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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제 및 산업의 원천 에너지원인 전력은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상이함으로 장거리 수송을 필수로 하며, 다중환상망

(Multi-loop) 형식의 송배전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실질적 사용에 앞서, 변전소내 변압기를 통해 변전과정을 거쳐 

각 사용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압기는 본체, 권선, 절연유, 부싱 등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다.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변압기 화재는 가구와 상업시설 등에 전기 공급을 중단시키고 각종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1차 손실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경제 손실을 야기한다. 화재의 원인은 부싱 하부파손에 따른 절연유 유출과 약 1초 이

내 발화점에 도달하는 절연유에 의한 화재의 연쇄반응으로 파악된다. 화재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연기감지기, 자동소화

설비 등이 구축되어있으나 감지기의 동작 및 소화가스 방출지연 등으로 화재진화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의 부재가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화재진화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에 따라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절연유 누출을 

차단하는 능동적 메커니즘의 필요에 따라 수행되었다. 따라서 화염에 의해 팽창하는 고온형상유지물질과 기계적 화염

차단장치를 적용한 부싱방화구조체를 개발하였다. 실제 부싱 및 프렌지 규격을 적용하여 제작된 변압기 모형에 부싱방

화구조체를 설치하여 실규모 화재실험을 수행하였다. 초기 화염으로부터 3초 내에 정확한 위치와 높이에 부싱방화구조

체가 작동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실제 변압기화재 시 화염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Electric power which is the energy source of economy and industries requires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due to regional 

difference between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it is supplied through the multi-loop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Prior to its actual use, electric power flows through several transformations by voltage transformers in substa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sage, and a transformer has the structure consisting of the main body, winding wire, 

insulating oil and bushings. A transformer fire that breaks out in  substations entails the primary damage that interrupts the 

power supply to houses and commercial facilities and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s well as the secondary economic losses. 

It is considered that causes of such fire include the leak of insulating oil resulting from the destruction of bottom part of 

bushings, and the chain reaction of fire due to insulating oil that reaches its ignition point within 1 second. The smoke detector 

and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system are established in order to minimize fire damage, but a difficulty in securing golden 

time for extinguishing fire due to delay in the operation of detector and release of gas from the extinguishing system has 

become a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needs of active mechanism to prevent the spread of 

fire and block the leak of insulating oil,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ce of securing golden time in extinguishing a fire 

in its early stage. A bushings fireproof structure was developed by applying the high temperature shape retention materials, 

which are expanded by flame, and mechanical flame cutoff devices. The bushings fireproof structure was installed on the 

transformer model produced by applying the actual standards of bushings and flange, and the full scale fire test was carried 

out. It was confirmed that the bushings fireproof structure operated at accurate position and height within 3 seconds from the 

flame initiation. It is considered that it could block the spread of flame effectively in the event of actual transforme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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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ting a fire prevention foaming with aperture mechanism at bushing (b) Aperture mechanism without bushing

Figure 1. 1
st
 fire prevent structures of fire prevention foaming and aperture mechanism at the bottom of bushing.

1. 서  론

오늘날 급속한 경제 및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기에

너지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천 에너지원인 전력은 

소비주체에 맞추어 공급망이 구축되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

다. 전력은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달리 

위치하여 장거리 전송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이에 다중환상

망(multi-loop) 형식의 송배전계통을 기반으로 각 사용처의 

특성에 적합하게 전력을 공급하며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

산된 전기를 선로를 통해 송전 받아 변환하여 주요 수요처

로 배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

산된 전력을고전압으로 바꾸거나 배전용의 낮은 전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 변전은 변압기내 권선비 및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하여 승압 또는 강압을 시키고, 전기 선로의 인

· 출입은 부싱을 통해 외부 기기와 연결된다. 변전소의 운

영은 최근 자동화 확대의 추진에 따라 무인으로 운전되는 

변전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화 변전소는 기계나 

장치를 자동 또는 원격조작으로 변전소의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지 및 소화장치 또한 자동화 및 센싱 기반으

