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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낙뢰에 대한 전력계통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피뢰기/아
킹혼의 적절한 보호작동 설계가 필요하다. 피뢰기/아킹혼은 낙뢰에 의해
이상전압 발생시 섬락 동작을 통하여 계통을 보호하므로, 절연파괴 특성
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피뢰기/아킹혼의 섬락
동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절연갭의 미세조정에 따른 절연파괴 특성
에 대한 연구를 실험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갭간격이 증가할
수록 절연파괴전압은 증가하고, 그 증가폭은 지수적으로 감소하
는 전형적은 방전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상세한 변화 값을 측
정하였다. 또한 표준 갭간격에서의 섬락특성과 섬락전압 분포도
를 구하여 절연협조 상태를 분석하였다.

1. 서    론

가공 송전선로의 대부분은 자연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
므로 태풍, 낙뢰,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확률
은 상시 존재하게 된다. 특히 낙뢰의 경우, 송전선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위한 대책의 개
발과 적용은 송전선로의 안정적인 운용에 중요한 요소이다[1-3]. 송전선
로 또는 송전철탑에 뇌격이 발생할 시 이로 인한 사고전류와 이상전압
를 신속히 제거하여 애자련을 보호해주는 주요 설비로는 피뢰기/아킹혼
이 있으며, 이들의 보호작동 설계에 있어서 속류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피뢰기, 아킹혼은 애자련의 보호뿐만 아니라 전압
분담을 보다 균일하게 하여 코로나 특성을 양호하게 해주는 역할 또한
수행하므로 다른 애자장치 금구류보다 전기적 특성을 더 중요하게 연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뢰기와 아킹혼의 동작특성은 섬락 즉, 절연파
괴 특성으로 결정되며, 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렬갭의
길이의 설정이 중요하다. 적절한 직렬갭의 설정과 이에 따른 적절한 동
작특성을 위해서는 미세 직렬갭 조정을 통한 피뢰기/아킹혼의 섬락특성
및 절연협조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4].

2. 본    론

  2.1 실험방법
  임펄스 내전압실험은 IEC60060-1의 6.1항의 기준으로 수행되
었다. 실험에 사용된 임펄스의 파두장은 파고값의 10%∼90% 상
승시간 1.2[㎲] ±30%, 파미장은 뇌임펄스의 규약원점과 전압이
파고값의 1/2로 되는 시점의 값 50[㎲]±20%를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V50% 섬락전압의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IEC60060-1 1.2항을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그림 1은 실험에 사용된 154[kV] 송전용 피뢰기와 아킹혼이다.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154[kV] 송전용 피뢰기/아킹혼

송전용 피뢰장치의 사양, 특성 및 시험은 각 전력회사의 구매규
격 시방서로 결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현재 일부 기술 보고서
및 관련 기술의 조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345[kV] 송전용 피뢰기 금구개량을 위한 기초시험으로
IEC60060-1, 2, 4에 의한 뇌 임펄스내전압 및 개페 임펄스내전압
실험을 하였고, 그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표준 방전갭 630[mm]
를 기준으로 +20[mm] 가산시 V50% 섬락전압의 표준편차를 취
득하였다.
그림2는 실험에 사용된 고전압 시스템으로 막스 고전압 발생
기의 원리를 적용한 Impulse Voltage Test system이다. 뇌임펄
스는 각 단에서 100[kV]로 충전된 후 직렬회로 절연갭으로는 최
대 1600[kV], 병렬회로 절연갭으로는 최대 개페서지 1200[kV]까
지 인가할 수 있으며, 절연파괴전압의 충·방전 소요시간은 약
80[s]이다.

<그림 2> 실험용 154[kV] 송전용 피뢰기/아킹혼과 막스 고전압발생기

  2.2 실험결과

 <표 1> 154[kV] 송전용 피뢰기 특성 실험 결과

인가
전압

실험
대상

갭 간격
[mm]

V50%
[kV]

편차, σ
방전전류
[kA]

뇌
임펄스

피뢰기
실험

590 -682.0 8.3267

-1.990

610 -678.2 10.3263

630 -702.1 10.1267

650 -728.6 8.3299

670 -736.4 9.7153

피뢰기
단락
실험

590 -479.3 11.6277

-2.120

610 -486.0 8.7939

630 -501.4 6.3888

650 -518.7 4.9889

670 -526.3 9.2702

개폐
임펄스

피뢰기
실험

590 -608.6 7.42307

-1.490

610 -630.0 6.32456

630 -654.0 7.11805

650 -665.3 6.18241

670 -684.4 11.1629

피뢰기
단락
실험

590 -416.7 4.71405

-1.540

610 -430.7 4.57366

630 -450.7 4.57366

650 -473.3 5.96285

670 -489.3 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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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154[kV] 송전용 아킹혼 뇌임펄스 특성 실험 결과

시험
항목

애자개수
[EA]

애자련
[mm]

아킹혼
길이
[mm]

혼능률
[%]

V50%
[kV]

편차, σ

뇌임펄스
(정극성)

11 1606 1266 78 809.4 27.2

12 1752 1412 80 896.7 12.9

13 1898 1558 82 983.3 24.4

14 2044 1704 83 1056.7 13.4

뇌임펄스
(부극성)

