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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 차단기(gas circuit breaker, 이하 GCB)는 정상부하 개폐 

및 사고전류 차단 시 발생하는 아크(arc)를 가스용기(gas interrupter)
에서 소호시켜 신속하게 회로를 분리시키는 기기이다. 접점의 신속

한 개폐를 위한 GCB의 핵심 부분은 전기적 신호를 차단(open) 
또는 투입(close) 동작으로 연결시켜 주는 기계 시스템이다. 이 기계 

시스템은 개폐 스위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전기 모터에 

의해서 스프링에 미리 충전된 탄성에너지를 캠(cam)과 링크를 이용

한 기구부(spring operating mechanism, 이하 SOM)에서 운동에너

지로 변환시켜 접점을 개폐하는 운동을 생성하게 된다.
Fig. 1은 스프링 조작기(SOM) 투입대기 상태를 나타내며, 이

때 차단기의 접점은 개방, 투입 스프링(그림의 상단 스프링)은 압

축된 상태이다. 그림에서 초기 투입 캠(close cam)은 시계방향의 

회전력을 받고 있으나, 투입 래치(latch)에 의하여 캠의 회전 운동

이 구속된 상태이다. 수동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투입 래치를 해

제하면 캠이 회전하기 시작하고 캠은 변환레버를 밀어 접점이 닫

히고(투입) 차단 스프링은 압축되어 투입 상태가 된다. 즉 투입 

동작, 즉 접점을 닫을 때 스프링 구동 캠 기구가 사용된다. 하지만 

접점의 투입특성을 만족하도록 잘 설계된 투입 캠의 경우에도 신

뢰성 확보를 위한 다빈도 개폐동작 시험 시, 개발회사 자체 요구수

명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표면피로파손(Fig. 2 참조)[1]이 종종 발

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CB 스프링 조작기 기구부(SOM)의 로커 

암 비(rocker arm ratio, 이하 RAR) 변화를 통해서 캠 표면피로수

명의 주요 인자인 접촉응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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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 조작기
2.1 투입에너지

투입 캠 표면에 작용하는 접촉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캠 축

(cam shaft)의 회전 각속도( )를 알 필요가 있고, 본 논문에서는 

Fig. 1의 투입 스프링의 작동을 Fig. 3의 슬라이더-크랭크 기구로 

간주하여 예측하였다. 즉 Fig. 3에서 슬라이더로 묘사된 투입 스프

링이 초기 압축상태에서 스프링 작용력  에 의해 이완될 때 캠 

축(크랭크 축) 회전 모멘트  을 발생시키고 다음과 같이 결정[2]할 

수 있다.

   cos sin

  sin ≈tan ··················· (1)

캠 축 또는 크랭크 회전각을 고려하여 캠 축 회전 토크를 도시한 

그림이 Fig. 4이며, 이  -  선도의 면적이 투입에너지를 나타낸

다. 즉 GCB 스프링 조작기(SOM)의 기구부는 스프링의 위치에너

지를 바탕으로 기구부의 연쇄적인 운동을 통해 전류 차단과 투입

동작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6 kJ의 위치에너지를 가지는 투입

스프링의 작동에 의해 투입 캠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함에 의해 Fig. 
5와 같이 차단스프링의 차징 및 링크 7(슬라이더)이 가스용기(gas 
interrupter)내로 투입동작(왼쪽방향)을 수행하게 된다. Fig. 5는 

차단기 투입동작(closing operation)을 설명하기 위한 기구 골격도

이며,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SOM은 4절 기구()와 슬라이더-크
랭크 기구()의 2중 루프(loop) 평면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술하는 접촉응력 및 표면피로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링크  와 

링크  의 길이 비를 로커 암 비(RAR,  / )로 정의하였으며 

현 설계의 상세한 형상은 Fig. 6과 같다. 이때  는 롤러 종동절의 

길이  에 해당한다.

2.2 투입 캠 형상설계
접촉 3절 기구의 일종인 요동운동용 롤러 종동절(oscillating 

roller follower, 이하 ORF)을 갖는 레이디얼 디스크 캠(radial 
disk cam)은 각각의 회전중심( ,  )을 기준으로 각각  , 

의 각속도로 회전(Fig. 7 참조)하며, 캠 형상은  -고정좌표계에서

의 접촉점( )을 캠 형상좌표계인  -좌표계에서의 접촉점( )
으로 동차 좌표변환을 통해 결정[3]할 수 있다. 즉

Fig. 1 Closing operation

Fig. 2 Surface pitting on close cam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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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는 캠 및 ORF의 회전중심( ,  )을 연결한 축을  -
축으로 설정한  -피봇좌표계(Fig. 8 참조)에서의 접촉점을 나타

내며 다음과 같다.

 






   sin
   cos








 ··················································· (3)

    cos ,     sin ·················· (4)

그리고 는  -좌표계에서  -좌표계로의 동차 좌표변환 행

렬을 나타내고,  는 접촉각이며 가변 피치점()에서의 속도

( )를 고려하여 다음과 결정할 수 있다.

  tan







 





 ·················································· (5)

여기서  는 가변 피치점  의  -좌표이며 다음과 같다.