로 구동되고 있지만, 변전소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대

책이 적용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대

표적인 변전소 화재사고사례로
(1,2)

 충북 신옥천 변전소 화

재(‘12.05.15), 청주 사직 변전소 화재(‘12.12.24), 신용인 변

전소 화재(‘13.05.21), 왕십리 변전소 화재(‘13.11.30)뿐만 아

니라 최근 2016년의 의정부 무인변전소에서 변압기가 폭발

하는 화재가 있었다. 변전소 화재는 대개 변전소가 무인으

로 운영되어 인명피해는 적게 집계되지만 가구와 상업시설 

등에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2차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3)

변전소의 화재원인은 다양하게 추정되나
(4,5)

 부싱 고장에 

의한 변압기 화재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싱의 

고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부싱파손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하여 유출되는 절연유 누유는 발화점에 도달하여 연쇄 

화재반응이 반복되고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측된

다.
(1,2) 

변전소에 구축되어있는 소화설비는 설치위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화재 발생시 연기감지기의 동작 지

연 및 소화가스의 방출이 지연되는 등 초기화재 진화가 어

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6)

 이에 화재에 대한 예방 및 화재확

산의 방지와 화재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체 시스템

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변전소의 화재확산 방지와 효과

적 소화를 위해 소화감지기로서 연기감지기, 소화설비 동

작으로서 자동소화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용된 시스템의 동

작시간 단축, 변압기실 건축물 보강, 변압기 1차 부싱의 난

연화 등의 소방관련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7,8) 

화재

발생 시 연쇄적 화재확산으로 초기진화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화재확산 방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압기 화재의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화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절연유 누출에 따른 초기화재에 3초 

내에 기계적 화염차단장치가 작동하며 화염에 의해 팽창하

여 미세 틈을 메우는 고온형상유지물질을 적용한 부싱방화

구조체를 개발하였다. 실제 부싱과 플랜지의 규격에 준하

여 모형을 설치하여 실규모 화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부싱

방화구조체 적용에 따른 변압기 화재확산 방지 효과를 확

인하였다. 

2. 실험방법 및 실험체구성
(2,8)

2.1 1차 부싱방화구조체 및 화재실험 모델

2.1.1 1차 부싱방화구조체(1
st
 Fire Prevent Structure; 1

st
 FPS)

변압기 초기 화재발생은 부싱 하단부 틈새를 통한 절연유 

분출이 지속되어 화재 연쇄반응으로 인한 대형 화재확산이 

발생한다. 부싱방화구조체(Bushing Fire Prevent Structure; 

BFPS)는 파손된 틈을 정확히 차단하며 화재시 신속하고 오

류 없이 동작하는 것과 화염폭발에 견뎌야 하는 품질이 요

구된다. 이에 Figure 1과 같이 부싱하단에 고온형상유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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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ansformer, bushing and flange model for real fire test. 

(a) 2
nd

 fire prevent structure open type (1
st
 step) (b) 2

nd
 fire prevent structure close type (2

nd
 step)

Figure 3. Design concept of 2
nd 

fire prevent structures.

질과 셔터메커니즘을 적용한 1차 부싱방화구조체(1
st
 FPS) 

를 설치하였으며 절연유의 누유를 방지하고 화재시 발포하

여 플랜지 부위의 틈을 신속히 메우는 것으로 화재확산을 

방지하도록 고안하였다. 1차 부싱방화구조체(1
st
 FPS)는 고

온형상유지물질과 조리개 방식(Aperutre mechanism)의 부싱

방화구조체를 고리모양으로 성형하여 부싱 외측과 플랜지 

모형의 내측에 설치하였으며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고온형

상유지물질의 열팽창으로 인한 신속한 차단 및 조리개의 

조임 과정으로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부싱과 플랜지의 미세 틈을 발포메커니즘으

로 차단하는 고온형상유지물질은 팽창흑연과 금속수산화물

로 조합되었으며 고온의 열에 의해 발포 및 팽창되어 팽창

층이 비산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지닌다.  

