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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대상
인 차단기에 대하여 동법 제63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의 항목
및 검사수행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차단기는 전력계통을 이상전압
에서 보호하기 위한 밀폐형 개폐장치로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인 변전
소에 설치되는 차단기는 대부분 GIS(Gas Insulated Switchgear)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GIS는 정상전류의 차단, 설비사고의 억제 및 파급사고
확산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핵심 전력설비인 GIS의 사용전
검사항목 및 검사수행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
계통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서    론

전력계통이 초고압, 대규모화됨에 따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대용량 전
력설비들의 사고 시에는 사고범위가 넓어지고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며,
이로 인해 국가졍제에 큰 손실이 증대되므로 전력설비인 GIS(가스절연
개폐장치)의 고신뢰도 운전이 한층 요망되고 있는 환경이다. 현행 전기
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해 법 제61조에 의거 공사계획인
가(신고)를 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 65조에 따라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대상은 시행규칙 별
표5에 기술되어 있는데 차단기의 경우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시에 신고를 하고 있으며, 변전소 건설 시에는 변압기 등
타 전력설비를 포함하여 GIS(차단기)를 신고하고 있다. 이에 전력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인 GIS(차단기)의 법정 검사항
목을 소개하고 항목별 검사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외관검사
차단기 형식, 적용규격, 정격전압, 정격전류, 차단용량, 조작방식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옥외철구형 모선인 경우 전력선과 차단기간의 이격
상태, Bushing 과 Shield Ring의 표면상태, 차단기 외함 접지상태, 가스
및 압축공기 배관의 설치상태 등이 양호한지 확인한다.
GIS 모선일 경우 본체 및 부품의 손상여부, 절연물의 파손여부, 본체 각
부분의 볼트, 너트 조임상태, 패킹작업 상태의 적정여부, Bushing 및
Shield Ring의 표면상태, GIS Base Frame 접지상태, GIB 플랜지측 볼
트 취부상태, Earth Bond'g 의 이질금속판 삽입여부, 유압/공기압/가스
공급배관 설치상태, GIB 가스배관 절연체(테프론) 삽입 여부, GIS LCP
내 터미널 단자의 Line 결선상태, 차단기 외함 단선도 표시상태 등이 양
호한지 확인한다.

  <그림 1> Earth Bond‘g 설치       <그림 2> 테프론 시공

  2.2 절연저항 검사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주회로, CT 회로, 보조(제어)회로의 절연저항
이 아래의 기준치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주회로 : 도체-대지간 및 도체 극간 모두 1000㏁이상
- CT회로 : 권선-대지간 10MΩ이상, 권선 상호간 5MΩ이상
- 보조(제어)회로 : 2㏁이상

  2.3 특성시험 검사
○차단기 동작특성 시험
차단기 동작특성 시험은 정격압력(유압, 공기압) 하에서 실시되며,
측정값인 투입(Close)시간, 개방(Trip)시간, 3상 부동시 개폐시간이
제작사별 기준치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또한, 트립코일이 2개일 경
우 트립코일1(T1)과 트립코일2(T2)로 각각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
인지를 확인한다.

<그림 3> 차단기 개폐 Time 측정기

○결상시험
차단기의 3상이 모두 투입/개방 되지 않았을 때 결상 보호가 동작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상분리형에서만 적용하고 있다(3상
일괄형은 제외). 확인 방법은 3상 개방 상태에서 1상(or 2상)만 투
입 시에 트립 동작여부 그리고, 3상 투입상태에서 1상(or 2상)만 개
방 시에 나머지 상도 같이 트립되어야 정상적인 결상 보호기능이
동작한 것이며, 이 때 발생되는 경보도 확인한다. 또한 ‘결상’ 경보
가 발생한 상태에서 차단기 조작 불가 및 경보Reset 후에 차단기
조작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며, 단로기에 결상 보호기능이 있을 경
우에는 차단기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확인하면 된다.

○트립프리 시험
차단기 트립 상태에서 투입신호가 있을 시 투입과 트립이 반복되는
차단기 Pumping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Anti-Pumping 기능의 일환
으로서, 트립코일 동작 상태에서는 차단기 투입이 되지 않고 Reset
한 후에 투입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한 트립우선 기능을 트립프리
(Trip Free) 라 하며, 시험 방법은 트립코일 동작 상태에서 투입 불
가 및 Reset 후에 투입 가능한 지를 확인한다.

