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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재 한국 기연구원에서는 년간 약 1,000여  이상의 차
단기류에 하여 사용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차단기류의 사용  
검사 시험 항목은 개폐 특성에 한 검증이 주를 이룬다. 재 사용하고 
있는 차단기 개폐특성 시험 설비는 약 20여년을 사용하여 보수가 필요
한 시 에 도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차단기류의 개폐특성 시험에 사용
하던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의 단 을 보완하여 시험의 신뢰성  사
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킨 시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서    론

  한국 기연구원에 의뢰되는 차단기류의 사용  검사 수량(2008년 기
)은 연간 약 1,000여 로, 각 품목에 하여 분류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 차단기(ACB)와 진공차단기(VCB)가 가장 많
은 비 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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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단기류 사용전 검사 수량(2008년 기준)

 자동 체개페기(ATS), 진공 기(VC), 기 차단기(ACB), 진공차단기
(VCB), 가스차단기(GCB)차단기에 한 사용  검사시험항목은 거의 동
일하며, 기 차단기에 한 사용  검사시험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1][2].

항목 비고

구조  외 검사

상용주 내 압시험

제어  조작회로 검

개폐시험 수동개폐

개폐시험 - 투입동작특성
무부하투입시간 (ms)
/동작코일 류 (Apeak)

개폐시험 - 트립동작특성
무부하트립시간 (ms)
/동작코일 류 (Apeak)

개폐시험 - Trip Free

개폐시험 - Anti-pumping

개폐시험 - 제어․조작 압
           변동범  조작

<표 1> 기중차단기 사용전 검사시험 항목

2. 본    론

  2.1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의 구성
  기존에 사용하던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의 구성도(기존)

  의 그림 2에서와 같이 차단기 조작 원의 선택(AC/DC)  조작 
원의 승압  감압, 투입/트립/Trip free와 같은 시험에 필요한 제어신

호를 차단기에 인가 등의 기능을 하는 제어부와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
간  동작코일에 흐르는 류(Apeak)를 Voltage Recorder를 통해 측정
하는 측정부가 소 트웨어로 구 되어 있다.

<그림 3>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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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의 조작/측정 Panel

  2.2 신규 시스템의 구성

<그림 5>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의 구성도(신규)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의 구성은 
의 그림 5와 같으며,  그림 4의 조작/측정 Panel을 아래 그림 6과 같
이 Host system과 Control box로 분리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 한다. 한, 기존에 로그램으로 구 되어 있던 기능 에서 
Voltage Recorder를 사용한 측정 기능을 제외한 설비의 모든 조작  
제어 기능을 Control Box에 기계 으로 구 하여 기존 시스템이 
Voltage Recorder와 PC 간의 데이터 송 에는 설비의 조작  제어
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시험자가 
처하기 어려운 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6> Host System(좌) 및 Control Box(우)

  2.3 측정용 프로그램의 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측정용 로그램은 Voltage Recorder에
서 측정한 결과를 송받아, 차단기 주회로의 개/폐 상태  동작코일에 
흐르는 류를 아래 그림 7, 8과 그래 의 형태로 표 하고, 그 그래  
상에 동작시간  최 류를 계산하는 표시하며,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결과를 일로 장이 가능한 로그램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Voltage Recorder와 PC간의 데이터 통신(GPIB)
  (2) 시험 결과 형의 표시
     - 차단기 주회로의 상태 표시(R, S, T, N의 ON 는 OFF 상태)
     - 투입 코일  트립 코일에 흐르는 류 형
  (3) 시험 결과의 계산  표시

     - 투입 는 트립 시간 (ms)
     - 투입 코일 는 트립 코일에 흐르는 류의 최 값 (Apeak)
  (4) 시험 결과의 장
  (5) 시험 결과의 출력

<그림 7> 결과 파형의 예(차단기 투입)

<그림 8> 결과 파형의 예(차단기 트립)

3. 결    론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은 자동 체개페기(ATS), 진공 기(VC), 
기 차단기(ACB), 진공차단기(VCB), 가스차단기(GCB)차단기 등의 개폐
특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설비이다. 차단기류의 사용  검사의 부
분이 차단기가 개폐되는 동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은 사용 빈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항상 
정확하고 안 하게 동작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 결과는 반드시 장  
보 이 되어야만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험 시스템은 시험에 필요한 
제어  측정 기능을 로그램으로 구 되어 있어 시험 시스템의 신속
한 제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데이터 장 기능이 없어 시험자가 시험
과 동시에 모든 결과를 수기로 기록하여야만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개
발하고자 하는 차단기 특성 시험 시스템은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여 
시험 신뢰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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