2.1.2 화재실험 모델

부싱화재는 하부에서 분출하는 절연유 누출에 따른 연

쇄 폭발로 화재의 연쇄반응이 발생하는 형태이며 실화재 

실험에서는 변압기와 부싱 및 플랜지 모형을 구성하여 하

부에서 상부로 화염이 분출하는 현상을 모사하였다. 이에 

Figure 2와 같이 하단에서 상부로 화염이 분출하도록 하며 

화재모델의 규격은 자체실험 방법으로 축소모형의 변압기

로서 1.5 m (W)×1.5 m (L)×1.2 m (H)로 제작하였다. 하부에 

헵탄 2 L, 물 1 L, 목재 10개를 화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발

열량은 약 1 MW로서 화재실험을 수행하였다.

2.2 2차 및 3차 부싱방화구조체 및 화재실험 모델

2.2.1 2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Fire Prevent Structure; 2
nd

 FPS)

화재발생 부위는 부싱과 플랜지 사이의 파손부위로 예

측되며 파손부위의 틈에서 분출되는 절연유에 따라 연쇄화

재 확산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절연유 분

출경로인 부싱과 플랜지 사이에서 발생되는 절연유의 지속

적 분출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1차 부싱방화

구조체(1
st
 FPS)는 고온형상유지물질과 조리개 구조체를 플

랜지 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부싱과 

플랜지에 1차 방화구조체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인

되어, 부싱 외측에 방화구조체를 설치하여 실제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1차 부싱방화구조체(1
st
 

FPS)의 발포메커니즘과 조리개 방식의 작동이 완료되어 화

염 및 누유를 차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

였다(Figure 3). 

따라서 2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FPS)는 1차 부싱방화구

조체(1
st
 FPS)의 실화재 실험에서 확인된 개선점을 고려하

여 재구성하였다. 2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FPS)는 플랜지 외

측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1차 부싱방화구조체(1
st
 FPS)의 조

리개 메커니즘을 2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FPS)에서는 방화

판과 고온형상유지물질로 구성하여 열림(Open type)형태에

서 방화판이 닫히(Close type)는 방식의 셔터 메커니즘 방식

으로 개선하였다. 셔터메커니즘은 방화판이 화염 및 누유 

차단 역할로 작동하는 것으로 센서와 전기적 요인이 요구

되지 않는 기계적 화염차단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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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en type of front (b) Open type of side

(c) Close type of front (d) Close type of side

Figure 4. Open and close types of 2
nd

 fire prevent structures.

Figure 5. Removable fire prevent structure left and right of 3
rd
 fire

prevent structures.

2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FPS)의 방화판은 Figure 3과 같이 

방화판의 open 및 close 상태 모두 플랜지의 상단과 부싱애

자 하단의 방화구조체 최대 허용높이인 40 mm 간격 사이

에 위치한다.

2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FPS)는 Figure 3의 (a) 및 Figure 4

의 (a), (b)와 같이 화재 전(평상시)에 좌우가 열려있는 

Open 상태로서 방화판이 가연성 임계선으로 고정된다. 화

재발생 시 가연성 임계선이 끊어지면서 Figure 3의 (b) 및 

Figure 4의 (c), (d)와 같이 좌우로 열려있는 방화판은 부싱

을 중심으로 닫히는 Closed 구조로 작동하여 분출경로와 

화재확산을 차단하는데 유용하도록 하였다. Figure 4의 (a)

와 (b)는 화재 전(평상시)에 방화구조체의 양측 방화판이 

가연성 임계선에 연결되어 열려있는 상태로서 상부면과 측

면을 나타낸다. Figure 4의 (c)와 (d)는 화재시 가연성 임계

선이 끊어지면서 양측의 방화판이 내측으로 수렴하여 방화

판이 닫힌 상태로서 상부면과 측면을 나타낸다. 2차 부싱

방화구조체(2
nd

 FPS) 방화판의 상하 내측은 고온형상유지물

질로 도포되어 화염에 노출시 발포하여 틈을 메우도록 고

안하였다. 

