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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기존의 Porcelain Bushing은 기계적 성능이 약하여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나 파손 등이 발생되며 오손에 의한 전기적 성능의 저
하로 오염이 심한지역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며 정기적으로 세정등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연성능 및 내 오손
특성이 우수한 Composite Bushing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당사에서
는 최근에 170kV GIS용 Composite Bushing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362kV급 GIS용 Composite Bushing에 대한 개발 내용을 기
술하였다.

1. 서    론

현재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압등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력기기 설비도 우수한 절연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Porcelain Bushing은 장기간 사용되어 절
연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만 기계적 성능이 약하여 지진이
나 태풍 등에 의한 충격에 손상되기 쉽고 오손에 의한 전기적
성능의 저하 및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Porcelain Bushing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볍고 절연성능이 우수한 Composite Bushing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Composite Bushing은 강도가 우수한 FRP Tube, AL Flange,
실리콘 고무(SiR)로 이루어져 있고 중량은 Porcelain Bushing의
20~30%에 해당한다[1]. 또한 실리콘 고무의 아메바 효과 및 발수
성에 의해 오손물질이 실리콘 고무 표면에서 들뜨게 하여 세정
등의 유지보수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2,3].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당사에서 개발하여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인증을 완료
한 362kV GIS용 Composite Bushing을 개발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본    론

  2.1 Composite Bushing 설계

  2.1.1 제품설계
Composite Bushing의은 FRP Tube, Al Flange와 실리콘 고

무(SiR)로 이루어져 있고. FRP Tube의 양단에 Al Flange가 접
착되고 외부에 내후성과 발수성이 우수한 실리콘 고무가 피복되
어져 있는 구조이다. Al Flange가 장착되는 부위에는 기밀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굽힘 하중 및 내부압력 기준은
GIS 기준과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Shed 설계는 IEC
60815를 따랐으며 Composite Bushing의 5가지 오손 등급 중 가
장 오손 등급이 높은 Very Heavy급(53.7 mm/kV)으로 설계 하
였으나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Shed 형상은 Alternating Shed로 설계하였다.

 2.2 성능확인
당사는 362kV GIS Composite Bushing 단품의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하여 IEC 61462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였고 굽힘 하중과 내
부압력시험 기준은 한전 기술규격과 IEC 60137을 참조하였다.

 <표 1> 기계적 시험 기준

구분 단위 기준

굽힘시험
MML

kN
7

SML 17.5

내부압력
MSP

kgf/cm2
7

SIP 28

  2.2.1 재료 시험
Composite Bushing의 재료시험에는 Housing 재료시험과 튜브재료시

험으로 나뉜다. 시험항목과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고 시험은 트래킹
/침식 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표 2> 재료시험 항목 및 결과

구분 시험기준 결과

Housing

재료시험

경도시험 경도변화 20%이하

Pass

내후성시험 표면손상 없을 것

트래킹/침식시험
트래킹, 관통, 침식

없을 것

난연성 시험 연소시간 확인

튜브재료

시험

염료침투시험
15분 이내 모세관

현상 없을 것

수분확산시험
관통파괴 없을 것

누설전류 1mA이하

  2.2.2 설계시험
Composite Bushing 인증시험에는 설계시험과 형식시험으로

구분되고 설계시험의 샘플은 완제품과 동일한 생산방식으로 시
험샘플을 제작하여 하나의 샘플로 연속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였
다. 설계시험 항목 및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설계시험 항목 및 결과

시 험 항 목 시 험 기 준 결과

계면과

End

fitting

연결부

시험

상용주파 건조섬락 5회 섬락전압 평균 392kV

경년 변화 외관이상 없을 것

Pass침

수

육안 검사 갈라짐 유무 확인

급준파 충격 관통 파괴 없을 것

AC 건조 섬락 Uref 90%↑ , 20k↓

내부압력 1)0.5%↓ 2)누수확인

2.2.2.1 계면과 End Fitting 연결부 시험

 2.2.2.1.1 상용주파 건조섬락시험
상용자푸 건조섬락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설치하여 1분 내에 0에

서 섬락이 발생할 때까지 전압을 증가시켜 섬락전압을 측정하며 5회 평
균값(392kV)을 기준전압으로 정하였다.

