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박사 학위논문 

 

Pre-arc 시간 예측 기법을 고려한  

고속 접지 개폐기 전극 형상 설계 

 

Design of HSES Electrode Shape Considering 

Pre-arcing Time Prediction Method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 공학부 

강 민 철 

 



   

Pre-arc 시간 예측 기법을 고려한 

고속 접지 개폐기 전극 형상 설계 
 

 

지도 교수  윤 용 태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 공학부 

강 민 철 

 

강민철의 공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6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i 

초    록 

 

 

2차 아크 전류는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1차 사고 전류(혹은 1차 

아크 전류) 차단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고 전류를 의미한다. 2

차 아크 전류는 주로 1상 지락 사고 시 건전상과의 정전 유도 및 자기 

유도, 2차 낙뢰, CB 재발호(Restrike)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만약 2차 

아크 전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전력 계통에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기기인 GIS(Gas-insulated 

switchgear)에는 이러한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락 

전류(Short-circuit current) 투입 성능을 요구하는 고속 접지 개폐기

(HSES; High-speed earthing switch)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는 차단기(CB; Circuit breaker)와의 자동 재폐로

(Auto-reclosing) 동작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가 실패하게 되면 이후 CB와의 자동 재폐

로 동작으로 인해 전력 계통에 추가적인 사고가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

는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성패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 IEEE 14 bus system을 대상으로 2차 아크 전류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EMTP(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 시뮬레

이션을 수행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실

패 확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HSES의 전극 형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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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HSES 전극 형상 설계를 위해서, 먼저 HSES 투입 시 발생되

는 Pre-arc 시간을 예측하여 Pre-arc 시간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HSES의 전극 및 Shield 간에 절연협조를 고려하여 HSES가 안정적으

로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Pre-arc 시간 예측 

기법에서는 먼저 3차원 전계 해석 결과 및 스트리머 방전 이론 계산 결

과를 비교하여 절연파괴 시점을 예측한다. 그리고 Pre-arc 시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Pre-arc 에너지에 의해서 상승된 가스 압력을 

계산하고, 가스 압력이 가하는 Damping force에 의해 변화된 스트로크

를 고려한다. 이러한 Pre-arc 시간 예측 기법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

해 한국전기연구원에서 HSES의 투입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실험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교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HSES 전극 형상 설계 기법

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주요어 :  Pre-arc 시간 예측, 고속 접지 개폐기, 스트리머 방전 이론, 

절연협조, Damping force, 2차 아크 전류 

학   번 :  2013-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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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력 계통에서 1차 아크 전류(혹은 1차 사고 전류)가 차단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2차 아크 전류(혹은 2차 사고 전류)는 송전선로의 

정격전압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40A 이내

의 2차 아크 전류는 1초 이내에 자가 소호되지만, 그 이상의 전류는 1

초 이내에 자가 소호되지 않아 전력 계통의 신뢰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1]. 특히 EHV(Extra-high voltage) 및 UHV(Ultra-high 

voltage) 급 송전선로에서 주로 발생되는 2차 아크 전류의 경우 그 크

기가 커짐에 따라 아크 소호를 위한 별도의 제어를 하지 않으면 2차 아

크 전류에 의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한다 [2]. 2차 아

크 전류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1상 지락 사고 발생 시 건전상과의 정

전 유도 및 자기 유도, 2차 낙뢰, CB 재발호(Restrike) 등으로 다양하다 

[3]. 2차 아크 전류는 보통 100A 이내로 흐르지만, 2차 낙뢰 및 CB 재

발호가 발생하게 되면 낮은 확률로 단락 전류(Short-circuit current)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계통 보호기기인 GIS(Gas-

insulated switchgear) 내에는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하기 위한 목적으

로 고속 접지 개폐기(HSES; High-speed earthing switch)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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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를 2차 아크 전류로부터 보호한다. 2차 아크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HSES 외에도 병렬 리액터(Shunt reactor)를 선로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HSES를 활용한 방법이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는 더 유리하다 [3-6]. 특히 HSES는 CB와의 자동 재폐로(Auto-

reclosing) 동작을 통해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자동 재폐로 동작이란 CB가 1차 아크 전류를 차단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2차 아크 전류를 HSES의 투입 동작을 통해 소호

시키고, 모든 사고 전류가 완전히 제거되면 다시 HSES가 재개방

(Reopening)된 후 차단기가 재투입(Reclosing)되어 자동적으로 사고 

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HSES는 2차 낙

뢰 및 CB 재발호 등 가장 가혹한 조건 하에서 정격 차단 전류를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이에 따라 IEC 규격에서는 HSES

의 단락 전류 투입 성능에 관한 실험을 요구하고 있다 [8]. 만약 HSES

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하게 되면, 자동 재폐로 동작에도 실패하

게 되어 CB 재투입 시 사고 전류가 제거되지 않아 연계 계통에 2차 사

고로 이어질 수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HSES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할 경우 전력 계

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IEEE 14 bus system을 대상으로 

EMTP(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HSES가 정상적으로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하게 되면 CB와의 자동 재폐

로 동작에도 성공하여 송전선로에서 발생된 사고가 빠르게 복구되지만, 

HSES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할 경우에는 CB와의 자동 재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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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도 실패하여 CB 재투입 시 연계 계통에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

게 된다. 특히, 2차 낙뢰 및 CB 재발호 등에 의해서 2차 아크 전류의 

크기가 커질 경우(단락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HSES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HSES가 단락 전류 투입에 실패할 경우는 주로 투입 동작 시 생성

되는 Pre-arc에 의해 전극이 손상될 때 발생한다 [9,10]. HSES의 전

극이 투입되는 동안 수 ms ~ 수십 ms 가량의 Pre-arc 시간 동안 고온

의 아크 플라즈마가 발생되는데, 단락 전류 투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HSES의 전극이 고온의 아크 플라즈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아

크 플라즈마에 의한 HSES의 전극 손상이 심해지면, 단락 전류 투입에 

실패하거나 전극이 용접되어 재개방에 실패함으로써 자동 재폐로 동작에

도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HSES의 전극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Pre-arc 시간을 최소화하여 고온의 아크 플라즈마 에너지로부터 HSES

의 전극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많은 문헌들에서 아크 에너지를 

최소화 함으로써 개폐장치의 전극 손상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1-15]. 기존 연구들에서는 HSES, CB, 진공 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등에서 전극 개폐 동작 시 아크 지속 시간과 관련하여 

아크 에너지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Kay는 

[12]에서 중저압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아크 에너지에 의한 전극의 손상 

정도(Hazard)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Yu는 [15]에서 투입 속도를 

최적화하여 Pre-arc 시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VCB 전극 투입 시 발생

되는 충격 용접(Percussion welding) 현상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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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개폐장치의 Pre-arc 시간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조작기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해 왔다. 따라

서, 통상적으로 HSES 조작기로는 모터 스프링 방식이 채택되어 사용되

어 왔다. 모터 스프링 조작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충전된 스프링 에너지

를 활용하여 보다 빠른 동작이 가능하다. Bojic 등은 [16,17]에서 

HSES의 투입 실험 성공을 위해 모터 스프링 에너지를 활용하여 투입 

속도를 최적화함으로써 단락 전류 접지에 성공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러나 HSES 조작기가 과부화됨에 따라 스프링 에너지를 무한정 증가시

킬 수 없기 때문에 조작 에너지의 한계를 고려한 최적의 속도 하에서 조

작기를 동작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HSES의 속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이 아닌 전극 형상을 최적화하여 Pre-arc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으

로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e-

arc 시간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 하는 설계를 통해서 HSES의 투입 성

