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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직류차단기 내부 아크 러너 구조에 따라 아
크에 작용하는 구동력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해 아크 러너 기울기를 변화에 따라 아크 구동력을 계산하였으
며, 결과 값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아크 구동력 차이의 발생을 확
인하였다. 구동력 차이의 발생 원리를 알아보고 아크구동력 향상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결과 방안을 차단시간 단축 요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    론

최근 들어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전기자동차 등 직류부하 수요
의 발생으로 직류배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류배전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을 통한 전력품질 향상 및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
보를 위해 직류차단기의 역할은 중요하다. 직류전류는 교류전류와 달리
자연적인 전류 영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기의 접점이 열리더라
도 회로 인덕터 성분에 의한 아크의 발생으로 고장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된다. 차단기는 회로보호 및 차단기 자체 보호를 위해 개극 시
발생한 아크를 신속히 소호해야 한다.
그림 1은 직류차단기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만을 나타낸 것으로써 아크

챔버, 아크 러너, contact 및 splitter plate를 나타내었다. 사고 시 차단기
가 동작하면 접점이 열리고, 인덕터에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방출되어 접
점 사이에서 아크와 아크열이 발생한다. 아크열은 이온 및 금속증기를
발생시키며, 아크의 형성을 유발한다. 형성된 아크를 통해 전류가 흐르
게 되며, 발생하는 열에 의해 아크가 유지된다. 아크는 열의 유동으로
인해 이동하게 되고, 아크근이 접점에서 아크 러너로 이동하면 아크 러
너와 아크를 통해 전류(commutation)가 이루어진다. 아크 러너는 아크
가 아크 챔버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아크근이 러너를 따라 이동, 아크는 챔버 내부 splitter plate에 의해 잘
게 나뉘게 된다. 아크는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작아지므로 아크 챔버
내부에서 냉각을 통해 온도를 낮추면 아크는 제거된다. 차단기는 차단시
간을 줄이기 위해 아크를 신속하게 아크 챔버 내부로 밀어내는 것이 중
요하다. 하지만 아크가 splitter plate와 접하면 아크근의 이동속도가 감
소한다. 아크 이동의 지연으로 아크 러너 및 splitter plate에 국부적으로
열이 집중되면서 과열이 발생하여 차단기 내부가 손상이 발생하고, 이온
및 금속증기 발생의 증가로 back commutation 발생 확률이 상승, 차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단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아크 구동력 증가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상용 유한요소해법 프로그램
인 COMSOL 5.0을 활용하였으며 Magnetic and Electric Field 모듈을
적용하여 아크 러너의 기울기에 따른 아크 구동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직류차단기의 구성요소

2. 본    론

  2.1 로렌츠 힘
아크 구동력 발생 원리는 열 유동에 의한 힘과 전자계에 의한 힘이

다. 자기장 공간 내부에 전하량 q 입자가 v의 속도록 이동할 경우 발생
하는 힘은 로렌츠 힘이다. 로렌츠 힘은 비오-사바르 법칙 및 자속 밀도
에 기반한 식 (2)과 같이 표현된다[1].

  ∙× (1)

   × (2)

아크의 경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면서 아크 주위에 자속밀도가 형성된
다. 아크의 구부러진 형상으로 인해 자속밀도 차이가 발생, 아크에 로렌
츠 힘이 작용하며 아크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본 논문
은 아크 구동력 요소 중의 하나인 로렌츠 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다.

