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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직류내 압시험기는 속재 등의 연 성능을 평가하는 시
험 설비로, 설비의 측정시스템은 성능평가를 주기 으로 실시하여 시험 
신뢰성의 유지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류내 압시험기의 측정시스
템을 교정용 표 기를 사용하여 비교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
시 반 하고자 한다.

1. 서    론

  직류내 압시험기는 제어장치(OT 276), 원장치(Single phase AC 
voltage test transformer, Regulating transformer), 정류장치(HV 
rectifier), 측정시스템(DMI 551, HV divider) 등으로 구성되며 아래 그림 
1과 같다[1].

<그림 1> 직류내전압시험기의 구성

2. 본    론

  2.1 직류 전압 발생 시스템
  직류내 압시험기는 단상 220 V의 교류 원을 4개의 Diode(GS)를 이
용하여  정류시켜 직류 압 발생 시키며, 직류 압 발생 시스템의 
주요 기기에 한 설명은 다음 표 1과 같다[1].

Components Rating

PZT 100-0.1
(Single phase
AC voltage
Test Transformer)

Ratio: 220 V / 100 kV
Current cont.: 20 A
Output power: 9 kVA 
Frequency: 50/60 Hz

STL 7.5
(Regulating
Transformer)

Power supply: 230 V, 33 A
Secondary voltage: (0 ～ 230) V
Rated power: 7.5 kVA
Frequency: 50/60 Hz

CS 25
(Smoothing
Capacitor)

Capacitance: 25 nF
Max. DC voltage: 140 kV

GS
(HV Rectifier)

Protective resistor: 100 kΩ
Inverse peak voltage: 140 kV
Rated current: 20 mA

  <표 1> 직류 전압 발생 시스템 주요 기기의 정격

 

  2.2 직류 전압 측정 시스템
  직류 압의 측정 시스템은 2개의 Measuring Resistor(그림 1에서 
RM)와 1개의 Secondary Resistor(SEK DC)로 구성된 HV divider와 
Measuring Instrument(DMI 551)로 구성되어 있다[1].

  (1) Measuring Resistor(RM)
      RM은 DC 압을 측정하기 한 HV divider의 HV unit으로 정

격은 다음과 같다.

      - Resistance: 280 MΩ
      - Rated current (continuous): 0.5 mA
      - Max. DC voltage: 140 kV

<그림 2> Measuring Resistor(RM)

  (2) Secondary Resistor(SEK DC)
      SEK DC는 DC 압을 측정하기 한 HV divider의 LV unit으

로 내부 항값은 15 ㏀이며 RM과 DMI 551 사이에 연결된다.

<그림 3> Secondary Resistor(SEK DC)
 

  (3) Measuring Instrument(DMI 551)
      DMI 551은 HV divider의 Ratio의 설정이 가능하며, SEK DC에 

인가되는 압을 측정하여 실제 시험 시 시료에 인가되는 압을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 Input Voltage : max. DC ±7.5 V
      - Uncertainty : ±0.5 %
      - Ripple : max. 0.5 V

<그림 4> Measuring Instrument(DMI 551)

  (4) HV Divider의 Ratio
      HV divider의 HV unit과 LV unit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연결되

며, 체 HV divider의 ratio은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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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V Divider 결선도

  2.3 직류 전압 측정시스템의 교정
  직류 압 측정시스템의 교정은 Standard Resistor, Multi-functional 
calibrator와 Digital Multimeter를 사용하여, Measuring Resistor  
Secondary Resistor의 항값을 측정하여 HV divider의 Ratio를 계산하
으며, Measuring Instrument의 입출력 비를 이용하여 측정 오차를 계

산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표 기는 다음과 같다.

  (1) Multifunctional Calibrator(FLUKE 5720A)
      - Output Voltage : DC (0 ～ 1 100) V
      - Voltage Uncertainty : ±(3.5 ppm of output + 2.5 ㎶
                             at 11 V range

<그림 6> FLUKE 5720A

  (2) Standard Resistor (FLUKE 742A)
      - Rating : 1 ㏁, Max. 40 V, 1 ㎃
      - Stability : ±8 ppm

<그림 7> FLUKE 742A-1M

  (3) Digital Multimeter(Agilent 34401A)
      - Measuring Range : DC (0 ～ 1 100) V, 100 Ω ～ 100 ㏁
      - Voltage Accuracy : 0.001 5 %
      - Resistance Accuracy : 0.002 %

<그림 8> Agilent 34401A 

  2.3.1 Measuring Instrument(DMI 551)의 교정
  표 기(FLUKE 5720A)의 출력단자와 DMI 551의 DC 입력 단자를 직
 연결하고 DC (0 ∼ 7.5) V까지 0.1 V step으로 측정하 으며,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DMI 551의 Error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DMI 551의 Error 계산 결과

  2.3.2 HV Divider의 교정
  (1) Measuring Resistor(RM)의 항 측정
      RM과 표 항을 아래 그림 10과 같이 연결하고, 표 기

(FLUKE 5720A)로 DC 압을 인가하고, 표 기 양단의 압을 
Multimeter로 측정한 후, 다음 식 (2)를 사용하여 RM의 항값을 
계산하 다.

<그림 10> Measuring Resistor의 저항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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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econdary Resistor(SEK DC)의 항 측정
      SEK DC의 항값은 Digital Multimeter(Agilent 34401A)로 직  

측정하 다( 15.027 ㏀).

  (3) Divider Ratio의 계산
      에서 측정한 결과를 식 (2), 식 (1)에 입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값 계산결과 측정값 계산결과

U2(P3-05003-1) 3.573 95 V U2(P3-05003-2) 3.568 25 V

RX1 278.774 1 ㏁ RX2 279.221 0 ㏁

RL 15.027 ㏀ Ratio 37 134 V/V

  <표 2> 계산 결과 

3. 결    론

  속재 등의 연 성능을 평가하는 직류내 압시험기는 주기 인 성
능평가를 통하여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류내 압
시험기 측정시스템의 HV divider와 Measuring Instrument를 표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측정 Error  Divider ratio를 
계산하 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Error  Ratio를 시험 시 용한다면 
신뢰성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측정 시스템의 주기 인 검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참 고 문 헌]

[1] "High Voltage Construction Kit" User Manual, Haefely,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