능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re-arc 시간 예측 기법은 절연파괴 시점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인 계산 결과와 3차원 전계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도출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수치해석적인 방법, 실험을 통한 방법, 통

계적인 추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절연파괴 현상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해 왔다 [18-21]. 그러나 HSES와 같은 개폐장치의 투입 성능을 예

측하기 위해 절연파괴 현상을 분석하여 Pre-arc 시간을 예측한 연구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e-arc 시간 예

측 기법은 개폐장치의 투입 성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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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이다. Pre-arc는 전극 투입 시 전극 간에 인가

되는 전압 스트레스에 의해서 전극이 접촉되기 이전에 절연파괴가 발생

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Pre-arc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HSES 전극 

투입 시 전극 간에 절연파괴가 발생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GIS의 절연 매질로 주로 사용되는 SF6 가스의 경우,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 의해 절연파괴가 발생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22-24]. Seeger 등은 [22]에서 평등 전계 하에서 SF6 가

스의 부분 방전 및 절연파괴 현상을 실험 및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

였고, Bujotzek 등은 [23]에서 스트리머 방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스트리머의 반경과 길이를 실험적으로 관찰하였고, Nitta 등은 [24]에서 

SF6 가스 중에 스트리머가 형성되는 조건과 절연파괴 전압에 관한 이론

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4]의 이론적인 수식을 활용

하여 HSES 전극 투입 시의 절연파괴 현상을 분석하고 절연파괴 전계를 

계산하였으며, 3차원 전계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절연파괴 시점을 예측

함으로써 HSES의 Pre-arc 시간을 예측하였다. 

한편, 좀 더 정밀한 Pre-arc 시간 예측을 위해서는 Pre-arc 발생 

시 변화되는 스트로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Pre-arc가 발

생되면 아크 에너지에 의해서 절연 가스가 팽창되고 압력이 상승하여 

Damping force가 증가함으로써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로 유(有)부하 조건에서 실험 시 Pre-arc가 발생된 이후에 속도가 저

하되어 스트로크가 변화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는 열 

유동 해석 기법을 통하여 전극 투입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 에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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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절연 가스의 압력이 상승되는 과정을 모의하였고, 증가한 Damping 

force로 인해 저하된 속도를 예측하여 스트로크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Pre-arc 시간을 예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HSES 투입 시 생성되는 Pre-arc에 의한 영향을 최

소화 하기 위해서 HSES의 전극 형상을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HSES 전극 형상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Pre-arc 시간 예측 기법 및 절

연협조 설계 기법을 고려한다. 절연협조란 전극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서 다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설계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HSES

의 경우 투입 시 발생되는 전극 칩을 보호하는 전극 Shield가 Pre-arc

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 전계가 내부 전극에서 발생되도

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SES 전극 형상 설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Pre-arc에 의한 전극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극 형상을 선정하였다. 

한편, 선정된 HSES 모델의 성능 검증 및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e-arc 시간 예측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전기연구원

에서 HSES의 단락 전류 투입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다양

한 전압이 인가되는 조건 하에서 Pre-arc 시간을 측정하였고,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예측 기법과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HSES 최적 설계 

프로세스에 의해 선정된 HSES 모델의 투입 실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이후 전극의 상태를 분석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설계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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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의 구성 

 

제 1 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한 동기 및 배경과 본 연구의 필요성

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 2 장에서는 2차 아크 전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본다. 2차 아크 전류의 정의와 발생 원인, 발생 사례, 소호 방법 등에 대

하여 서술한다. 

제 3 장에서는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성공 및 실패 여부에 

따라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IEEE 14 bus system을 

대상으로 계통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 4 장에서는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해 HSES의 최적 설계 방안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전극 투입 시 발

생되는 Pre-arc 시간을 예측하고 절연협조를 고려하여 HSES 전극 형

상을 설계하는 기법에 관하여 소개한다. 

제 5 장에서는 제 4 장에서 제안한 HSES 전극 형상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최적의 HSES 전극 형상을 도출한다.  

제 6 장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수행한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제 7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Pre-arc 시간 예측 기법을 고

려한 HSES 전극 형상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을 서술하며 제언을 마지막으로 논문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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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차 아크 전류의 개념 

 

 

이번 장에서는 2차 아크 전류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2차 

아크 전류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2차 아크 전류가 발

생되는 원인에 따라 실계통 및 EMTP(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 상에서의 2차 아크 전류가 발생되는 사례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이어서 발생되는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병렬 리액터와 HSES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더불어 

HSES와 CB의 자동 재폐로 동작을 통해서 송전 계통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와 HSES의 소호 실패 시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제 2 장을 마무리 한다. 

 

제 1 절 2차 아크 전류의 발생 원인 

 

2차 아크 전류란 송전선로에서 사고 발생 시 1차 아크 전류 차단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고 전류를 의미한다. 2차 아크 전류가 발

생되는 원인은 주로 1상 지락 사고 시 CB에 의한 1차 아크 전류 차단 

이후에 건전상(Healthy phase)과의 정전 유도 혹은 자기 유도에 의한 

것이며, 간헐적으로 2차 낙뢰 및 CB 재발호(Restrike) 등에 의해서 발

생된다 [25,26]. 일반적으로 40A 이내의 2차 아크 전류는 1초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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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호되지만, 그 이상의 전류는 1초 이내에 자가 소호되지 않아 전

력 계통의 신뢰도를 위협하게 된다 [1]. 특히 EHV(Extra-high 

voltage) 및 UHV(Ultra-high voltage) 급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2차 

아크 전류의 경우 2차 아크 전류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2차 아크 전류 

소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어를 하지 않으면 자가 소호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2차 아크 전류는 보통 100A 이내로 흐르지만, 

만약 2차 낙뢰 또는 CB 재발호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1차 아크 

전류에 준하는 단락 전류가 발생하게 되어 아크 소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어가 필요하다.  

 

 

그림 2-1 2차 아크 전류 발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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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송전선로에서 1상 지락 사고 발생 시 2차 아크 전류가 

발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송전선로에 1상 지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1

차 아크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사고 선로의 양단 CB가 동작하여 1차 

아크 전류를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사고 지점 주변 대기가 1차 사고 시 

발생된 열 에너지에 의해 이온화 되어 Hot ionized channel을 형성하게 

되면 건전상과의 정전 유도 및 자기 유도, 혹은 2차 낙뢰 및 CB 재발호 

등에 의해서 2차 아크 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낮은 확률로 

2차 낙뢰 혹은 CB 재발호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아크 전류의 

크기는 1차 아크 전류에 준하는 수 kA ~ 수십 kA 가량 흐르게 되어서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경우 전력 계통에 심

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전 복구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정전 구

역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2차 아크 전류의 소호는 전력 계통의 신

뢰도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제 2 절 2차 아크 전류의 발생 사례 

 

제 1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차 아크 전류가 발생되는 원인은 

정전 유도, 자기 유도, 2차 낙뢰, CB 재발호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주

로 발생하는 2차 아크 전류의 원인은 정전 유도와 자기 유도에 의한 것

이다. 정전 유도와 자기 유도에 의한 2차 아크 전류의 경우 정격 전압이 

낮을 때는 전류의 크기가 작고 1초 이내에 자가 소호되는 경우가 보통

이지만, EHV/UHV 급 정격 전압 레벨에서는 그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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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호되지 않아 병렬 리액터 또는 HSES의 제어를 통해 2차 아크 

전류를 강제적으로 소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격 전압 

레벨이 높아지면서 2차 아크 전류의 크기 및 아크 에너지의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되어 절연 성능의 자가 회복이 점차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단계

에 이르게 된다. 