○주도체 접촉저항 확인
주회로 접촉저항 증가는 접촉부 과열현상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차단기의 각 접속점의 접속상태가 양호한가의 여부 및 각종 연결부
의 이완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시 주
도체 접촉저항은 개발시험치의 120%이내(단, 개발시험치가 없는
경우 공장시험성적치 적용), 3상간 차이는 동일길이의 경우 20%이
내인지 여부를 현장시험성적치로 확인한다.

○가스수분 적정여부 확인
GIS내의 수분은 SF6 가스와 가수분해하여 절연물 표면을 침입하
고, 그 절연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분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스수분의 관리치는 CB부분은 150ppm, 기타부분은 300ppm이하이
며 검사 시 그 적정 여부를 현장시험성적치로 확인한다.

○가스기밀 시험 확인
기밀이상은 가스누기를 가져오게 되고, 가스밀도 저하의 과정을 거
쳐 절연내력 저하현상을 보이게 된다. 즉 부분방전 혹은 절연파괴
의 과정을 거쳐 기기사고에 이르게 되므로. 가스누기는 년 1%이하
로 관리되어야 한다. 검사 시에는 시험의 편의를 위하여 년 1%를
환산하여 비닐밀봉 처리 후 24시간 측정량 검토결과 5ppm 이하인
지 여부를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2.4 절연내력 검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조에서 정한 절연내력 시험 방법대
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방법을 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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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전압별 절연내력 시험방법은 시험주파수 10Hz ～ 300Hz 이며,
증설공사로 시험이 곤란할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표 1> GIS 절연내력 시험

800kV GIS 362kV GIS
- 충전부와 대지간 (PT, LA분리후)
․AC내전압 : 664kVrms(1분간)
․부분방전측정(UHF) : 508kVrms

(30분 유지하며 측정)
․진동성 개폐임펄스 내전압 : 1,140kVp

(각 3회)
․진동성 뇌임펄스 내전압 : 1,575kVp

(각 3회)
- 충전부와 대지간(PT, LA조립후 시험

가능한 부분)
․AC내전압 : 508kVrms(1분간)

- 충전부와 대지간
․ PT 분리 후 ;
210kV(15분) -270kV(3분) - 360kV(1분)

․현장여건상 PT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240kV(15분)-259kV(3분)-299kV(30초)

170kV GIS 25.8kV GIS

- 충전부와 대지간
․PT 분리 후 ;
145kV(15분) - 195kV(3분) - 260kV(1분)
․현장여건상 PT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110kV(15분)-115kV(3분)-134kV(30초)

- 충전부와 대지간
․PT 분리 후 ;
충전부와 대지간에 56kV 1분간 인가
․현장여건상 PT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충전부와 대지간에 15.8kV 10분간
인가 후 19.8kV 30초간 인가

  2.5 보호장치 검사
○보호계전기 동작 정정치의 전압, 전류 또는 위상을 조정하여 고장
을 임의로 모의하여 보호배전반의 정동작 및 부동작여부를 확인하
고 해당차단기와의 연동이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154kV 송전선로 보호방식 예

구 분 주보후 후비보호 자동재폐로

가공선

로

5km미만 전류차동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1회

5km이상
Blocking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1회

전류차동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1회

지중선로 전류차동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미적용

복합선

로

지중30%미만 전류차동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1회

지중30%이상 전류차동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미적용

- 345kV 송전선로 보호방식 예

구 분 주보호 후비보호 자동재폐로

가공선

로

제1계열 Blocking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1회
제2계열

PUTT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전류차동방식

지중선

로

제1계열 전류차동방식 3단계거리계전방식
미적용

제2계열 전류차동방식 없 음

○ CT, PT 회로 확인
시험단자에서 CT와 PT를 분리한 후 시험단자에 전류와 전압을 인
가하여 보호계전기의 Metering 기능을 이용하여 결선 상태를 확인
한다. 각 상별로 크기와 위상을 다르게 인가한 후 보호계전기에서
전류 및 전압을 확인하여 CT 및 PT 회로 의 결선상태를 확인한
다. 이때, 보호 계전기는 CT, PT 1차 값으로 환산하여 지시하게
된다.

