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기 점검 지침서
25.8kV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

1. 운 전
(1) 일반사항
동방전기공업(주)의 개폐기의 안전한 운전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읽어보시고 각 부품 및 조작에 대해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개폐기 운전 전 점검사항
1) 붓싱은 잘 닦여져 있는지 확인한다.
2) 붓싱의 접지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한다.
3) 제어함의 가스압력 저하 표시램프의 점등 유무(점등 시 운전 중단).
4) 개폐기본체의 가스압력 저하 표시기 확인(적색 표시일 때 운전 중단).
5) 개폐기 및 제어함의 접지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3) 개폐기 운전
1) 수동조작
수동핸들의 오른쪽 적색부위를 아래 방향으로 당기면 투입되고 표시기는
“닫힘”을 가리키며, 수동 핸들의 왼쪽 녹색부위를 아래 방햐으로 당기면
개방되고 표시기는 “열림”을 가리킵니다.
2) 제어함 조작
- 현장조작 : 조작 선택 스위치를 “현장”위치에 선택하고 닫힘, 열림
스위치로 조작합니다.
- 원격조작 : 조작 선택 스위치를 “원격”위치에 선택하고 닫힘, 열림
스위치로 조작합니다.
(4) 운전 후 조치사항
1) 보호 장치의 동작
운전개시 후 보호 장치가 동작할 경우 일단 개폐기의 전원을 끄고 당사로
연락하시어 고장요소가 어디인지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용하시
길 바랍니다.
2) 유지지침에 의한 운전
운전개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유지관리에 의하여 계속 운전해 주십시오.

2. 유지관리 및 점검주기
1) 개폐기 점검의 종류
종

류

실 시 간 격

실 시 내 용
개폐기의 외부 상태 및 계기에

일상점검

매월 일정시간 실시

정기점검

수개월 또는 지정횟수 마다 점검

임시점검

임시 및 돌발 사태후

대한 운전 기록 작성

2) 일상점검
점검항목

점검주기

압력 표시기

매 일

가스 누밀로 인한 표시기 동작(적색표시)

동작 표시기

매 일

닫힘(부하상태),열림(개방상태) 상태확인.

제 어 함
이상음

매 일

Door Lamp 및 제어부 각종 표시 Lamp 확인.
과전압, 코로나 발생, 내부 사고 발생 국부 과열

및 냄새
단

자

매 일
매 일

이상 및 추정원인

온도 상승 과대, 도장 부분 과열
접속부분의 이완, 접촉면의 부식 과전류

3) 정기 점검
점검항목

점검주기

동작상태

1 년

수동 및 자동 동작시 개폐기의 동작원활

1 년

수동 및 자동 조작시 제어부 각종 Lamp 이상유무 확인

배터리전압

1 년

DC 25.4V 이상임을 확인한다.

GAS 압력

1 년

제어부
각종 LAMP

이상 및 추정원인

압력 주입구에 외부 압력계를 셋팅하여
압력확인:0.7kg/㎠ 이상유지.

3. 기타 점검 사항
(1) 도장 상태
도장상태는 1년에 한번씩 검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접부분이 제일 먼저

벗겨지기 쉬우므로 만약 도장이 벗겨지면 즉시 재 도장 하여야 하며 해변가
에 설치된 변압기는 1년에 2회씩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붓싱 외관검사
부싱은 정기적으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붓싱에는 먼지 염분 석탄가루
산화물 등이 묻게 되면 그 자체 절연내력을 저하하므로 코로나 현상이 일어

나 섬락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붓싱은 1개월에 1회씩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먼지가 많은 지역 염분을 많이 포함한 산성의 지역
에서는 청소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붓싱 청소 시에는 변압기의 운전을 중지해야 하며 1차 측 차단기를
차단시켜 야 합니다.
(3) 기타
기타 사고나 수해시에는 제작사와 의뢰하여 수리 및 안전검사를 받아 사용
하기기 바랍니다.
4. 상기와 같이 점검 후 개폐기 이상시 전원을 끄고 반드시 당사로 연락하시고
A/S 인원이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로 조작하지 말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