 

 

그림 2-2 500kV 급 2차 아크 전류 실험 파형(BC Hydro) [27,28] 

 

그림 2-2는 500kV 급 BC Hydro①  전력 계통의 실증 실험 전류 

파형이다. 상기 실증 실험에서 1차 아크 전류의 Peak는 10kA 가량으로 

나타났고, 1차 아크 전류가 차단된 이후 2차 아크 전류가 약 0.27sec 

가량 지속되다가 소호되었다. 측정 결과 2차 아크 전류의 Peak는 약 

                                            
①
 BC Hydro: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전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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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A 가량으로 관찰되었다. 2차 아크 전류의 측정은 대역폭 6kHz 및 

Sampling rate 초당 100,000의 광학 CT로 측정되었다 [27]. 그림 2-

2를 보면 측정된 2차 아크 전류는 2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1단계는 준 정적 상태(Quasi steady-state phase)로 약 0.18sec 

가량 지속되었고, 2단계는 동적 상태(Transient phase)로 약 0.09sec 

가량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28]에 의하면 준 정적 상태의 지속시간이 

길수록 전체 2차 아크 전류의 소호 시간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2-3은 상기 실증 실험에서 2차 아크가 발생되는 순간을 관

측한 사진이다. 

 

 

그림 2-3 2차 아크 발생 순간의 사진(BC Hydro) [27,28] 

 

한편, 발생 확률은 더 낮지만 2차 낙뢰 및 CB 재발호 등 더 가혹한 

조건에서 2차 아크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발생 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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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구성에 따라서 2차 아크 전류의 크기는 변하지만 수 kA ~ 수십 

kA 이상의 단락 전류가 계통에 흐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CB 재발호

란 1차 아크 전류가 CB에 의해서 소호된 이후에 CB 내부의 절연 성능

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전극 양단에 걸리는 과도 회복 전압을 견

디지 못하고 절연파괴가 재차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재발호 

현상은 일반적으로 차단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전류 영점 이후 1/4 

cycle이 지나서 발생하게 된다 [29]. CB 재발호에 의해 2차 아크 전류

가 발생되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 Hydro-Quebec②의 735kV 송전 

계통을 대상으로 고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4 735kV 송전 계통(Hydro-Quebec) 

 

그림 2-4의 735kV 송전 계통은 200km 송전선로와 3,000MW 발

전기로 구성 되어 있으며, 등가 시스템의 용량은 20GVA 이다. 발전기

와 735kV 계통의 연결은 13.8kV/735kV 변압비의 Y-   변압기를 사

                                            
②
 Hydro-Quebec: 캐나다 Quebec 주의 전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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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은 Line2의 100km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를 모의하였으며, 사고 유형은 1상 지락 사고로 A상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모의 내용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상 양단의 

CB가 1차 아크 전류를 차단하지만 이후 발전기 측 CB1의 절연이 회복

되지 않아 전극 사이에 인가되는 과도 회복 전압(TRV; Transient 

recovery voltage)에 의해 절연파괴가 발생하고 재발호가 되어 2차 아

크 전류가 흐르도록 하였다. 

 

 

그림 2-5 CB 재발호 시 2차 아크 전류 파형(Hydro-Quebec) 

 

그림 2-5는 시뮬레이션 결과 V1, I1, V2, I2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2-4에서 Line2의 100km 지점(중간 지점)에서 0.01sec에 사고가 발생

하게 되자 Line2 양단의 CB가 Trip 되어 0.07sec 시점에 차단이 완료

되고 1차 아크 전류가 소호된다. 그러나 차단 완료 후 50ms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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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측 CB1이 재발호 되어 1차 아크 전류와 같은 크기(10kApeak)의 

2차 아크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그림 2-2에서 살펴본 BC 

Hydro 실증 실험에서 측정된 2차 아크 전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류

가 발생하게 되어 계통의 신뢰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 CB 재발호 시 TRV 파형(Hydro-Quebec) 

 

그림 2-6은 그림 2-4의 CB1 전극 양단에 인가되는 TRV 파형으

로 CB1에서 재발호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전류 영점 이후 

50ms 시점(시뮬레이션 상 0.12sec 시점)에서 TRV 전압 Peak 시에 

CB1이 재발호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2차 아크 전류의 소호 방법인 병렬 리액터와 HSES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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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2차 아크 전류의 소호 방법 

 

제 2 절의 사례에서 살펴본 2차 아크 전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된다. 가장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병렬 리

액터를 설치하는 방법과 HSES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2가지 소호 방

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 계통에서는 2가지 방법을 모

두 활용하여 송전선로를 2차 아크 전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다음 표 

2-1은 2차 아크 전류 소호를 위해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경우와 

HSES를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표 2-１ 2차 아크 전류 소호 방법 비교 [4,30] 

구분 병렬 리액터 HSES 

2 차 아크 

전류 소호 

사고 모드마다 리액턴스를 

다르게 적용해야 함 

(주로 1 상 지락 사고 

대비용으로 활용) 

모든 사고 모드에 빠르게 

소호 가능 

계통 구성 

변화에 대한 

유연성 

계통 구성 변화 시 기설치된 

병렬 리액터의 리액턴스를 

변경하여 재설치 해야 함 

계통 구성 변화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제어 동작 

2 차 아크 전류 소호를 위한 

별도의 제어 동작이 필요 

없음 

자동 재폐로 동작 요구 

소호 시간 

미설치 시보다는 소호 

시간이 단축됨 

(리액턴스에 따라 소호 

시간에 차이 발생) 

병렬 리액터에 비해 빠른 

소호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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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전압 제어를 위한 병렬 리액터 기설치 선로에 대해서는 

병렬 리액터가 경제적이지만, 병렬 리액터가 필요 없는 

구간은 HSES 설치가 더 경제적임 

주의사항 

병렬 리액턴스와 선로 

커패시턴스와의 공진 현상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 

재폐로 오동작으로 인한 

지락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표 2-1에서와 같이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방법과 HSES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먼저 병렬 리액터는 전압 제어를 목적으로 송전선로에 이미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없이도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별도의 제어 동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통 구성 및 사고 모드 

마다 적절한 리액턴스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통에 대한 정교한 분석

이 필요하며 유연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한편, HSES의 경우 병렬 리

액터에 비해 빠른 소호가 가능하고 계통 구성 및 사고 모드에 제약을 받

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은 장점이 있다. 반면에 HSES와 CB의 

자동 재폐로 동작에 실패하게 되면 지락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높은 신뢰성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송전 계통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계통을 2차 아

크 전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2차 아크 전류 소호를 위한 병렬 리액터의 설치 방법은 4-Legged 

병렬 리액터를 주로 활용한다. 4-Legged 병렬 리액터는 4개의 리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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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병렬로 연결한 형태이다. 표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통 구성

을 고려하여 병렬 리액터의 리액턴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 

2-7과 같이 다양한 조합으로 4-Legged 병렬 리액터를 구성할 수 있

다. 

 

 

그림 2-7 4-Legged 병렬 리액터 구성 방법 [2] 

 

그러나 표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성 있는 제어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HSES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는 더 유리하다. 특히 HSES

는 CB와의 자동 재폐로 동작으로 계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동 

재폐로란 CB에 의해 1차 아크 전류가 차단된 이후에 HSES에 의해서 2

차 아크 전류가 소호되고, 모든 사고 전류가 제거된 후에 HSES가 재개

방되고, CB가 재투입되어 사고를 자동으로 복구하는 제어 Sequence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2-8 및 그림 2-9에서는 자동 재폐로 동작의 개념

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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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자동 재폐로(Auto-reclosing) 동작 Sequence [27,28] 

 

 

그림 2-9 자동 재폐로(Auto-reclosing) 동작 시간 [27,28] 

 

그림 2-8 및 그림 2-9에서는 일반적인 자동 재폐로 동작 

Sequence에 대한 개념을 보여준다. 먼저 송전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0sec), CB가 개방되면서 1차 아크 전류를 차단하게 된다

(0.07sec). 그리고 HSES가 투입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한다(0.27sec). CB와 HSES에 의해 모든 사고 전류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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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약 0.5sec 이후에 HSES가 자동으로 재개방된다(0.74sec). 그리

고 이어서 CB가 재투입되어 송전선로를 정상 상태로 복구하게 된다

(1sec). 그림 2-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동 재폐로 동작

은 1초 이내에 완료되고 송전선로에서 발생된 사고는 자동 재폐로 동작

으로 인해 빠르게 복구된다. 

