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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의 수명
피뢰기는 낙뢰로 낙뢰 써지가 발생하면 재빨리 동작하여 피
보호측의 기기를 보호하지만 평상시에는 특별히 동작하지 않
는 기기입니다. 이 때문에 피보호측의 기기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써 피뢰기의 수명을 의식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뢰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품
은 반복된 낙뢰 써지로 서서히 열화되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
니다. 좀 번거로운 것은 그 수명이 자연현상인 낙뢰 써지의 횟
수와 크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수명을 의식한다 하여도
언제 교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
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뢰기의 수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
다.

1. 피뢰기의 내부구성
M-SYSTEM의 주요 피뢰기는 대전류를 처리하는 방전관
과 응답속도에 우수한 전압제한소자(바리스타나 다이오드)
의 2단 구성으로 피보호기기에 가해지는 써지전압(제한전기)
을 낮게 제어합니다(그림1).

3. 전압제한소자
전압제한소자로서 산화아연(ZnO) 바리스타나 다이오드
가 주로 사용됩니다.
ZnO 바리스타는 주성분인 산화아연에 여러 종류의 첨가물
질을 첨가한 후 수 천 여도로 소성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ZnO 결정입자당 약 3V의 동작전압(바리스타 전기)
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3에 표시한 바와 같이 ZnO 결
정입자가 회로상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렬로 쌓
아 올리면 바리스타 전기와 또 전극간의 면적을 바꾸면 써지
전류 내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ZnO 바리스타는 그 구조상 낙뢰 써
지를 반복하여 인가하면 열화가 진행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리스타 전압
의 저하와 누전류의 증가가 발생합니
다. 이는 낙뢰 써지의 에너지로 경계(고
저항)층의 약한 부분이 서서히 파괴(단 그림3 바리스타의
구조모식도
락)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전극간이
단락상태가 됩니다.
다이오드도 과대한 전류가 가해지면 접합부가 국소적으로
발열되고 접합부가 융해되면 단락상태가 됩니다.

그림1 피뢰기의 구성

2. 방전관
방전관은 냉음극관의 일종으로 네온사인, 형광등용 글로
램프 등의 일종입니다(그림2).
일정 이상의 전기(낙뢰 써지)가 전극간에 가해지면 방전현
상이 발생하여 절연되어있던 전극간이 단락되어 써지전류가
흐릅니다. 바리스타와 달리 단락시 전극간의 전기가 10~수
십V로 낮아져 발열 및 부피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방전관에는 방전전류 내량이 규정되어 있어, 방전이 가능한
전류와 그 방전시간은 반비례 관계
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전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방전이 가능
한 시간은 짧아지고, 그 시간을 초
과하여 방전이 이어지면 방전관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또 방전관의
절연저항은 일반적으로 1010Ω 정도 그림3 방전관의 단면도
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방전시
방전관의 내벽에 전극재료가
융해되어 부착되기 때문에 서서히 절연저항이 열화되어 갑니다.

4. 피뢰기의 열화
이상과 같이 낙뢰 써지에 의한 스트레스가 반복하여 각 피
뢰소자에 가해지면 부품의 열화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피뢰기
의 성능을 열화시킵니다.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낙뢰
써지로부터 피보호측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
우나 피뢰기는 수명이 있는 기기입니다. 피뢰기의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낙뢰를 당한 직후에도 그 때마다 피뢰기의 성능을 체크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설비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낙뢰가 발생하는 시점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명이 다 되었다는 표시기능이 있
는 피뢰기를 사용하면 점검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4에 M-System의 전지내장형, 수
명모니터 기능이 달린 전자기기 전용 피 그림4
수명모니터 기능이 달린
뢰기(형식：MDPA-24)를 나타냅니다.
전자기기 전용 피뢰기
이 제품은 램프의 점등상태로 수명을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를 가동시킨 상태
에서 손쉽게 점검작업이 가능합니다. ■

( 형 식 : M D P A -24)

낙뢰의 크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대략 낙뢰피해 횟수로 방전관
의 수명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낙뢰피해 횟수가 많아질
수록 방전관의 열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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