  2.2 차단기 모델 구성 및 시뮬레이션 과정
그림 2는 아크 구동력을 계산하기 위해 설계한 차단기 시뮬레이션

3D모델이다. 아크 챔버, 아크 러너 및 하부 플레이트를 구성하였으며,
구동부 이외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생략하였다. 또한 차단기 형상을 최
대한 간소화하여, 아크 구동부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아크 형상의 경우, 아크 발생 후 아크 러너 측에서 전류
(commutation)가 진행된 직후의 상황을 모의하였다.
아크는 많은 물리현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물리 해석은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크 구동 시 구동부 형상에
따른 로렌츠 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자계 모듈을 활용
한 아크 해석을 진행하였다.
아크 형상의 결정에 있어, 아크 블랙박스 모델 설계 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Cassie 모델을 적용하였다[2]. Cassie 아크 모델의 경우 저전
류 영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대전류 영역에서는
상당한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크의 직경은 도
전율에 의해 결정되며, 온도 해석이 반영되지 않은 본 해석의 경우, 아
크는 일정한 도전율을 갖게 되어 일정한 직경을 가진 원기둥 형태의 아
크 모델이 설계되었다. 기존 문헌 자료에 의하면, 아크에 작용하는 힘은
항력과 로렌츠 힘이며, 두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아크러너가 구부러진 지점, 즉 아크 챔버 입
구 부근에서 아크가 머물러 있는 현상인 Stagnation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한 아크 동작 특성을 고려하여, 아크 챔버 입
구에서의 Stagnation이 고려되었다[3].

<그림 2> COMSOL 3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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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성요소 물성치

적용위치 물 질
도전율
[S/m]

상 대
투자율

상 대
유전율

Chamber bakelite 10-12 10-9 5.5

Arc Metalic vapor 1000 1 1.0005

Arc
runner

Iron 1.127 5000 Infinite

Medium Air 1.8-14 1 1.0005

그림 3-(a)는 설계된 아크 러너 및 가변 파라미터인 아크 러너의 경
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과 같이 lower plate 사이의 각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아크 러너의 기울기를 변경하였다. 각도는 0, 10, 20, 30 deg
의 총 4가지의 경우를 모의하였다. 아크의 이동은 시간에 따른 아크근의
위치를 변경시켜 아크 이동을 모의하였다(그림 3-(b)). 시뮬레이션으로
부터, 아크근의 변위에 따라 작용하는 수직방향 로렌츠 힘의 결과를 그
림 4의 지점에서 추출하여 그림 5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a) 아크 러너 기울기 변수 (b) 아크 이동

<그림 3> 아크 러너 형상 설계 및 아크 거동특성 분석

<그림 4> 로렌츠 힘 측정 위치

  2.3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아크근의 변위에 따른 로렌츠 힘의 변화 곡선은 그림 5와 같다. 시뮬

레이션 결과로부터, 아크 러너 기울기에 따라 아크에 작용하는 로렌츠
힘의 크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크 러너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로렌츠 힘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결과 데이터를 non-linear
fitting 방식을 통해 근사하였을 경우, exponential 분포를 나타내었다.
아크 발생 초기에는, 아크 러너의 형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로렌츠 힘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아크근이 이동하면서 아크 러너의 구부러진 구간
에 이르면 로렌츠 힘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 구간에서 아크 러너의 기
울기가 증가하면 로렌츠 힘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5> 시간에 따른 아크에 가해지는 로렌츠 힘의 변화

<그림 6> 아크 형성 시의 전류 밀도 측정 결과

아크 러너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아크 길이의 감소에 의해 아크 저항
이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류 밀도가
증가하고 이와 비례하여 로렌츠 힘 크기가 증가한다. 아크 러너의 기울
기 변화가 구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크 이동과정 중에 발생
하는 감속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크 러너 기울기 크기가 커짐에 따라 아크 길이 아크 신장 속
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크 러너 기울기 변화를 통해 구동력 차이를 확인하
였다. 아크 러너의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아크에 작용하는 로렌츠 힘이
증가하여 아크 이동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차단기 크기
및 아크길이 신장 속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기울기 증가에 제한이
있다. 차단기는 아크가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
만, 동시에 아크 전류의 세기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아크 러너의 기울기와 아크 전류 감소속도를 고려한 절충안을 통해
아크 러너의 기울기를 정하여 차단기의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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