그러나 만약 HSES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하게 되면 전력 계

통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동 재폐로 동작 중 HSES가 2

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할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2차 아크 전류 투입(Closing)에 실패할 경우이다. 이는 자동 

재폐로 동작 중 HSES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Pre-arc 에너지

에 의해 전극이 손상되고 접촉 저항이 증가하여 전류 통전에 실패함으로

써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2차 아크 전류 소호 실패로 인해 선로 상에 

2차 아크 전류가 남아있게 되고, 자동 재폐로 동작을 완료할 경우 CB 

재투입 시 연계 계통에 2차 아크 전류가 흘러서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2차 아크 전류 소호 이후 HSES가 재개방(Reopening)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즉, HSES가 투입에 성공하여 2차 아크 전류를 소호

하지만 투입 과정에서 Pre-arc에 의해 전극이 용융되고 가동 전극과 

고정 전극이 용접되어 재개방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2차 아

크 전류가 소호되어 선로 상에 사고 전류가 모두 제거 되지만, HSES가 

투입된 상태에서 자동 재폐로 동작에 의해 CB가 재투입(Reclosing)되

기 때문에 지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도 연계 계통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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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HSES와 CB의 자동 재폐로 동작은 계통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HSES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하게 되면 

2차 지락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계통의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HSES의 확실한 소호 동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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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차 아크 전류의 계통 영향 분석 

 

 

이번 장에서는 2차 아크 전류 발생 시 HSES의 소호 성공 및 실패 

여부에 따라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HSES

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하게 되면, HSES와 CB의 자동 재폐로 동

작에도 실패하게 되고, 전력 계통에 추가적인 지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제 3 장 제 1 절에서는 계통 해석 시뮬레이션의 조건으로 IEEE 14 

bus system에 대한 설명과 HSES/CB 연계 동작 및 EMTP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이어서 제 2 절에서는 MATLAB Simulink를 

이용한 계통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며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성공 및 실패 여부에 따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제 3 

장을 마무리 한다. 

 

제 1 절 시뮬레이션 조건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성공 및 실패 여부에 따라 계통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IEEE 14 bus system을 시뮬레이션 계통

으로 선정하였다. IEEE 14 bus system은 1962년 2월 미국의 전력 계

통을 단순 근사(Simple approximation) 하였으며, 발전기 2기, 동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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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Synchronous compensator) 3기, 부하 11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음은 IEEE 14 bus system의 단선도이다. 

 

 

그림 3-1 IEEE 14 bus system 단선도 

 

IEEE 14 bus system에서 HSES와 CB의 제어 동작을 확인하기 위

해서 13 bus와 14 bus 사이의 선로 양단에 CB와 HSES를 연결하고, 

선로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사고 발생 상황에 따

라 다음 표와 같이 1차 아크 전류 및 2차 아크 전류의 소호 성공/실패 

시나리오를 세분화하여 총 4가지의 Case를 선정하고 EMTP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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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MTP 시뮬레이션 Case 

Case CB 차단 HSES 소호 HSES 재개방 

Case1 성공 성공 성공 

Case2 재발호(CB1) 성공 실패(HSES1) 

Case3 재발호(CB1) 실패(HSES1) 성공/실패 

Case4 재발호(CB1) 성공 성공 

 

표 3-1은 CB1&2의 1차 아크 전류 차단 성공/실패 여부 및 

HSES1&2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성공/실패 여부에 따라 선정된 총 4

가지 시뮬레이션 Case를 보여준다. Case1은 CB1&2가 1차 아크 전류 

차단에 성공하고 2차 아크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2차 아크 전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재폐로 동작에서 

HSES1&2의 소호 및 재개방에도 성공하게 된다. Case2에서 Case4는 

CB1이 1차 아크 전류 차단에 성공한 이후 TRV(Transient recovery 

voltage)를 견디지 못하고 재발호되어 차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이

다. 이 경우에는 1차 아크 전류에 준하는 크기의 2차 아크 전류가 발생

하게 된다. 이 중에서 Case2는 HSES1이 2차 아크 전류 소호에는 성공

하지만 전극이 용접되어 재개방에 실패하는 경우이고, Case3는 HSES1

이 2차 아크 전류 소호 시 발생되는 Pre-arc에 의해 전극이 손상되어 

2차 아크 전류 투입(혹은 접지)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Case3의 경우 접

지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후 자동 재폐로 Sequence에서 HSES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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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Case4는 HSES1이 2차 아

크 전류 소호에 성공하고 이후 재개방에도 성공하여 정상적으로 CB1과

의 자동 재폐로 동작을 완료하는 경우이다.  

자동 재폐로의 동작 시간은 제 2 장 제 3 절의 그림 2-9에서 소개

한 자동 재폐로 Sequence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즉, 

0sec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0.07sec에 CB에 의해 1차 아크 전류가 

차단되고, 이후 발생되는 2차 아크 전류를 0.27sec에 HSES가 소호하

게 되고, 0.74sec에 HSES가 다시 개방되고 마지막으로 1sec에 CB가 

재투입되어 자동 재폐로 Sequence를 완료하게 된다. 전체 시뮬레이션은 

1.2sec 동안 수행하였다. 

 

 

그림 3-2 MATLAB Simulink IEEE 14 bus model 



 

 26 

 

그림 3-3 MATLAB Simulink IEEE 14 bus model(13, 14 bus 확대) 

 

그림 3-2와 그림 3-3은 계통 해석을 수행할 IEEE 14 bus system

의 EMTP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EMTP 시뮬레이션은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제 2 절 시뮬레이션 결과 

 

본 절에서는 제 1 절에서 선정한 시뮬레이션 조건들을 반영하여 4

가지 Case 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서술한다. 사고 발생 

및 CB 차단, HSES 소호 등은 모두 A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Case1은 그림 3-3의 CB1&2가 1차 아크 전류 차단에 성공하여 

정상적으로 차단을 완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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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계통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Case1) 

 

Case1에서는 그림 3-4에서와 같이 CB1&2가 1차 아크 전류 차단

에 성공하고 이후 재발호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아크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단, 정전 유도 및 자기 유도 현상은 무시한다.). 따라서 2차 아크 

전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HSES1&2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HSES1&2는 정상적으로 투입 및 재개방 동작을 완료하게 된다. 이후 

자동 재폐로 동작 Sequence 상에서 마지막으로 CB1&2가 재투입 될 

때 계통에서 발생한 사고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압 및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송전 선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빠르게 복구된다.  