 ⋆

⋆ ································································· (6)

이때 ⋆     이며 캠 회전방향( ) 및 ORF의 위치

( )를 고려한 캠 변위선도의 유사속도(pseudo-velocity)  (후
술하는 식 (7)의  해당)를 의미한다. 

2.3 투입 캠 변위함수 및 캠 형상
투입 캠 설계를 위해 이중 정류용 3-4-5 다항식과 같은 캠 표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접점 터치 시점의 토크가 부족해 메이킹 성

능이 부족할 가능성과 불필요하게 투입 스프링 에너지를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록 표준함수는 아니지만 상기 언급한 문

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3 다항식(cubic no. 2 curve)[4,5]에 

4차식을 더한 결과를 투입 캠 상승(rise)과 하강(fall) 변위함수로 

다음과 같이 각각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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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설계자 선정의 형상계수로 적절한 값( ≤3)을 선정

함으로써 투입 스프링 에너지를 증가시키지 않고 메이킹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Fig. 9는 형상계수  의 변화에 따른 Table 1의 설계제원을 고려

하여 설계한 투입 캠 형상이다. 형상계수  =1.5를 적용한 캠 형상

과 이중정류용 3-4-5 표준함수 적용 캠 형상은 상승 시작부근에서 

Fig. 6 Rocker arm ratio, RA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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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형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형상계수  가 클수

록 캠 형상 또한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3. 캠 접촉력 및 접촉응력
3.1 로커 암 비(RAR) 

요소가 로커(rocker 또는 lever)에 의해 힘의 작용점이 분리되어 

있을 때, 등가 값은 로커 암 비(RAR)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즉 

Fig. 10과 같은 물리적인 계는 등가질량( )을 고려한 Fig. 
11(a)와 등가스프링( )을 고려한 Fig. 11(b)처럼 두 가지 등가

계로 에너지보존법칙에 의해 변경[4,5]할 수 있다. 이때 등가질량 및 

등가스프링은 레버 비 또는 RAR (  또는  )의 제곱에 비례

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     
 



 ······························ (8)

3.2 접촉력
캠 접촉력은 종동절의 변위( ), 속도( = ), 가속도( =

)를 이용하여 Fig. 12와 같이 1 자유도 집중매개변수 시스

템을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종동절의 등가질량  는 Fig. 
5의 캠을 제외한 종동절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의 질량으로서 식 

(8)의 레버 비 관계 및 3D CAD 프로그램의 모델링을 통해 쉽게 

산출해 낼 수 있고, 감쇠비  는 에너지보존법칙을 이용하여 결정

할 수 있다. 또 등가 스프링 상수  는 Fig. 5의 각 링크에 대한 

모든 강성을 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
Table 2는 본 논문의 대상인 Fig. 5의 스프링 조작기를 고려하

여 산출한 동적 등가질량, 등가 스프링상수, 감쇠비, 예력의 값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ORF용 디스크 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캠 

접촉력  를 결정할 수 있다.

   
  ···························· (9)

여기서    이다. 

3.3 접촉응력
주어진 재료물성, 곡률반경 그리고 식 (9)를 통해 얻어진 캠 

접촉력을 이용하여 Hertz 접촉응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6]할 수 

있다.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for cam profile determination

Segment Cam Angle 
Interval Rise(+) or Fall(-) Type of Motion

1 0° - 165° +45° Eq. (7a)
2 165° - 180° -1° Eq. (7b)

∙ Base Circle Radius (Rb) 38.0 mm
∙ Roller Follower Radius (Rr) 27.5 mm
∙ Length of Follower (ZL) 72.8 mm
∙ Distance between Pivots (Zxy) 130.9 mm

- Pivot Coordinate (-25, 128.5)
∙ Orientation of Cam Rotation (dir) -1 (CW)
∙ Roller Follower Position (pos) -1 (right)

c2

cam
k1

me

s
c1

xk2

Fig. 12 Single-DOF lumped equivalent dynamic model

Table 2 Effective mass, stiffness, damping ratio and preload

Parameters Values
Effective mass,  320.52 kg 

Effective stiffness,  =  0.93 kN/mm

Damping ratio,  0.6
Preload,  38.87 kN

Rocker arm ratio, RAR 1.8

a b

kA

A
B
mB

Fc(t)

Fig. 10 Spring and mass in a physical system

kA

meff

Fc(t)

x, x, x   

keff

mB

Fc(t)

x, x, x  

(a) Equivalent mass at A (b) Equivalent spring at B

Fig. 11 Equival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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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기서  는 AGMA 탄성정수[7]이고,  는 하중응력계수

(load-stress factor)[8]로 다음과 같다.

