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뛰어난 절연 및 차단 성능으로 국내외 전력산업에 광

범위하게 이용되지만,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SF6  

가스를 쓰지 않고도 동일한 차단 성능을 발휘하는 가

스차단기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박경엽) 전력기기연구센

터 송기동 책임연구원팀이 정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

업으로 3년에 걸쳐 전력기기 업체인 선도전기와 공동으

로 연구한 끝에, 최근 SF6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72.5㎸ 가스차단기에 대한 단락시험을 성공적으로 끝

마쳤다고 밝혔다.

72.5㎸ 가스차단기는 주로 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 

변전소에 들어가서 철도계통을 보호 및 유지시켜주는 

전력기기다.

- 한국전기연구원, 국내 최초 72.5㎸ 가스차단기 단락시험 성공

- CO2 및 O2 혼합가스로 SF6 가스 대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대

- 2017년 8월 친환경 가스차단기 상용화 추진

한국전기연구원, 친환경 가스차단기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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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6 가스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절연 성능과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아크소호 

(消弧 : 고장전류 차단 시에 발생하는 아크를 가

스로 불어서 제거) 성능이 다른 어떤 가스

와 비교해 월등하게 뛰어나 각종 전력기

기 산업에 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SF6는 지구온난화 계수가 

CO2의 무려 23,900배(CO2가 지구를 데

우는 효과를 1이라고 하면 SF6는 23, 

900)에 이르고, 한번 대기 중에 누출될 경

우 3,200년을 존재하면서 지구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1997년 교토의정

서에서 지정한 6대 온실가스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지정한 지구환

경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가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 송기동 책임연구원팀

은 SF6 가스 대신, 이산화탄소(CO2)와 산소(O2)를 7대 

3의 비율로 혼합한 가스를 절연 및 아크소호에 이용했

다. 또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 차단부 내에서 일

어나는 복사(Radiation) 및 금속 증기(Metal 

vapour) 등을 고려한 정확한 아크 플라즈마 

해석기술로 차단 성능을 미리 예측할 수 있

는 설계 기술을 가스차단기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가스차단기의 형상을 최적화

할 수 있었으며, 기존 SF6 가스차단기와 크

기가 동일하면서도 동등한 차단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

KERI 연구팀이 개발한 72.5㎸ 가스차단기는 최근 

가혹한 조건하에서도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단락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뛰어난 고장전류 차

단 성능을 검증받았다.

KERI 송기동 책임연구원은 가스차단기의 단락시험

은 기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72.5㎸급 가

스차단기의 단락시험 통과는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이룬 큰 성과라고 밝히며, SF6 가스 대체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ERI 연구팀은 추후 온도 상승 및 고전압 절연 성능 

시험을 거쳐 2017년 8월부터 친환경 가스차단기를 상

용화할 계획이다.

단락시험을 통과한 keri의 72.5kv 가스차단기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력기기연구센터 송기동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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