다음 그림 3-5는 Case2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Case2는 CB1이 

재발호될 때 HSES1이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하지만 이후 재개방에 실

패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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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계통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Case2) 

 

그림 3-5에서와 같이 Case2에서는 1차 아크 전류 차단 이후에 50 

ms 시점에서 CB1이 TRV를 견디지 못하고 재발호되어 2차 아크 전류

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0.27초에 HSES1&2가 투입될 때, 2차 아크 전

류 소호에 성공하여 2차 아크 전류는 제거되지만 HSES1의 투입 과정

에서 Pre-arc에 의한 영향으로 전극이 용접되어 HSES1이 재개방에 

실패하게 된다. 이 경우 자동 재폐로 동작 완료 시 CB1&2가 재투입 될 

때, HSES1이 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통에는 추가적인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 그림 3-6은 Case3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Case3은 CB1 재

발호 시 HSES1이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하여 선로 상에 2차 아크 

전류가 남아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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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계통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Case3) 

 

그림 3-6의 Case3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CB1이 재발호된 상태

에서 HSES1이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상황은 Pre-arc의 영향으로 인해 HSES1의 전극이 손상되어 

접촉 저항이 증가하고 접지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 때, HSES2는 접지

에 성공하지만 HSES1은 접지에 실패하여 선로 상에 2차 아크 전류가 

남아있게 된다. 이 후 자동 재폐로 동작에 의해서 CB1&2가 재투입 될 

때, CB1에는 이미 2차 아크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고, CB2는 2차 아크 

전류가 다시 흐르게 되어 추가적인 지락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여기서 

HSES1의 재개방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HSES1이 접

지에 실패하여 이미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 3-7은 CB1에서 재발호 발생 시 HSES1과 

HSES2에서 2차 아크 전류 소호를 완료하고 재개방에 성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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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계통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Case4) 

 

그림 3-7에서와 같이 CB1의 재발호 발생 이후 HSES1&2가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성공하게 되고, 이후 재개방에도 성공하여 CB1&2의 

재투입 시에 계통의 사고가 완전히 제거되고 정상적인 전압과 전류가 흐

르게 된다. 이는 HSES1&2가 단락 전류를 투입할 때, Pre-arc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전극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투입되

고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HSES의 단락 전류 투입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Pre-

arc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HSES의 전극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HSES의 소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Pre-

arc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HSES의 전극 형상 설계 방안을 다음 

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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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HSES 설계 프로세스 

 

 

본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서술한 2차 아크 전류 소호 방법 중 하나

인 HSES의 전극 형상 설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제 2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차 낙뢰 혹은 CB 재발호와 같은 2차 사고 

발생 시 계통에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2차 아크 전류 소호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제 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SES의 2차 아

크 전류 소호 실패 시 CB와의 자동 재폐로 동작에도 실패하여 계통에 

추가적인 지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HSES의 단락 전류 투입

에 대한 소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설계는 전력 계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HSES의 전극 형상 설계를 위해서 

Pre-arc 시간과 절연협조를 고려한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 4 장 제 1 절에서는 국제 규격에서 제시하는 HSES의 투입 실

험 조건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어서 제 2 절에서는 HSES의 Pre-arc 

시간 예측을 위한 배경 이론인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제 3 절에서는 제 2 절의 스트리머 방전 이론을 활용하여 Pre-

arc 시간을 예측하는 방법과 가스 압력 상승 효과를 고려하여 스트로크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 4 절에서는 Pre-arc 시간 

및 절연협조를 고려한 HSES 전극 형상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서술하

고 제 4 장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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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 

 

국제 규격(IEC 62271-102)에서는 HSES의 단락 전류 투입 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락 전류 투입 실험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한다 [8]. 실험은 크게 대칭 전류와 비대칭 전류 두 가지 유형의 단락 

전류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먼저 대칭 전류 실험에서는 전압 Peak 시점에서 단락 전류가 투입

되도록 실험 전압 및 전류를 인가한다. 전압 Peak 시점에서 HSES를 투

입 시키면 대칭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인가 전압에 의한 절연파괴가 가장 빠른 시점에서 발

생하게 되어 Pre-arc 시간이 가장 길게 발생한다.  

반면에 비대칭 전류 실험은 전압 영점에서 단락 전류가 투입되도록 

실험 전압 및 전류를 인가한다. 이때 비대칭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

가되는 전류의 크기는 가장 크다. 그러나 투입 시점에서 인가되는 전압

이 0에 가깝기 때문에 Pre-arc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칭 전류 및 비대칭 전류 실험 중에서는 Pre-arc 시간이 가장 길

게 발생하는 대칭 전류 실험 조건이 더 가혹한 조건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대칭 전류 실험 조건만을 고려하여 HSES의 투입 성능을 확보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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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HSES의 대칭 전류 및 비대칭 전류 투입 실험 파형 

 

상기 그림 4-1에서는 HSES의 대칭 전류 실험(Symmetrical 

current test) 및 비대칭 전류 실험(Asymmetrical current test)에서의 

전형적인 전압/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4-1 (a)를 보면 대칭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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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전극이 접촉되기 전에 전압 Peak 시점부터 단락 전류가 발

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HSES 투입 실험은 표 4-1과 같

이 세 단계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１ HSES 투입 실험의 시간 구분 [16,17] 

 

상기 표 4-1에서 전압 인가 시간(High-voltage interval)의 경우 

실험 전압 인가 시점부터 절연파괴 발생 시점(𝑡0)까지의 시간(전압 인가 

시작~𝑡0)을 의미하고, Pre-arc 시간(Pre-arc interval)은 절연파괴 발

생 시점(𝑡0)부터 전극 접촉 순간(𝑡1)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Latch 시간

(Latch interval)은 전극 접촉 순간(𝑡1)부터 최종 투입 시점(𝑡2)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비대칭 실험의 경우는 그림 4-1 (b)에서와 같이 절연

파괴 발생 시점(𝑡0)과 전극 접촉 순간(𝑡1)이 같이 때문에 (Pre-arc가 

발생하지 않음) 표 4-1에서 Pre-arc 시간(𝑡0~𝑡1)이 거의 0에 가깝다.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에서 대칭 및 비대칭 전류 시의 실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시간 설명 

전압 인가 시간 
실험 전압 인가 시점부터 절연파괴 발생 

시점(𝑡0)까지의 시간(전압 인가 시작~ 𝑡0) 

Pre-arc 시간 
절연파괴 발생 시점(𝑡0)부터 전극 접촉 

순간(𝑡1)까지의 시간(𝑡0 ~ 𝑡1) 

Latch 시간 
전극 접촉 순간(𝑡1)부터 최종 투입  

시점(𝑡2)까지의 시간(𝑡1 ~ 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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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HSES 투입 실험의 조건 [8]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증 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31]에서 420kV 

63kA HSES에 대한 표 4-2의 대칭 전류 투입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HSES의 대칭 전류 투입 실험에서 발생되는 Pre-

arc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스트리머 방전 이론을 바탕으로 GIS의 절연 

매질인 SF6 가스의 절연파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스트리머 방전 이론 

 

GIS의 절연 매질로 주로 사용되는 SF6는 절연 성능이 매우 뛰어난 

매질로 알려져 있다. SF6 가스의 절연 성능이 뛰어난 이유는 SF6 가스

의 전자 충돌 단면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충돌 단면적이란 두 입

자가 충돌할 확률을 의미하는데,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구분된다. 

전자 충돌 단면적이란 전자와 다른 입자 간에 충돌할 확률을 의미한다. 