2.2.2 3차 부싱방화구조체(3
rd
 Fire Prevent Structure; 3

rd
 FPS)

2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FPS)의 경우 일체형 구조체로서 

신규 변압기 설치에 장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

인 변전소 내 변압기의 화재 시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최소

화하기 위해 현장 체결형 부싱방화구조체로 개선이 필요하

다. 3차 부싱방화구조체(3
rd
 FPS)가 양방향 분리형으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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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rd
 fire prevent structure open type (1

st 
step) (b) 3

rd
 fire prevent structure close type (2

nd 
step)

Figure 6. Design concept of 3
rd
 fire prevent structures.

(a) 3
rd
 FPS processes (b) ‘ㄷ’ type bracket part

Figure 7. Operating processes with ‘ㄷ’ bracket.

(a) Open type (b) Close type

Figure 8. 3
rd
 fire prevent structures.

장체결형 방화구조체이며 좌우로 탈착 가능하도록 고안하

여 현재 운영 중인 변압기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Figure 5). 또한 실제 현장의 부싱과 플랜지에 부싱방화구조

체를 장착하는데 기존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볼트의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바닥부의 외면은 홈이 파이도록 하였다.

3차 방화구조체(3
rd
 FPS)는 Figure 6과 같이 2단계로 작동

하도록 구성하였다. Figure 6의 (a)는 1단계로서 화재 전(평

상시)에 부싱방화구조체와 방화판이 플랜지 하단 위치에 

눌려 고정되어 있으며 Figure 6의 (b)는 2단계로 화재 시, 

가연성 임계선이 화염에 의해 끊어지며 좌우의 ‘ㄷ’형 브라

켓의 위치고정이 해제되며 부싱방화구조체와 방화판이 플

랜지와 부싱애자의 하단 사이의 위치로 상승한다. 플랜지 

상부까지 상승한 방화판은 수평방향 스프링에 의해 수렴한

다. 또한 화염에 의해 고온형상유지물질이 발포하여 틈을 

메우도록 구성하였다.

Figure 7과 같이 방화구조체의 단계적 작동의 초기 위치

고정은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ㄷ’형 브라켓에 의한 것이

다. 이는 가연성 임계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화재 전(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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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re model with LPG burner (b) Flame nozzle and bushing

Figure 9. Fire model with LPG burner (Left), Flame nozzle and Bushing (Right).

                         (a) Real bushing                     (b) Bushing fire test module

Figure 10. Real bushing size applied at fire test module.

방화구조체의 방화판이 전체적으로 플랜지 하단에 고정되

어 Open 형으로 유지되도록 한다(Figure 8. (a)). 화재 시 화

염에 노출된 가연성 임계선은 끊어지게 되며 브라켓의 위치

고정이 풀리게 된다. 이때 ‘ㄷ’형 브라켓의 하단부는 방화판

을 상부로 들어 올리고 좌우 하단에 설치되어있는 수직형 

스프링은 방화판이 플랜지 위로 수직 상승하는 것을 가속화 

한다. 플랜지 상부로 상승한 방화판은 수평형 스프링에 의해 

부싱의 중심 내측으로 수렴하며 Closed 형으로 닫히고 화염

분출을 차단하도록 고안하였다(Figure 8. (b)). 