<그림 1> 상용주파 건조섬락전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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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2 경년변화 시험
샘플에 96시간 동안 온도편차와 4방향에 기계적 하중을 인가하였고

시험 결과 외관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2.2.2.2 침수 시험
침수시험은 <그림 2>와 같이 0.1% NaCl로 물이 차있는 수조에 샘

플을 넣어 42시간 동안 끓이고 육안검사, 급준파 충격시험, AC건조섬락
시험 및 내부압력시험을 차례대로 진행하였다.

<그림 2> 침수 시험 (0.1% NaCl)

   2.2.2.2.1 육안검사
    육안검사 결과 외관 이상 및 크랙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2.2.2.2.2 급준파 충격시험
급준파 충격시험은 <그림 3>과 같이 전극을 이용하여 End Fitting

사이의 거리가 500mm이하가 되도록 한 후 준도 1000kV/㎲ 충격전압

을 정/부 각 25회씩 인가하였으며, 시험 결과 관통파괴가 발생하지 않았
다.

<그림 3> 급준파 충격시험

  2.2.2.2.3 상용주파 건조섬락시험
5회 상용주파 섬락전압의 평균값은 407kV로 기준전압 값의 90%이상

값이며 Uref의 80%인 326kV로 30분간 인가 후 온도변화측정 결과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2.2.2.2.4 내부압력시험 
내부압력시험 중 가스누설시험은 He가스를 제품 내부에 7kgf/cm2의

압력을 가하고 누설량을 측정하였고 연간 누설량은 0.08vol%로 기준인
0.5vol%이하 값을 만족하였다..

  2.2.3 형식시험 
형식시험은 기계적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Strain gage를

설치한 후 <그림 4, 5>와 같이 내부압력시험과 굽힘시험을 진행하였고
시험조건 및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굽힘시험 및 내부압력시험 조건 및 결과

내부압력

시험

구분 압력(kgf/cm2) 잔류응력(%) 기 준

1단계 14 (2*MSP) 0.01/0.01 ±5%이하

2단계 28 (4*MSP) 0.01/0.01 -

3단계 28 (SIP) - 비파괴

굽힘시험

구분 하중 (kN) 잔류응력(%) 기준

1단계 7(MML) 0.01/0.01 -

2단계 12.5(1.5*MML) 0.04/0.01 ±5%이하

3단계 17.5(2.5*MML) 0.01/1 비파괴

<그림 4> 내부압력시험             <그림 5> 굽힘시험

  2.2.2 GIS (Gas Insulated Switchgear)와 Bushing 호환시험
당사의 Composite Bushing을 GIS에 조립하여 <표 4>와 같이 시험

을 진행하였고 모든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4> 성능확인 시험 항목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362kV GIS용 Composite Bushing 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Composite Bushing 단품은 IEC 61462에 따
라 설계 시험 및 형식시험을 진행하였으며 GIS와의 호환성능은 IEC
60137에 따라 설계시험을 진행하였다. 단품시험 및 GIS 호환성능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향후 GIS Bushing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설비용
Bushing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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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항 목 시험 기준 결 과

전기적

절연시험

부분방전 시험 220/314kV, 5pC↓

Pass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520kV / 1min

뇌충격 내전압 시험 ±1175kV, 각15회

주수 내전압 시험 ±950kV / 각15회

0기압 상용주파

내전압시험
520kV / 1min

전파장해 전압시험 362/√3.1=230kV,
2,500μV 이하

온도상승시험 허용 한도

기밀시험 520kV / 1min

캔틸레버

하중시험

캔틸레버 하중시험
7kN/1min,

손상 없을 것

부분방전시험 220/314kV, 5pC

장기과전압 시험 335kV / 약4.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