○ 출력접점 회로 확인
보호계전기의 Command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 접점을 Close하여
출력 접점의 ON, OFF상태를 확인하거나, 접점에 연결된 보조
Relay의 접점을 통하여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보호계전기 개체 시험
- Pick Up Test : 각 상 계전기 Feeder 별로 단상 전류를 인가하

여 최소 동작 전류를 측정한다.

- 방향성 요소 Test : 전류의 위상과 크기로 내․외부 고장을 판
단하여 모선 또는 선로 고장시 차단기 Trip
신호가 출력되는지를 확인한다.

  2.6 제어 및 계측장치 검사
○ GIS 시험성적서 및 Interlock 도면을 검토하여 Interlock 구성의 적
정여부를 확인하고 정격제어전압, 정격조작압력으로 유지한 상태
에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사양에 준한 Interlock 기기별 동작
[CB, DS, ES간 Interlock, 각 CB, DS, ES 전동 및 수동 조작
(Local, SCADA) 및 #1,2 BUS ES 관련 Interlock]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

<그림 4> 170kV GIS T/L Bay 인터록 예

<그림 5> 170kV GIS M.Tr Bay 인터록 예

<그림 6> 25.8kV GIS 인터록 예

○인가 또는 신고서의 단선결선도를 참고하여 제어․계측장치의 설치
상태, 시험결과 등을 확인하고, 충전 및 부하시험 시 동작상태를 양
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2.7 경보장치 검사

 <표 2> GIS 고장경보 목록

○ Gas 경보압력 확인

  <그림 7> SF₆가스 압력 게이지  <그림 8> SF₆가스 Low 경보시험

고장 개소 고장 내용
GIS 현장제어함

ANNUNCIATOR 표시

고장표시구분

경보 쇄정

차단기
공기누기1차(PRS1)
공기누기2차(PRS2)

공기누기1차 CB투입쇄정
공기누기2차 CB트립쇄정

○
○

○
○

차단기
가스누기1차(GD1)
가스누기2차(GD2)

가스누기1차 CB경보
가스누기2차 CB쇄정

○
○ ○

#1 BUS DS
가스누기1차(GD3)
가스누기2차(GD4)

가스누기1차 #1 BUS DS
가스누기2차 #1 BUS DS

○
○

#2 BUS DS
가스누기1차(GD5)
가스누기2차(GD6)

가스누기1차 #2 BUS DS
가스누기2차 #2 BUS DS

○
○

상부
BRANCH

가스누기1차(GD7)
가스누기2차(GD8)

가스누기1차 상부 B.BUS
가스누기2차 상부 B.BUS

○
○

CABLE
HEAD

가스누기1차(GD9)
가스누기2차(GD10)

가스누기1차 CHD
가스누기2차 CHD

○
○

#1 MAIN
BUS

가스누기1차(GD11)
가스누기2차(GD12)

가스누기1차 #1 M.BUS
가스누기2차 #1 M.BUS

○
○

#2 MAIN
BUS

가스누기1차(GD13)
가스누기2차(GD14)

가스누기1차 #2 M.BUS
가스누기2차 #2 M.BUS

○
○

#1 PT,ES
가스누기1차(GD15)
가스누기2차(GD16)

가스누기1차 #1 PT,ES
가스누기2차 #1 PT,ES

○
○

#2 PT,ES
가스누기1차(GD17)
가스누기2차(GD18)

가스누기1차 #2 PT,ES
가스누기2차 #2 PT,ES

○
○

현장제어반
무전압 경보

27D1,27D2,27D3,27A
- - -

차단기
조작공기저압(PRS3)
(재폐로 개시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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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Gas 구획으로 통하는 밸브를 모두 닫고 Gas 밀도 검출기의
Gas 충전 밸브를 서서히 열어 Gas를 대기로 방출시키면서 경보
용 접점이 ON될 때 밸브를 닫고 Gas 압력 및 경보 상태를 확
인하며, 2차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압력까지 낮추어 확인한
다. 또한, 차단기의 경우 쇄정용 접점의 ON압력까지 낮추어 차
단기 ‘투입/개방’의 쇄정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온
도에 따라 가스압력이 변하므로 ‘온도에 따른 가스압력 특성 곡
선’을 참조하여 Gas 경보 압력을 확인토록 한다.