화재 전에 방화구조체를 플랜지 하단에 위치하도록 구성

한 것은 초기 부싱애자 파손 시, 파편으로 인한 셔터메커니

즘 작동의 간섭을 회피하여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2.2.3 부싱방화구조체 화재모델

실제 변압기 부싱의 파손과 이에 따른 화재발생을 실규모

로 재연하는 것은 고압을 발생시켜 부싱을 파손시키고 절연

유 분출에 따른 대형 폭발을 유도해야 하는 것으로 실험 재

연이 어렵기 때문에 축소 모형의 변압기를 제작하여 화재모

델로 구현하였다. 화재모델은 절연유 분출로 인한 순간적 화

학반응에 의한 고온 폭발을 재연하기 위하여 하부에서 상부

로 올라오는 형태의 가스관 버너를 제작하여 화염 분출구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에 LPG 버너를 화원으로 하부에서 상

단으로 화염을 지속적으로 분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화염

분출시 화염의 노출 높이 및 화력을 조절하여 다양한 화재

변수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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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Upper structures of bushing and flange.

(a) Fire test before foaming (b) Fire test before after foaming

(c) Fire test before aperture (d) Fire test before after aperture

Figure 12. After fire test of 1
st
 fire prevent structure.

상단에 설치되는 화재실험용 플랜지는 실제 변압기의 

부싱 및 플랜지 규격에 따라 구성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부

싱방화구조체를 설치하는 부위의 규격은 Figure 10과 같다. 

화재모델 상단에 설치되는 부싱 및 플랜지의 구조물은 

Figure 11과 같으며, 각각 지름 100 mm의 부싱과 지름 200 

mm의 플랜지로 구성하였다. 절연유의 분출은 부싱과 플랜

지 사이에서 발생하며 방화구조체로 차단되어야 하는 부싱

과 플랜지의 이격 너비는 50 mm이다.

3. 결  과

고온형상유지물질 및 조리개메커니즘을 적용한 1차 부

싱방화구조체(1
st
 FPS)의 실화재 실험에 대한 결과는 Figure 

12와 같다. 목재 연소에 따른 하단부의 화원으로부터 부싱

모형 주위에 설치된 고온형상유지물질의 방화구조체는 열

팽창으로 부싱과 방화구조체 사이의 틈을 메웠으며 내측에 

삽입된 조리개메커니즘 구조체는 방화구조체의 팽창으로 

인하여 부싱 내측으로 조여지면서 부싱과 방화구조체의 틈

을 차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고온형상유지물질이 열에 의

해 발포 및 팽창하면서 조리개메커니즘이 작동하여 틈을 

메우는 시간은 약 30초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실제 변압기

에 적용되는 부싱방화구조체는 1차 부싱방화구조체(1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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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Fire test processes of 2
nd

 fire prevent structure. 

(a) 2
nd 

structure after fire test – back side  30 mm foamed (b) 2
nd 

structure after fire test – back side

Figure 14. After fire test, 2
nd

 fire spread prevention foaming conditions.

FPS)와 같이 플랜지와 부싱 사이에 방화구조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 부싱방화구조체(1
st
 

FPS) 보다 단시간에 부싱과 플랜지의 틈을 차단하는 셔터

메커니즘, 고온형상유지물질의 발포메커니즘을 적용하여 

2～3차에 걸쳐 새로운 부싱방화구조체를 고안하였다.

LPG 버너를 화원으로 화재모델을 적용하여 기계적 화염

차단장치와 고온형상유지물질을 적용한 2차 부싱방화구조

체의 화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과정과 결과는 Figure 13과 

같다. 하부에서 화염이 분출되자 가연성 임계선이 끊어지

면서 3초 이내에 좌우에 열려있는 형태의 방화판이 부싱 

내측으로 수렴하였다. 부싱과 플랜지 모형의 틈은 2차 방

화구조체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상부로 분출되는 화염이 관

찰되지 않았으며 셔터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하부 화염에 노출된 방화판 내측의 고온형

상유지물질은 3초 내에 약 30 mm로 팽창 및 발포하였으며 

틈을 견고하게 메움을 확인하였다(Figure 14).

