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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송전선로에 피뢰기 적용은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내뢰 대
책중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
로 확대적용이 예상된다. 송전선로용 피뢰기는 변전소에 설치되는 피뢰
기와는 달리 영구 고장시에도 운전이 가능한 갭형 타입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345kV 송전선로의 2회선 동시고장
예방을 위해 개발된 송전선로용 피뢰기의 주요 규격시험 방법과 최근에
수행된 시험 결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규격시험은 내부특성소자, 본
체, 설치장치, 부속재에 대해 시행되며 기본적으로 IEC 규격을 준용한다.

1. 서    론

고장통계에 따르면 순간정전을 포함한 송전선로의 고장원인 중에서
낙뢰에 의한 고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력기기의 품질이 향상되고 시스템의 운영기술이 발전하여 자연재해
이외의 고장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고
장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낙뢰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서는 가공지선 설치 및 다조화, 접지저항 저감, 아킹혼 설치, 선로용 피
뢰기 등이 있다. 이중 선로용 피뢰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뢰 대책중 기
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며 설치가 용이하고 고장방지 효과를 고려
할 경우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05년 낙뢰에
의한 2회선 동시고장 방지를 위해 154kV 선로에 피뢰기를 설치하여 지
금까지 전체 철탑의 44%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단독계통, 발전
소연계, SPS운영, π분기철탑에는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최근 345kV
송전선로에도 시범적용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확대 적용을 추진중에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낙뢰고장 방지효과가 검증된 송전선로용 피뢰기를
345kV로 확대 적용함에 있어 수행된 규격시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방
법 및 결과를 공유함으로서 보다 많은 산업체와 학교에서 피뢰기를 포
함한 고전압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기술적인 지식을 넓혀
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본    론

송전선로용 피뢰기는 뇌써지의 침입시 아킹혼에 의한 섬락 이전에 외
부 직렬갭 및 피뢰기를 통하여 뇌써지 전류를 신속히 방전시켜 송전선
로가 차단되지 않고 상용주파의 속류도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규격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뢰기 내부 특성소자를 포함한 본체 16종, 설치장치 7종, 부속
재 2종에 대해 시행되며 기본적으로 IEC 규격을 준용한다. 피뢰기 본체
는 내부 특성소자와 본체 하우징에 대해 수행되며, 설치장치는 피뢰기를
철탑 애자장치에 실사용 상태로 설치한 조건하에서 수행된다.

 <표 1> 규격시험항목

본체

외관구조검사, 절연저항시험, 누설전류시험, 동작개시전압시험
상용주파내전압시험, 뇌충격내전압시험, 제한전압시험
뇌방전능력시험, 방전내량시험, 방압시험, 진동시험, 인장시험
굽힘시험, 기후노화시험, 부분방전시험, 난연성시험

장치
외관구조검사, 상용주파내전압시험, 개폐과전압시험
뇌충격절연협조시험, 속류차단시험, 코로나특성시험, RIV시험

부속재 외관구조검사, 도금시험

  2.1 피뢰기 본체

  2.1.1 누설전류시험
피뢰기 단자간에 최고운전전압(362kV/√3)의 전압을 인가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누설전류를 측정하며 총 누설전류는 IT는 0.8㎃, 저항성 누설
전류 IR은 200㎂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회로는 그림 1(좌)과 같으며, 시

험결과는 3개의 시료에 대해 IT 0.4㎃, IR 130∼140㎂ 값을 나타내어 양
호한 특성을 보였다.

  2.1.2 동작개시전압시험
피뢰기에 흐르는 저항성 전류 파고치가 1㎃ 또는 제작사에서 제시하
는 전류값에서의 측정값을 1A일 경우로 환산한 값이 정격전압 파고치
(288㎸×√2=408㎸)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회로는 그림 1(우)과 같으며,
시험결과는 3개의 시료에 대해 438∼440kV 값을 나타내어 기준치에 만
족함을 보였다.

<그림 1> 시험회로(누설전류시험(좌), 동작개시전압시험(우))

  2.1.3 상용주파내전압시험
피뢰기 소자를 제거한 상태에서 분당 3㎜의 주수조건에서 정격전압
(288㎸/set=144㎸/unit)을 1분간 인가하여 시험하며 섬락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시험회로는 그림 2(좌)와 같으며, 시험결과는 3개의 시료에
대하여 unit당 144∼145㎸를 인가하여 섬락이 발생하지 않아 기준치에
만족함을 보였다.

  2.1.4 뇌충격내전압시험
피뢰기 소자를 제거한 상태에서 1.2/50㎲의 뇌충격전압(1,000㎸/set=
500㎸/unit)을 정극성, 부극성 각 15회 인가하여 3회 이상의 섬락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회로는 그림 2(우)와 같으며, 시험결과는 3개의
시료에 대하여 unit당 정극성 512∼533㎸, 부극성 520∼538㎸를 인가하
여 섬락이 발생하지 않아 기준치에 만족함을 보였다. 그림 3은 정극성
(좌), 부극성(우)의 뇌충격전압 인가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시험회로(상용주파내전압시험(좌), 뇌충격내전압시험(우))

<그림 3> 뇌충격전압 인가파형(정극성(좌), 부극성(우))

  2.1.5 제한전압시험
피뢰기의 제한전압은 정격방전전류 15㎄(2/20㎲) 인가시 840㎸이하,
최대방전전류 40㎄(2/20㎲) 인가시 1,000㎸ 이하이어야 한다. 시험회로는
그림 4(좌)와 같으며, 시험결과는 3개의 시료(특성소자)에 대해 각각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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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1,035∼1,055㎸(100㎄(4/10㎲) 인가시 1,430㎸ 이하의 동등규격
으로 시험) 값을 나타내어 우수한 제한전압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우)는 정격방전전류(상)와 최대방전전류(하) 인가파형과 특성소자의 제
한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제한전압 시험회로와 각 인가전류에 대한 제한전압 파형