<표 3> Gas 경보 압력의 예 [단위 : kgf/㎠.G]

구 분 정격압력 접점구분
설정압력

비 고
ON OFF

CB 6.0
1차 경보 5.5 5.8

*허용오차 : ± 0.2
2차 쇄정 5.0 5.3

DS 그 외 4.0
1차 경보 3.7 4.0

2차 경보 3.5 3.8

○ 유(Oil)압력 경보 확인

<그림 9> 배유(Oil Drain) 밸브  <그림 10> 유(Oil) 압력 경보시험   

- 유압력 경보
유압력 경보에는 재폐로 개시 조건용, 경보용, 투입 쇄정용, 트립
쇄정용 및 펌프모터 기동․정지(63Q, 63A)가 있다.

 <표 4> 유압력 경보의 예 [단위 : kgf/㎠.G]

구분 정격압력 접점구분
설정압력

비 고
ON OFF

CB 320

재폐로 쇄정 305 315

*허용오차 : ± 5.0

경보 280 290

투입 쇄정 275 285

트립 쇄정 260 270

기동․정지 320 340

- 동작압력 확인
⒜ 재폐로 개시 조건용 압력(=재폐로쇄정 압력)
․모터 조작 스위치(or MCCB)를 'OFF' 상태로 두고 스톱밸브를
열어 유압력을 낮추면서 재폐로 개시 조건용 접점이 동작하는
지점에서 유압력계의 압력을 측정하고, 다시 스톱밸브를 잠그고
모터 조작 스위치(or MCCB)를 'ON'해서 유압을 충진시키면서
재폐로 개시 조건용 접점이 해제되는 지점에서 유압력계의 압
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305±5kgf/㎠.G, 해제압력 : 315±5kgf/㎠.G

⒝ 경보용 압력
․모터 조작 스위치(or MCCB)를 'OFF' 상태로 두고 스톱밸브를
열어 유압력을 낮추면서 경보용 접점이 동작하는 지점의 압력
을 측정하고, 다시 유압을 충진시키면서 경보용 접점이 해제되
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280±5kgf/㎠.G, 해제압력 : 290±5kgf/㎠.G

⒞ 투입쇄정용 압력
․모터 조작 스위치(or MCCB)를 'OFF' 상태로 두고 스톱밸브를
열어 유압력을 낮추면서 투입쇄정이 동작하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하고,「투입쇄정」경보 동작상태에서 차단기 투입 불가 여
부를 확인한 뒤, 다시 유압을 충진시키면서 투입쇄정이 해제되
지점의 압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275±5kgf/㎠.G, 해제압력 : 285±5kgf/㎠.G

⒟ 트립쇄정용 압력
․차단기를 투입한 상태에서 모터 조작 스위치(or MCCB)를
'OFF'로 두고, 스톱밸브를 열어 유압력을 낮추면서 트립쇄정이
동작하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하며, 「트립쇄정」경보 동작상태에
서 차단기 트립 불가를 확인한 뒤 다시 유압을 충진시켜 트립
쇄정이 해제되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260±5kgf/㎠.G, 해제압력 : 270±5kgf/㎠.G

⒠ 펌프모터 기동․정지
․모터 조작 스위치(or MCCB)를 'ON' 상태로 두고 스톱밸브를
열어 유압력을 낮추면서 Motor가 동작하는 지점에서 유압력계
의 압력을 측정하고, 다시 유압이 충진되면서 Motor가 정지하
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320±5kgf/㎠.G, 정지압력 : 340±5kgf/㎠.G

○ 공기압력 경보 확인
- 공기압력 경보
공기압력 경보에는 재폐로 개시 조건용, 경보용, 투입 쇄정용, 트
립 쇄정용 및 펌프모터 기동․정지(63Q, 63A)가 있다.