2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FPS)는 화재 전(평상시) 플랜지 

상단과 부싱애자 하단 사이의 최대 40 mm 간격 사이에 수

평선상으로 위치하여 작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 부싱 및 플

랜지 주변의 물리적 간섭과 화재 시 애자파편에 의한 부싱

방화구조체의 파손위험으로 3차 부싱방화구조체(3
rd
 FPS)는 

화재 전인 평상시에 플랜지 하단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화

재 및 화염 발생 시 3차 부싱방화구조체(3
rd
 FPS)는 플랜지 

상부로 이동하고 방화셔터가 수평으로 이동하여 차단하는 

2단계 작동구조로 설계하였다. 

그 결과 3차 부싱방화구조체(3
rd
 FPS)는 약 1400 ℃의 화

염에
(9) 

노출된 후 2초 내에 초기 설정 위치(Figure 6 (a))에

서 방화판의 상부 이동 및 셔터메커니즘 작동으로 전체 구

동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5는 3차 부싱방화구

조체의 화재 전· 후로 정상 작동한 전반적 순서를 나타낸

다. 3차 부싱방화구조체(3
rd
 FPS)는 평상시에 플랜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연성 임계선으로 방화구조체의 열린 상

태가 유지된다. 화염 노출시 가연성 임계선이 끊어지며 

‘ㄷ’형 브라켓이 풀리고 3차 부싱방화구조체(3
rd
 FPS)의 방

화판이 ‘ㄷ’형 브라켓과 상하스프링에 의해 상부로 들어 올

려진다. 수평스프링의 탄성에 의해 방화판이 부싱의 내측

으로 밀려 닫히며 플랜지와 부싱 사이의 틈을 차단하는 2

단계 순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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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ire test processes of 3
rd
 fire prevent structure.

4. 결  론

변압기 화재시 하단의 부싱 플랜지의 접합부에서 분출

하는 절연유의 유출에 따라 화재의 연쇄반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3차례에 걸쳐 

부싱방화구조체의 구조를 변경하여 실험체를 구성하였다. 

변압기 화재를 모사하기 위해 변압기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부싱방화구조체 전용 화재모델을 구축하여 다양한 화재실

험을 수행하였다.

1차 부싱방화구조체(1
st
 FPS)의 고온형상유지물질과 내부 

셔터메커니즘을 삽입한 실험체로 화재실험을 통해 고온형

상유지물질의 발포 및 팽창효과와 셔터메커니즘은 변압기 

부싱 화재의 초기진압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빠

르게 발포하여 틈을 메우는 골든타임 확보에 개선점이 요

구되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효과와 폭발에 의한 압력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

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변전소내 변압기에 체결하기 위해 

플랜지 외부에 부싱방화구조체가 장착되어야하는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차 및 3차 부싱방화구조체(2
nd

 and 3
rd
 FPS)는 고온형상

유지물질의 발포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파손에 의한 압력과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을 위해 기계적 화염차단장치가 적용

되었으며 3초내에 부싱과 플랜지의 틈이 차단되고 고온형

상유지물질을 통해 미세 틈이 견고하게 봉쇄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실제 화재시 이러한 부싱방화구조체는 발포 및 

기계적 셔터메커니즘으로 화염확산과 대형화를 효과적으

로 차단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장의 특성과 변압기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주변 간섭과 방화구조체의 오작동을 

회피하기 위한 구성이 필요하다. 3차 부싱방화구조체(3
rd

 

FPS)와 같이 방화판이 화재 전(평상시)에 플랜지 하단에 위

치하고 화재시 상단으로 올라와 부싱의 틈을 차단하는 순

서의 작동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변압기 화재사고의 여러 원인 중 절연유 누출

로 인한 화재상황에 대하여 초기에 화염을 차단하여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압기 화재는 다양한 요

인에 의하여 짧은 시간에 부싱을 파괴시키고 플랜지 사이

로 화염이 급격히 분출되므로 기계적 차단 메커니즘과 열

에 의해 발포하는 소재기술을 적용하면 인접 변압기로 확

산되는 화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증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변압기 화재의 절연유 누유와 부싱파괴로 인한 대

형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전력충북지역본부

의 공공수탁사업(20160258-001)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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