이때, 전자와 다른 입자와의 비탄성 충돌로 인해서 전리, 여기, 부착 등

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실험 절차 실험 조건 효과 

대칭 전류 

실험 

전기적으로 -30°/+15°의 

허용오차 내에서 전압 Peak 

시에 투입 

대칭 전류 발생, 

가장 긴 Pre-arc 시간 

발생 

비대칭 전류 

실험 
전압 영점에서 투입 

비대칭 전류 발생, 

Pre-arc 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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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F6 가스의 전자 충돌 단면적 [32] 

 

그림 4-2를 보면 SF6 가스가 비교적 낮은 전자 에너지에서 높은 

부착 단면적(~10-14 cm2)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즉, 낮

은 에너지에서도 SF6 분자와 전자가 부착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SF6 가스의 분자 구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SF6 분자는 S 원자 주변

에 6개의 F 원자를 갖고 있는데, 이 F 원자는 17족 원소 그룹인 할로겐

(Halogen) 족에 속하며 전자 하나만 받아들이면 안정적인 상태가 되므

로 전차 친화도가 높은 원소이다. 일반적으로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받

아들일 때, 높은 에너지(F = 3.40eV, Cl = 3.61eV, Br = 3.36eV, I = 

3.06eV)를 방출한다 [33]. 따라서 SF6 가스의 전자 친화도는 다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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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으며 이로 인해 높은 절연 성능을 갖게 된다. 

한편, 그림 3-2에서 SF6 가스의 전리 단면적의 경우 높은 전자 에너지

의 영역에서 형성된다. 이는 SF6 가스가 전자와의 충돌에 의해 전리되

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반대로 낮은 에

너지 영역에서는 전리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SF6 가

스는 높은 부착 능력과 낮은 전리 확률을 갖는 기체로 절연 성능이 매우 

우수한 기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F6 가스 역시 높은 전계가 가해지면 SF6와 결합되어 있던 

전자들이 전계에 의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이온화 되면서 방전 현상

이 일어난다. 전통적으로 기체의 방전 이론은 Townsend의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왔다. Townsend 방전 이론은 전자가 형성되는 전리 작용을 𝛼

작용, 𝛽작용, 𝛾작용으로 설명하였고, 이온화된 전자가 다시 부착되는 과

정을 𝜂작용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𝛼작용은 전극 사이에 인가된 전계에 의해 가속된 전자가 중성

분자와 충돌하여 중성분자로부터 양이온과 전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

한다. 𝛼작용에 의해서 양극(Anode)에 유입되는 전자의 총 수는 다음의 

식 (4-1)과 같다. 

 

𝑛 = 𝑛0𝑒
𝛼𝑙                       (4-1) 

 

식 (4-1)에서 𝑛0는 초기 전자의 수이고, 𝛼는 1차 전리 계수, 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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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간격을 의미한다. 1차 전리 계수는 𝛼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단위 길

이당 양이온과 전자 쌍의 수를 의미한다. 𝛼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양이온

은 인가된 전계에 의해 가속되어 음전극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중성분자

와 충돌하여 추가적인 양이온과 전자를 발생시킨다. 이를 𝛽작용이라고 

한다. 𝛽작용을 통해서 양극에 유입되는 총 전자의 수는 식 (4-2)와 같

다. 

 

  𝑛 = 𝑛0
(𝛼−𝛽)𝑒(𝛼−𝛽)𝑙

𝛼−𝛽𝑒(𝛼−𝛽)𝑙
                    (4-2) 

 

식 (4-2)에서 𝛽는 2차 전리 계수이며, 𝛽작용에 의해 생성된 단위 

길이당 양이온과 전자 쌍의 수를 의미한다. 한편, 𝛾작용은 양이온이 전

계에 의해서 가속될 때 음극까지 도달할 경우 음극과 충돌하여 음극으로

부터 2차 전자가 방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성된 2차 전자는 

다시 𝛼작용을 일으키며 중성분자를 이온화 시킨다. 𝛾작용을 통해 생성된 

전자를 고려하여 양극에 유입되는 총 전자 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𝑛 =
𝑛0𝑒

𝛼𝑙

1−𝛾(𝑒𝛼𝑙−1)
                     (4-3) 

 

식 (4-3)에서 𝛾는 3차 전리 계수이며, 𝛾작용에 의해 생성된 단위 

길이당 양이온과 전자 쌍의 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𝜂작용은 전자가 

중성분자와 결합되어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때,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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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입되는 총 전자 수는 다음과 같다. (𝛽작용과 𝛾작용은 그 효과가 𝛼

작용에 비해 작기 때문에 무시함) 

 

    𝑛 = 𝑛0𝑒
(𝛼−𝜂)𝑙                     (4-4) 

 

식 (4-4)에서 𝜂는 부착 계수이며, 중성분자와 결합되어 소멸된 단

위 길이당 전자 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Townsend는 기체의 방전 이

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며 기체의 방전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Townsend 방전 이론은 전극 간격이 짧고 가스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𝑃 × 𝑙(압력×전극 간격) 값이 약 0.27[MPa·

mm] 이상일 경우에는 기체의 방전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2].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HSES의 경우 절연 매질로 사용되는 

SF6의 압력이 0.4~0.6MPa 이며, 전극 간격 또한 수십 mm 이상이기 

때문에 Townsend 방전 이론만으로 방전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𝑃 × 𝑙  값이 높을 경우에도 SF6 가스의 

방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스트리머 방전 이론을 활용하여 SF6 

가스의 방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서는 Townsend 방전 이론을 수정하여 기체 

내에서 방전 현상이 일어날 때 스트리머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이 때, 스트리머가 형성되는 과정은 다음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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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기체의 스트리머 방전 과정 [34] 

 

그림 4-3은 기체의 스트리머 방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

체에 전압이 인가되어 전자사태(Electron avalanche)가 발생하게 되면, 

전자는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가속되어 양극으로 향하게 된다. 이 때, 

전자의 무게가 양이온에 비해 더 가볍기 때문에 전자의 속도(~2×107 

cm/s)가 더 빠르게 이동하여 Cone 모양의 공간전하(Space charge)가 

발생하게 된다 [34]. 이렇게 생성된 Cone 모양의 공간전하는 주변 전계

를 왜곡하여 전계의 세기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자사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공간전하에 전자들이 유입되면서 양이온과 전자

가 결합되는 스트리머가 형성된다. 스트리머는 플라즈마 상태의 이온화

된 기체이며 그 길이가 점점 증가하여 전로 방전(Total discharge)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초기 스트리머가 형성될 때의 전자의 수 𝑁𝑐𝑟𝑖𝑡은 다

음 식 (4-5)에 의해서 계산된다. 

 

𝑙𝑛𝑁𝑐𝑟𝑖𝑡 = ∫ (𝛼 − 𝜂)𝑑𝑥
𝑥𝑐𝑟𝑖𝑡
0

                (4-5) 

 



 

 41 

식 (4-5)에서 𝑥𝑐𝑟𝑖𝑡은 초기 스트리머가 형성될 때의 길이로 전리 계

수 𝛼와 부착 계수 𝜂가 서로 같아질 때의 임계 값이다. Raether는 [35]

에서 𝑁𝑐𝑟𝑖𝑡이 기체의 종류나 전계의 불평등 정도에 관계 없이 약 108 개

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Nitta는 [24]에서 𝑁𝑐𝑟𝑖𝑡을 108으로 취하

여 사용하였다. SF6 가스 상에서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𝛼 –  𝜂)/𝑃와 𝐸/𝑃

의 관계는 다음 그림 4-4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4-4 Dry air와 SF6 가스의 절연 성능 비교 [24] 

 

그림 4-4는 Dry air와 SF6 가스의 (𝛼 –  𝜂)/𝑃와 𝐸/𝑃의 관계를 보여

준다. 𝛼 = 𝜂 에서 Dry air와 SF6 가스의 임계 값 (𝐸/𝑃)crit 을 보면 S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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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ry air보다 약 3.3배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절

연파괴가 발생되는 임계 전계가 SF6 가스의 경우 Dry air보다 약 3.3배 

더 높기 때문에 절연 성능 또한 3배 이상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SF6의 (𝛼 –  𝜂)/𝑃와 𝐸/𝑃의 관계식

은 다음 식 (4-6)과 같이 선형적으로 나타난다. 