               <그림 11> 압축공기 배관 및 게이지

 <표 5> 공기압력 경보의 예 [단위 : kgf/㎠.G]  

구분 정격압력 접점구분
설정압력

비 고
ON OFF

CB 15.0

재폐로 쇄정 14.7 14.9

*허용오차 : ± 0.2

경보 14.0 14.2

투입 쇄정 13.2 13.4

트립 쇄정 13.0 13.2

기동․정지 28.0 30.0

- 동작압력 확인
⒜ 재폐로 개시 조건용 압력(=재폐로쇄정 압력)
․Air Compressor로부터 들어오는 압축공기 Inlet밸브를 잠그고,
배기밸브를 열어 공기압력을 낮추면서 재폐로 개시 조건용 접
점이 동작하는 지점에서 공기압력계의 압력을 측정하고, 다시
배기밸브를 잠그고 Inlet밸브를 열어서 공기압을 충진시키면서
재폐로 개시 조건용 접점이 해제되는 지점에서 공기압력계의
압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14.7±0.2kgf/㎠.G, 해제압력 : 14.9±0.2kgf/㎠.G

⒝ 경보용 압력
․압축공기 배관의 Inlet밸브를 잠그고, 배기밸브를 열어 공기압력
을 낮추면서 경보용 접점이 동작하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하고,
다시 공기압을 충진시키면서 경보용 접점이 해제되는 지점의 압
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14.0±0.2kgf/㎠.G, 해제압력 : 14.2±0.2kgf/㎠.G

⒞ 투입쇄정용 압력
․압축공기 Inlet밸브를 잠그고, 배기밸브를 열어 공기압력을 낮추
면서 투입쇄정이 동작하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하고,「투입쇄
정」경보 동작상태에서 차단기 투입 불가 여부를 확인한 뒤, 다
시 공기압을 충진시키면서 투입쇄정이 해제되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13.2±0.2kgf/㎠.G, 해제압력 : 13.4±0.2kgf/㎠.G

⒟ 트립쇄정용 압력
․차단기를 투입한 상태에서 압축공기 Inlet밸브를 잠그고, 배기밸
브를 열어 공기압력을 낮추면서 트립쇄정이 동작하는 지점의 압
력을 측정하며, 「트립쇄정」경보 동작상태에서 차단기 트립 불
가를 확인한 뒤 다시 공기압을 충진시켜 트립쇄정이 해제되는
지점의 압력을 측정한다.
* 예) 동작압력 : 13.0±0.2kgf/㎠.G, 해제압력 : 13.2±0.2kgf/㎠.G

⒠ Air Compressor(공기압축기) 기동․정지
․현재 건설되는 변전소의 차단기는 주로 유압방식을 채택하고 있
으므로 압축공기방식에 사용되는 Air Compressor는 기설설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설설비인 Air Compressor의 기동․정지 확
인은 차단기 정격 공기압력 이하에서 Air Compressor가 동작하
고, 정격압력으로 복귀 시 Air Compressor가 정상적으로 정지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 예) 동작압력 : 28.0±0.2kgf/㎠.G, 해제압력 : 30.0±0.2kg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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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공기압력 및 가스압력스위치 설정치 예 [단위 : kgf/㎠.G]

기기명 장 치 경 보 ON OFF

170kV
GIS

공기압력스위치
(차단기측)

투입쇄정 13.7 13.9

Trip쇄정 13.0 13.2

R/C쇄정 14.7 14.9

가스압력스위치

CB경보 5.5 5.8

CB쇄정 5.0 5.3

DS 등 그외 4.5 4.8

기기명 장 치 경 보 ON OFF

<계속>

공기압력스위치
(공기압축기측)

모터제어
63A1 28 30

63A2 27 29

고압경보 32.5 30

저압경보 24 26

압력변 동작압력
(공기탱크용) 34

압력변 동작압력
(감압변2차) 16.5

○ 유압 펌프모터 Fail 경보
유압 펌프모터 전원이 상실(펌프모터용 MCCB “OFF”) 됐을 때
‘모터 Fail’ 경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 유압 모터 장시간운전(=Hydro. Motor LongRun) 경보
유압 모터 장시간운전 검출용 Timer 를 “0”으로 맞춘 후 펌프모터
를 기동시켜서 ‘모터 장시간운전’ 경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복귀(Reset) 방법은 유압조작 스위치를 'OFF' 상태로 하고, 장시
간 검출용 Timer 를 원래의 Sett'g값(10분 or 15분)으로 되돌린
뒤 유압조작 스위치를 'ON' 하면 모터가 동작이 되면서 Reset 할
수 있게 된다.