  2.1.6 뇌방전능력시험
뇌방전능력시험을 위해서는 먼저, 3개의 시료(특성소자)에 대해서 동
작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을 측정하고, 이 3개의 시료를 각각 6개의 그룹으
로 나누어 18번의 뇌방전시험을 하는데, 그룹당 50∼60초 간격으로 대기
온도에서 시료를 냉각하며 시험한다. 18번의 시험후 동작개시전압과 제한
전압을 측정하여 시험전후의 값이 -2%∼5%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시험
회로는 그림 5(좌)와 같으며, 동작개시전압은 ±0%, 제한전압은 +0.7∼
+1.3%의 값을 나타내어 규정된 값에 만족함을 보였다. 그림 5(우)는 시험
전후의 방전전류 인가파형과 특성소자의 제한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뇌방전능력 시험회로와 인가전류에 대한 제한전압 파형

  2.1.7 방압시험
피뢰기 특성소자를 휴즈 등으로 단락시켜 50㎄×0.2초 및 600A×1초(2
초에서 1초로 규격변경)의 상용주파전류 실효치를 인가하여 시험한다.
(51.7∼62.4)㎄×(0.20∼0.22)초 및 (640∼730)A×(2.11∼2.12)초의 정격방압
전류를 인가하여 피뢰기의 폭발 또는 비산이 없어 기준치에 만족함을
보였다. 그림 6은 시험전후의 방압시험 사진(상)과 각각의 인가전류 파
형(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시험전후의 방압시험 사진과 인가전류 파형

  2.2 피뢰기 장치

  2.2.1 개폐과전압시험
주수조건(3㎜/min)하에서 표준 개폐임펄스전압(250/2,500㎲)을 승강법
에 의해 인가하여 측정한 50% 섬락전압 V50과 표준편차 σ로 계산된 개
폐과전압 VWS=V50(1-mσ)을 측정한다. 여기서, m의 기본값은 1.3이며,
당해 시험에는 3으로 하였다. 시험회로는 그림 7(좌)과 같으며, 시험결과
는 2개의 시료에 대하여 정극성의 경우 V50=722∼788kV, σ=2.8∼4.8,
VWS=662∼675㎸, 부극성의 경우 V50=841∼875kV, σ=5.1∼5.2, VWS=714
∼739㎸ 값을 나타내어, 기준치(662㎸ 이상)에 만족함을 보였다.

  2.2.2 뇌충격절연협조시험
파두충격방전시험과 뇌충격방전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파두충격방
전시험은 상승률 1,500㎸/㎲ 이상의 정극성 및 부극성의 뇌충격전압을
애자장치에 각 5회 인가하여 방전이 직렬갭에서만 일어나야 하며, 애자
장치에 섬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회로는 그림 7(우)과 같으며,

시험결과는 2개의 시료에 대하여 정극성, 부극성 동일하게 1,510㎸(1,480
㎸/0.98㎲)를 인가하여 방전이 직렬갭에서만 발생하여 만족한 성능을 보
였다. 뇌충격방전시험은 승강법에 의해 측정한 피뢰기의 정극성 및 부극
성 50% 뇌방전전압 U50과 표준편차 σ로 계산된 U50(1+2.5σ)의 피크값을
갖는 정극성 및 부극성 뇌임펄스를 각각 15회 인가하여 시험한다. 이때
피뢰기 갭간격은 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증가시킨다. 시험결과는 2개의
시료에 대하여 정극성 뇌임펄스전압 1,325㎸(U50=1,250kV, σ=2.4), 부극
성 뇌임펄스전압 1,433㎸(U50=1,355kV, σ=2.3)을 인가하여 섬락이 발생하
지 않아 만족함으로 보였다. 그림 8은 파두충격방전시험(상)과 뇌충격방
전시험(하)의 인가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시험회로(개폐과전압시험(좌), 뇌충격절연협조시험(우))

<그림 8> 뇌충격절연협조시험 인가파형(정극성(좌), 부극성(우))

  2.2.3 속류차단시험
등가염분부착밀도 0.5(㎎/㎠)의 오손 조건하에서 정격전압(288㎸)을 인
가한 상태에서 정극성 및 부극성 뇌충격전압을 상용주파전압의 파고치
부근에서(정극성 60°∼90°, 부극성 240°∼270°) 각 5회 인가하여 시험한
다. 이때 피뢰기는 직렬갭에서의 방전후 매회 속류를 1/2 Cycle 이내에 차
단하여야 한다. 시험회로는 그림 9(좌)와 같으며, 1/2 길이의 연면거리를
가지는 시료에 144㎸의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류를 정극성 90°, 부극
성 270°에서 인가한 결과 1/2 Cycle 이내에 차단되어 기준치에 만족함을
보였다. 그림 9(우)는 속류차단시험을 위한 인가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속류차단 시험회로와 인가파형(정극성(상), 부극성(하))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45kV 송전선로의 2회선 동시고장 예방을 위해 개발
된 송전선로용 피뢰기의 주요 규격시험 방법과 최근에 수행된 시험 결
과에 대해 논하였다. 규격시험은 피뢰기 내부특성소자, 본체, 설치장치,
부속재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기본적으로는 IEC 규격을 준용하였다. 25
종 전체에 대해 본 논문에서 기술해야 하나 지면 관계상 본체 7종, 실사
용 상태로 철탑에 설치된 조건하의 3종에 대한 시험방법과 결과를 기술
하였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송변전용 피뢰기와 고전압분야에 대
한 국내 산업체와 학교에서의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면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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