 

 
𝛼−𝜂

𝑃
=

𝛼′

𝑃
= 𝐾 *

𝐸

𝑃
− (

𝐸

𝑃
)
𝑐𝑟𝑖𝑡

+                (4-6) 

 

식 (4-6)에서 𝐾는 그림 4-4 그래프의 기울기로 27[kV-1]의 값을 

갖는다. 또한 (𝐸/𝑃)𝑐𝑟𝑖𝑡  는 𝛼 = 𝜂에서의 임계 값으로 89[kV/(cm·atm)]

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𝛼′은 유효 전리 계수로 전리 계수 𝛼에서 부착 

계수 𝜂를 뺀 값을 의미한다. 한편, 식 (4-6)을 식 (4-5)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적분식을 구할 수 있다. 

 

ln𝑁𝑐𝑟𝑖𝑡 = 𝐾 *∫ 𝐸(𝑥)𝑑𝑥 − (
𝐸

𝑃
)
𝑐𝑟𝑖𝑡

∙ 𝑃 ∙ 𝑥𝑐𝑟𝑖𝑡
𝑥𝑐𝑟𝑖𝑡
0

+         (4-7) 

 

스트리머 방전 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전극의 형상에 따른 절연파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서는 평등 

전계 조건뿐만 아니라 불평등 전계 조건에서의 절연파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상기 식 (4-7)의 적분식을 계산하게 되면 절연파괴 시점에서

의 전계 조건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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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등 전계 조건의 경우 거리에 관계 없이 전계가 일정하다. 다

시 말해, 평등 전계 내부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나 전계의 값이 동일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절연파괴 발생 시의 임계 거리(𝑥𝑐𝑟𝑖𝑡)는 전극 간격 𝑙

과 같아진다. 즉, 스트리머 발생이 곧 절연파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식 (4-7)에서 𝐸(𝑥)는 𝐸𝑏𝑑
𝑚𝑎𝑥가 되고 이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

은 절연파괴 전계식을 구할 수 있다. 

 

𝐸𝑏𝑑
𝑚𝑎𝑥 =

𝑙𝑛𝑁𝑐𝑟𝑖𝑡

𝐾𝑙
+ (

𝐸

𝑃
)
𝑐𝑟𝑖𝑡

∙ 𝑃               (4-8) 

 

식 (4-8)을 보면 평등 전계 조건에서의 절연파괴 전계(𝐸𝑏𝑑
𝑚𝑎𝑥)는 가

스의 압력 𝑃에 비례하고, 전극 간격 𝑙에 반비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불평등 전계 조건의 경우 전극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다. 즉, 

전극에서 멀어질수록 전계가 왜곡되기 때문에 절연파괴 전계가 더 작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불평등 전계 조건에서는 전극에서 멀어질수록 전

계 왜곡이 심해져서 더 낮은 전계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불평

등 전계에서의 절연파괴 전계는 전극 반경 및 거리에 따라 다음 그래프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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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불평등 전계에서의 절연파괴 전계 [24] 

 

그림 4-5의 그래프를 보면 불평등 전계에서는 전극에 가까울수록 

평등 전계 시의 절연파괴 전계(𝐸𝑏𝑑
𝑚𝑎𝑥)에 가까워지고 전극에서 멀어질수

록 절연파괴 전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평등 

전계에서는 전극에서 멀어질수록 전계가 왜곡되기 때문에 더 낮은 전계

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𝐸(𝑥) =
𝐸𝑏𝑑
𝑚𝑎𝑥

(1+
𝑥

𝑅1
)(1+

𝑥

𝑅2
)
≅

𝐸𝑏𝑑
𝑚𝑎𝑥

(1+
𝑥

𝑅
)
2               (4-9) 

where 𝑥 ≪ 𝑅1, 𝑅2, 
1

R
=

1

2
(
1

𝑅1
+

1

𝑅2
)  

 

식 (4-9)에서 𝑅은 제 1 전극 반경 𝑅1과 제 2 전극 반경 𝑅2의 조

화 평균이다. 불평등 전계 조건에서는 전극과의 거리에 따라 절연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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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식 (4-9)를 식 (4-7)에 대입하여 적분식

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임계 스트리머 길이 𝑥𝑐𝑟𝑖𝑡  역시 평등 전계 조건

과 달리 상수가 아니다. 불평등 전계 조건에서 𝑥𝑐𝑟𝑖𝑡은 전극 반경 𝑅과 최

대 절연파괴 전계( 𝐸𝑏𝑑
𝑚𝑎𝑥 )에 따라 결정된다. 𝑥𝑐𝑟𝑖𝑡  계산을 위해서 

𝐸(𝑥𝑐𝑟𝑖𝑡)/𝑃 = (𝐸/𝑃)𝑐𝑟𝑖𝑡의 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

계식을 구할 수 있다. 

 

𝑥𝑐𝑟𝑖𝑡 = 𝑅(√
𝐸𝑏𝑑
𝑚𝑎𝑥

(𝐸/𝑃)𝑐𝑟𝑖𝑡
− 1)                (4-10) 

 

이제 식 (4-10)과 식 (4-9)를 식 (4-7)에 대입하여 적분식을 계

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불평등 전계 조건에서의 최대 절연파괴 전계 

(𝐸𝑏𝑑
𝑚𝑎𝑥)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최대 절연파괴 전계(𝐸𝑏𝑑

𝑚𝑎𝑥)는 그림 4-5

의 그래프에서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이다. 

 

𝐸𝑏𝑑
𝑚𝑎𝑥 = (

𝐸

𝑃
)
𝑐𝑟𝑖𝑡

∙ 𝑃 ∙ (1 +
𝑚

√𝑃𝑅
)             (4-11) 

where  𝑚 = √
4 𝑙𝑛𝑁𝑐𝑟𝑖𝑡

𝐾(𝐸/𝑃)𝑐𝑟𝑖𝑡
= 0.175[𝑐𝑚1/2 ∙ 𝑎𝑡𝑚1/2] 

 

식 (4-11)은 최대 절연파괴 전계이므로 그림 4-5에서처럼 전극에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의 절연파괴 전계이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하는 않는 조건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전극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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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계 이용률을 고려하여 전극과의 

거리가 반영된 평균 절연파괴 전계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계 

이용률이란 평균 전계와 최대 전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계 이용률이 

1에 가깝다는 것은 평균 전계와 최대 전계가 비슷하여 전계 분포가 평

등 전계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계 이용률의 식은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𝑢 =
𝐸𝑏𝑑
𝑎𝑣

𝐸𝑏𝑑
𝑚𝑎𝑥                       (4-12) 

 

식 (4-12)의 전계 이용률을 식 (4-11)에 대입하여 평균 절연파괴 

전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𝐸𝑏𝑑
𝑎𝑣 = (

𝐸

𝑃
)
𝑐𝑟𝑖𝑡

∙ 𝑢 ∙ 𝑃 ∙ (1 +
𝑚

√𝑃𝑅
)             (4-13) 

 

본 논문에서는 SF6의 절연파괴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식 (4-13)을 

이용하여 절연파괴 시점을 예측하고자 한다. 식 (4-13)에서 평균 절연

파괴 전계(𝐸𝑏𝑑
𝑎𝑣)는 압력 𝑃와 전극 형상 𝑅과 전계 이용률 𝑢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트리머 방전 이론은 가스 압력뿐 아니라 전극

의 형상 및 전계 이용률까지 고려하여 절연파괴 조건을 구하기 때문에 

절연파괴 현상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식을 제공한다. 한편, 

식 (4-13)에서 전계 이용률은 전극의 형상에 따라서 실험적으로 그 분

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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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𝑢 =
1

0.6162∙(
𝑙

𝑅
)
0.9716

+1.1377
                (4-14) 

 

Azer는 [36]에서 전극 반경에 따른 전계 이용률을 식 (4-14)와 

같이 계산하였다. 식 (4-14)를 보면 전계 이용률은 𝑙/𝑅의 함수 임을 알 

수 있다. 전극 반경이 일정하다면 전계 이용률은 전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극 반경에서 멀어질수록 

전계 이용률이 낮아져서 전계의 왜곡이 심해지게 된다. 