○ AC Fail 경보
AC Power용 MCCB를 하나씩 ‘OFF'하여 AC Fail 경보를 확인한
다. 다만, Heater용 AC는 일반적으로 AC Fail 경보에서 제외된다.

  <그림 12> 배전반 MOSAIC반      <그림 13> GIS 경보 창구

○ DC Fail 경보
DC Power용 MCCB를 하나씩 ‘OFF'하여 DC Fail 경보를 확인한
다.

○ PT Fail(=PT Fuse 용단) 경보
PT 2차회로의 Fuse가 용단됐을 때 보호계전기가 부동작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경보회로이며, PT ‘Fuse’ 혹은 PT용
‘Breaker’를 하나씩 'OFF'하여 PT Fail 경보를 확인한다.

     <그림 14> PT Fail 시험      <그림 15> LCP반 PT용 NFB

  2.8 부대설비 검사
○ 피뢰기 규격과 설치상태 및 위치
- 시험성적서(규격서)상의 피뢰기 규격과 설치 피뢰기의 명판 일
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상태 및 설치위치가 기술기준과 일치
하는지 검토하여 결과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 피뢰기가 설치된 회로마다 계통전압이 가압된 상태에서 누설전
류계의 지침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 소내 전원설비의 설치 및 동작상태
변전소내 제어․경보회로와 조명 및 동력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S.Tr 또는 예비용 수전설비의 설치 및 동작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 계기용변류기의 설치 및 동작상태
시험성적서(규격서)상의 계기용변류기 규격과 명판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절연저항, 변류비, 포화특성, 극성 및 부담 등의
기준치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
다.

○ 계기용변압기의 설치 및 동작상태
시험성적서(규격서)상의 계기용변압기 규격과 설치된 계기용변압
기의 명판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절연저항, 변압비, 극성 및 부담
등의 기준치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조명, 환기, 배수설비의 설치 및 동작상태
조명 및 동력(환기, 배수 등) 설비의 절연저항, 접지선 접속상태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 적합여부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 위험표시 및 울타리․담 등의 시설
위험표시 설치여부와 울타리․담 등의 시설이 기술기준과 일치하
는지 적합여부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 상별 및 모의모선 표시상태
각 상(A, B, C Φ) 표시 및 모의모선의 표시상태가 실계통과 일치하
는지 적합여부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 단로기 및 접지단로기 시공 및 동작상태
시공 및 동작상태를 시험하여 적합여부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
다.

○ 결합콘덴서 및 리액터(W.T)
시험성적서(규격서)상의 결합콘덴서 및 리액터 규격과 기기명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보호계전기 동작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와 충전 및 부하시험에 따른 적합여부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 고속도접지개폐기[HSGS(High Speed Grounding Switch)] 시공상
태
- HSGS의 설치 및 동작특성을 시험하여 적합여부를 양호, 불량으
로 기록한다.

- 차단기와 HSGS 상호간의 연결동작 상태를 시험하여 적합여부
를 양호, 불량으로 기록한다.

  2.9 충전 및 부하시험 검사
○ 기존 운영중인 계통과 신설 계통간의 Loop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
인하며 무부하로 기기를 충전한 후 현장여건 하에서의 최대부하
를 4시간 이상 인가한 상태에서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각을
측정하고, 이음, 코로나, 섬락 및 발열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 운전중인 설비의 압력, 온도, 진동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SCADA상의 전류, 부하(MW)와 LCP상의 각종 지시계의 지침 상
태를 확인하며, 상별 전압, 전류치를 확인하여 불평형 여부를 확인
한다. 가압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아 제거한 후 재 가압
한다.

○ 무부하 및 부하운전 상태에서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열화상 측정과 부분방전 측정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GIS(가스절연개폐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
항목 및 검사수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
한 법정검사는 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로
서, 공사계획인가(신고) 사항에 대하여 검사업무처리지침과 기술기준에
근거해GIS의 외관, 절연, 인터록, 경보장치, 동작상태 및 부대설비를 검
사하고 이상이 없을 시 충전 및 부하시험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특히,
설비의 장기적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사용전검사 뿐만 아니라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사전 고장제거를 위한 예방진단 등의
활동이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의
필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변전소자동화(SA) 시스
템이 확산 적용되는 등 ICT 기반의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용차단기의 최신 기술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전
력계통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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