생
하였으며,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신김포변전소의 #1, #2, #3 및 #4 Sh.R용
차단기 6대에 대한 해체점검 결과에서도 Main Nozzle의 Puncture가 진행
중이었으며 및 가동주접촉자에 아크흔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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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45kV 성동S/S #1Sh.R용 CB 차단부 해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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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45kV 성동S/S #2Sh.R용 CB 차단부 해체 사진

  2.2 고장원인 분석

  2.2.1 정상적인 차단행정
차단기의 정상적인 차단행정을 보면 유압조작기로부터 고속의 개방
동작력이 전달되면 Puffer Cylinder의 내부가 고압력으로 압축되고 고정
아크접촉자와 가동아크접촉자가 분리되는 순간 Main Nozzle과 Inner
Nozzle 사이로 고압의 SF6 가스가 분사되어 고정아크접촉자와 가동아크
접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Arc를 소호시키게 된다.

  2.2.2 Main Nozzle Puncture 발생원인
Sh.R용 차단기는 소전류 차단이라도 타 고장고건(BTF, SLF) 보다
Arcing Time이 짧고 Inductive Load의 특성에 따라 전류차단 후 차단
기 극간에 급준파형의 과도회복전압(TRV)이 발생한다. 해당 차단기는
개발시험 당시 규격에 의거 지상소전류 차단시험을 68회 시행하여 기본
절연성능 및 차단성능은 만족하였으나, 실 계통의 변전소에서 수백회 다
빈도 개폐조건은 검증이 불가능 하다.
고장 차단기는 운전 중 다빈도 개폐로 고정아크접촉자 선단부가 Arc
에너지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고 거칠어진 고정아크접촉자의 선단부와
가동주접촉자 간에 급준파형의 과도회복전압(TRV)에 의해 다발성 재점
호(Re-ignition)가 누적되어 아래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절연
이 가장 취약한 절연물의 연면, 즉 Main Nozzle의 내부표면으로 Arc가
진행하고, Main Nozzle과 가동주접촉자 사이의 삼중점[3가지 매질(절연
체인 Nozzle, 동과 텅스텐 합금의 도체, SF6 가스)이 만나는 곳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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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가장 많이 집중하는 곳]에 전계가 집중되어 Puncture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 차단기 내부구조 

  2.2.3 Main Nozzle Puncture 영향 및 문제점
차단기의 Main Nozzle에 Puncture가 발생한 차단기의 차단시 Puffer
Cylinder 내부의 압력변화에 대한 해석결과 22.15bar에서 21.88bar(정격
가스압 7.0bar에서 Opening Stroke)로 0.3bar(1.3%) 저하되었다. 압력저
하는 미미하였으나 Puncture 과다로 Nozzle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차
단이 불가능하였다.

<그림 4> 차단부내 가스밀도 분포 및 스트로크에 따른 파퍼실내 압력변화 

  2.3 개선대책
차단부내 Main Nozzle 외부와 가동주접촉자 내부공간에 이루어지는 삼
중점의 전계완화를 위하여 가동주접촉자 형상을 아래 <그림 5>와 같이 2
가지 형태로 변경하여 차단부 및 Nozzle에 대한전계해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5> 가동주접촉자 형상변경 및 전계해석

차단부 전계해석 결과 아래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삼중점에서의
전계가 개선 1안의 경우 개선전 12.08kV/mm에서 7.70kV/mm로 37% 완
화되었으며 개선 2안의 경우 12.08kV/mm에서 7.13kV/mm로 41% 완화
됨을 보이고 있다.

P1 : 고정아크접촉자

P2 : 가동아크접촉자

P3 : 고정주접촉자

P4 : 가동주접촉자

P5 : 삼중점

<그림 6> 차단부내 전계해석 Point

 <표 2> 개선안에 대한 차단부내 Point별 전계해석 결과

Point 현행품 개선품(1안) 개선품(2안)
1 46.14㎸/㎜ 100% 45.94㎸/㎜ 100% 45.82㎸/㎜ 99%
2 31.40㎸/㎜ 100% 30.66㎸/㎜ 98% 31.09㎸/㎜ 99%
3 21.26㎸/㎜ 100% 21.08㎸/㎜ 99% 21.02㎸/㎜ 99%
4 21.04㎸/㎜ 100% 21.03㎸/㎜ 100% 21.30㎸/㎜ 101%
5 12.08㎸/㎜ 100% 7.70㎸/㎜ 64% 7.13㎸/㎜ 59%

또한 Inner Nozzle 및 Main Nozzle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전계해석 결
과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Inner Nozzle의 경우 별 차이가 없으나
Main Nozzle의 경우 개선 2안에서 내부는 4%, 외부는 6%의 전계완화
를 보였다.

Inner Nozzle Main Nozzle

6번(내부) 7번(외부) 8번(내부) 9번(외부)

<그림 7> Nozzle 부분 전계해석 Point

 <표 3> 개선안에 대한 Nozzle Point별 전계해석 결과

Point 현행품 개선품(1안) 개선품(2안)
6 7.17㎸/㎜ 100% 7.19㎸/㎜ 100% 7.23㎸/㎜ 101%
7 6.52㎸/㎜ 100% 6.58㎸/㎜ 101% 6.59㎸/㎜ 101%
8 7.78㎸/㎜ 100% 7.56㎸/㎜ 97% 7.45㎸/㎜ 96%
9 8.61㎸/㎜ 100% 8.13㎸/㎜ 94% 7.92㎸/㎜ 92%

3. 결    론

차단부 및 Nozzle에 대한 전계해석 결과 차단부의 대폭적인 변경 없
이 개선 2안과 같이 가동주접촉자의 형상 변경(가동주접촉자와 Main
Nozzle의 간극을 1.3mm에서 5.3mm로 확대<그림 8>, 가동주접촉자의
길이를 11mm에서 18mm로 확대<그림 9>)을 통하여 삼중점에 대한 전
계집중을 완화하여 고장원인이었던 전계집중에 의한 연면방전에 의한
삼중점에서의 절연파괴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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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동주접촉자와 Main Nozzle 간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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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동주접촉자와 내부 형상 변경

하지만, 성능개선품에 대한 차단기도 실 계통의 변전소에서 수백회 다
빈도 개폐조건은 검증이 불가능 하므로 최초 200회 동작시점 또는 개선
1년 후 발췌점검을 통하여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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