   

  ································································ (11)

이때  는 보정계수,  는 롤러 종동절과 캠 접촉점에서의 등가 

곡률반경,  은 캠 두께를 나타낸다.
ORF 캠 형상의 곡률반경()은 매개변수 곡률 식을 이용하여 결

정[3]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 cossin⋆ 

  ⋆  ⋆ cos

 

··············· (12)

여기서    이다.
식 (10)이 결정되면 캠 표면에서의 피팅(pitting) 발생수명을 다

음 식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   (cycles) ····································· (13)

여기서  는 피팅 발생수명,  는 표면피로강도,  (= 
cycles)은 접촉피로강도에 대한 정격수명이다. 또 본 논문에서 고

려한 수명지수  = -0.055 이다.

4. 결과검토

4.1 현재 설계
현재 설계된 캠 및 롤러 종동절을 고려한 AGMA 탄성정수( )

는 187.6 (MPa1/2), 표면피로강도( )는 1,897 (MPa), 캠 두께

( )는 33 (mm)이다. 식 (13)의 접촉 피로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식 (11)의 보정계수  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5로 설정하고 보정계수  의 변화에 따른 접촉응력과 접촉 

피로수명을 계산하였고, 이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식 (13)을 

이용하여 접촉 피로 수명을 계산하였을 때, 값이 증가 할수록 

최대 접촉응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접촉 피로수명이 감소

함을 확인 하였다. 보정계수  =1.2일 때 표면 피로파손이 발생하

였던 15,000 cycles의 수명과 가장 유사하였기에 이를 보정계수 

값으로 선정하였다.
보정계수  =1.2일 때 형상계수  에 따른 접촉응력과 접촉 피

로수명을 Table 4에 비교하였다. 형상계수  가 커질수록 접촉응력 

값이 작아져 수명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구수명 30,000 
cycles 이상의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현 설계의 형상계수  (=1.5)
보다 더 큰 형상계수로 설계하면 요구수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투입동작시간( )이 목표시간 85 (ms)을 초과하기에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형상계수  를 1.5 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 
즉 형상계수만의 증가는 수명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투입동작시간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

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4.2 개선 설계
현 설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Fig. 6에 도시한 바의 링크  의 

길이  =72.8 mm를  =81.8 mm로 변경하여 접촉응력과 접촉 

피로수명을 검토하였다. 즉 롤러 결합위치를 RAR=1.8에서 

RAR=1.6으로 변경하였을 때 식 (9)의 캠 접촉력 결정을 위한 등

가질량, 등가강성 등의 변화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식 (8)에서 

Table 3 Cam pitting life with variation of 



  

  (MPa)   (cycles)
1.0 2354.73 86,376
1.1 2469.66 36,319
1.2 2579.48 16,467
1.3 2684.81 7,955
1.4 2786.15 4,056
1.5 2883.94 2,166

Table 4 Cam pitting life with variation of 


  

 (ms)  (rad/s)   (MPa)  (cycles)

1.0 77 40.80 2,606.5 13,625
1.5 85 36.96 2,579.5 16,467
2.0 99 31.73 2,530.2 23,391
3.0 149 21.08 2,425.4 50,472

RAR=1.8
RAR=1.7

RAR=1.6

Fig. 13 Comparison of cam shape according to 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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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듯이 로커 암 비(RAR)가 작아지면 등가질량   및 등가강

성  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RAR을 1.6으로 낮추게 

되면 식 (9)의 캠 접촉력이 작아져 식 (10)의 접촉응력을 낮추게 

되고 접촉 피로수명이 약 3배 이상 증가(Table 6 참조)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RAR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캠 설계를 하게 되면 

캠 접촉력이 작아져 수명향상에는 유리하나 Fig. 13에서 볼 수 있

듯이 캠의 크기가 커지므로 부품 간 간섭, 조립 공간 확보 등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RAR를 조절하여

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CB 스프링 조작기용 투입 캠의 접촉 피로수명 

향상을 위해 요동 운동하는 원판 캠 설계방법을 제시하였고, 캠 

변위함수 및 로커 암 비(RAR) 검토를 통한 캠 표면 접촉 피로수명

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위함수의 형상계수  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 피로수명은 

증가하나 투입시간이 증가하여 투입 목표속도가 낮아지는 문제점

이 발생한다. 이에 스프링 투입에너지를 높여 문제 부분을 해결하

여야 하지만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에 적절한 형상계수 선정이 

요구된다.
둘째, 로커 암 비(RAR)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조건에서 투입속도

를 비슷하게 유지하였으며 투입에너지 증대 없이 접촉 피로수명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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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riation of   parameters according to RAR

 Description 
Values

RAR=1.8 RAR=1.6
 Effective mass,  320.52 kg 250.65 kg

 Effective stiffness,  0.93 kN/mm 0.73 kN/mm



 =1.0 40.80 rad/s 46.20 rad/s
 =1.5 36.96 rad/s 37.85 rad/s
 =2.0 31.73 rad/s 31.10 rad/s

 Damping ratio,  0.6 0.6
 Preload,  38.87 kN 34.59 kN

Table 6 Cam pitting life with variation of  when RAR=1.6


  

 (ms)  (rad/s)   (MPa)  (cycles)

1.0 68 46.20 2,488.3 31,679
1.5 83 37.85 2,415.9 54,197
2.0 101 31.10 2,354.7 86,403
3.0 152 20.67 2,261.4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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