11 1606 1266 78 -893.3 17.6

12 1752 1412 80 -953.3 22.9

13 1898 1558 82 -1053.3 12.9

14 2044 1704 83 -1153.3 12.9

표 1과 2는 154[kV] 송전용 피뢰기와 아킹혼의 뇌, 개폐임펄스
실험결과로서, 절연갭의 미세조정에 따른 섬락전압 및 편차이다.
실험결과, 피뢰기, 아킹혼 모두 갭 간격이 증가할수록 절연파괴
전압이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절
연파괴 특성을 나타낸다. 피뢰기의 경우 갭간격 증가에 따른 섬
락전압의 변화가 아킹혼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며, 아킹혼의 경우
는 섬락전압 변화량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는 피뢰기의 경우,
섬락전압의 변화가 지수적 변화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아킹혼의
섬락전압의 변화는 변곡점 이후에 따른 특성으로 사료된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피뢰기 대비 단락 피뢰기의 섬락
전압 차이를 알 수 있으며, 건전한 피뢰기는 평균 702.1[kV]이며
단락시는 501.4[kV]이다.
154[kV] 송전선로용 피뢰기와 아킹혼의 절연협조 특성을 알기
위해 실험에서 얻은 표준 갭에서의 뇌임펄스 전압과 편차를 이
용하여 피뢰기와 아킹혼의 섬락특성과 섬락전압 분포도를 각각
구하여 표3과 그림3에 나타내었다. 피뢰기, 아킹혼의 평균 V50%
의 정규섬락전압 분포도에서 겹쳐지는 부분, 즉 절연협조가 실패
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건전상태의 송전용 피뢰기와
아킹혼에 섬락전압이 동시에 인가되었을 때 아킹혼에서 대부분
의 섬락은 피뢰기에서 발생하게 된다.
 
 <표 3> 154[kV] 피뢰기/아킹혼 섬락특성

154 kV 송전선로
뇌임펄스 섬락전압

[kV]

피뢰기
(갭: 630
mm)

V50% 702.10

표준편차(σ) 10.13

2σ
max(V50%+2σ) 722.36

min(V50%-2σ) 681.84

3σ
max(V50%+3σ) 732.49

min(V50%-3σ) 671.71

아킹혼
(갭: 1250
mm)

V50% 872.00

표준편차(σ) 7.48

2σ
max(V50%+2σ) 886.96

min(V50%-2σ) 857.04

3σ
max(V50%+3σ) 894.44

min(V50%-3σ) 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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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4[kV] 피뢰기/아킹혼 섬락전압 특성 (절연협조)

  2.3 154[kV] 송전용 피뢰기, 아킹혼에서의 전계분포
그림 4는 154 kV 송전선로의 애자련에 설치된 아킹혼, 피뢰기
의 전계분포를 Comsol Multiphysics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4
(a)의 경우처럼 아킹혼과 피뢰기가 동시에 설치된 경우, 전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부분은 총 6곳의 돌출부로 각각 아킹

혼(a. a'), 피뢰기(b, b'), 애자련의 금구(c. c')이다. 이 중 전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부분은 피뢰기의 양 끝단이며, 각각

≈×
, ′≈×이다. 두 번째로는 아킹혼의

양 끝단이며, 각각 ≈×
, ′≈×이다. 이

둘을 비교하면, 피뢰기의 전계가 1.2∼2.2배 더 강하기 때문에 코
로나 방전이 발생하였을 때 피뢰기의 양 끝단에서 더 강한 코로
나 방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아킹혼과 피뢰기의 양 끝단간의
거리는 각각 1240[mm]와 630[mm]로 동일한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각각의 양 끝단간의 전계는 피뢰기가 아킹혼에 비하여 약
2.0배 이상 강하게 형성되므로 피뢰기에서 발생한 코로나 방전이
섬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크다.
애자련에 분포하는 전계는 중간에 위치하는 애자에 비하여 양
끝에 위치한 애자에서 보다 강한 전계가 형성되므로 되므로 위
의 그림 4(a)처럼 양 끝단 금구(c, c')에서 강한 전계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는 ≈×
, ′≈×로 아킹

혼이나 피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으며, 또한 애자련의 표면
길이는 아킹혼이나 피뢰기에 비하여 매우 길기 때문에 이를 따
라 섬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사료된다.

  (a) 피뢰기-아킹혼 전계분포    (b) 피뢰기 단독 설치시 전계분포

<그림 4> 애자련 구성요소의 전계분포

3. 결    론

낙뢰에 대한 전력 계통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피뢰기, 아킹혼의
적절한 보호작동 설계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54[kV] 송전선로용
피뢰기, 아킹혼의 섬락 동작에 가장 직접적인 요소가 되는 절연갭의 미
세 변화에 따른 절연파괴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험적으로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갭간격이 증가할수록 절연파괴전압이
증가하고 그 증가폭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전형적 절연파괴특
성을 보이지만, 그 변화량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피뢰기의 경우,
섬락전압의 변화가 지수적 변화의 변곡점에 위치하여 갭간격 증
가에 따른 섬락전압의 변화가 아킹혼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반면, 아킹혼의 경우는 변곡점 이후의 특성에 따르므로 그 변화
량이 일정하다.
피뢰기와 아킹혼의 절연협조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실험
에서 얻은 표준 갭에서의 뇌임펄스 전압과 편차를 이용하여 섬
락특성과 섬락전압 분포도를 구하고, 각 부의 전계분포를
Comsol Multiphysics로 나타내었다. 피뢰기와 아킹혼의 평균
V50%의 정규섬락전압 분포도에서 겹치는 부분, 즉 절연협조가
실패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계분포에 있어서도 피뢰기의
전계분포가 보다 우세하므로, 154kV 송전용 피뢰기와 아킹혼에
섬락전압이 동시 인가되었을 때, 아킹혼에서 섬락이 발생할 가능
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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