 

 

그림 4-6 전극 간격에 대한 전계 이용률(예시) 

 

그림 4-6은 전극 간격에 대한 전계 이용률 분포의 한 예를 보여준

다. 불평등 전계 조건에서는 전극 간격에 가까울수록 전계 이용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식인 식 (4-14)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전극 간격이 0이 되더라도 불평등 전계에서는 전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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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이 정확히 1이 되지 않는다. 이는 실험적인 환경에서 전극 간격이 

0에 가까워질 때 정확하게 평등 전계가 형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본 절에서 서술한 스트리머 방전이론을 바탕으로 

HSES 투입 시 Pre-arc 시간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 3 절 Pre-arc 시간 예측 기법 

 

본 논문에서는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서 Pre-arc 시간을 줄임으로써 Pre-arc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Pre-arc 시간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Pre-arc 시간을 예측하는 기법에 관하여 소개하고

자 한다.  

여기서 Pre-arc란 HSES와 같은 개폐장치의 투입 시 고정 전극

(Fixed electrode)과 가동 전극(Moving electrode)의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전계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절연파괴가 발생하여 생성되는 아크 플

라즈마이다. 전극이 접촉되기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Pre-arc라고 지

칭하며, Pre-arc는 절연파괴 순간부터 전극 접촉 순간까지 발생한다. 일

반적으로 Pre-arc 발생 시에는 수 ms ~ 수십 ms 동안 고온의 아크 플

라즈마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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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re-arc 현상에 대한 개념 설명 

 

그림 4-7에서와 같이 가동 전극이 투입될 때 가동 전극과 고정 전

극이 접촉되기 전에 양 전극 사이에 Pre-arc가 발생한다. Pre-arc는 

인가되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그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단락 전

류 투입 시에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아크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전극 및 

주변 SF6 가스를 오염시킨다. 따라서 HSES는 이 고온의 아크 플라즈마

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Pre-arc 시간이 길어지면 아크 

열 에너지에 의한 전극의 손상이 심해져서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실패

할 수 있게 된다. 즉, Pre-arc 시간을 최소화하여 HSES 전극을 Pre-

arc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re-arc 시간을 예측

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HSES 설계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HSES를 비롯한 개폐장치(CB, DS③ 등)의 투입 시 발생되는 Pre-

                                            
③
 DS (Disconnector): 단로기, GIS를 계통으로부터 분리 시에 사용되거나 모선 

절환 시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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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시간 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제 2 절에서 살펴본 스

트리머 방전 이론과 개폐장치의 전계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절연파괴 시

점을 예측하고, 이렇게 예측된 절연파괴 시점으로부터 전극 접촉 순간까

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Pre-arc 시간을 예측한다. 

 

 

그림 4-8 Pre-arc 시간 예측 프로세스 Flowchart [37] 

 

그림 4-8은 개폐장치의 Pre-arc 시간을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나

타내는 Flowchart이다 [37]. 전체 Pre-arc 시간 예측 기법의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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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먼저 HSES를 모델링하여 기본적인 형상을 설계하고 시료

를 제작한다. 이어서 Pre-arc 시간 예측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측정해야 

할 스트로크 데이터를 동작 특성 측정을 통해서 취득한다. 측정된 스트

로크 데이터는 전계 해석 및 스트리머 방전 이론식에 반영한다. 우선 해

석적 계산(Analytical calculation)을 위해서는 스트리머 방전 이론식을 

바탕으로 전극 형상(전극 반경)을 적용하여 각 스트로크 별 평균 절연파

괴 전계(𝐸𝑏𝑑
𝑎𝑣)를 계산한다.  

한편, HSES의 2D/3D 모델링 및 측정된 스트로크 데이터를 바탕으

로 각 스트로크 별 전계 해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HSES의 3D 

모델링을 적용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를 활용하

여 3차원 전계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 의해서 

계산된 평균 절연파괴 전계와 3차원 전계 해석을 통해 구한 각 스트로

크 별 전극 표면에서의 최대 전계 데이터를 비교하여 절연파괴 시점을 

예측한다. 

그리고 예측된 절연파괴 시점에서부터 Pre-arc가 발생하는 현상을 

모의하여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가스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

과를 분석하여 스트로크의 변화를 추정한다. 이렇게 변경된 스트로크를 

바탕으로 절연파괴 시점으로부터 전극 접촉 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Pre-arc 시간을 예측하게 된다. 

다음 그림 4-9는 그림 4-8에서 설명한 HSES의 Pre-arc 시간 예

측 프로세스의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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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Pre-arc 시간 예측 프로세스 그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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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f), (g), (h)의 압력 상승에 의한 스트로크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4-9 (c), (d) 과정에 의해서 

그림 4-9 (e)에서와 같이 절연파괴 시점이 예측되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그림 4-9 (f)의 압력 상승을 모의하기 위한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Pre-arc 발생 시 아크 열에 의해서 가스가 팽창하게 

되고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스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림 4-10에서와 같이 Damping force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4-10 가스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force 발생 현상 

 

압력 상승(𝛥𝑃)에 의해서 발생된 Damping force(𝐹𝑑)는 식 (4-15)

에 의해서 계산된다. 

 

 𝐹𝑑 = −𝛥𝑃𝐴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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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5)에서 𝐴는 가동 전극 표면의 면적이다. Damping force를 

고려한 Total force는 식 (4-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𝐹 = 𝐹𝑘 + 𝐹𝑑                     (4-16) 

 

식 (4-16)에서 𝐹𝑘는 조작기 스프링에 의한 힘(Spring force)이고, 

𝐹는 Total force를 의미한다. 식 (4-15)의 Damping force는 가동 전

극의 속도 저하를 유발한다. 즉, 그림 4-10에서와 같이 Damping force

는 가동 전극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으로 작용하여 가동 전극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식 (4-17)을 통해 Damping force에 의한 감속 효

과를 고려하여 가동 전극 속도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𝑣′ = 𝑣 + 𝑑𝑣 = 𝑣 −
𝛥𝑃𝐴

𝑚
𝑑𝑡              (4-17) 

 

 

(a) 속도 변화 추정                (b) 스트로크 변화 추정 

그림 4-11 압력 상승에 의한 감속 효과를 고려한 스트로크 변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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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은 압력 상승에 의한 감속 효과를 고려하여 스트로크 변

화를 추정한 예시이다. 그림 4-11 (b)에서와 같이 Pre-arc 발생 시점

부터 Damping force에 의한 감속 효과로 인해서 속도가 저하되어 스트

로크가 변화(𝑥 →  𝑥′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0 (h)에서와 같이 

변화된 스트로크를 고려하여 절연파괴 발생 시점으로부터 전극 접촉 순

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Pre-arc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측된 Pre-arc 시간은 Damping 효과 미 고려 시의 결과에 비해 전극 

접촉 시점이 지연되어 증가하게 된다. 

 

제 4 절 HSES 전극 형상 설계 방안 

 

본 절에서는 제 3 절의 Pre-arc 시간 예측 결과와 함께 절연협조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HSES의 전극 형상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서술

한다. 

먼저 Pre-arc 시간 예측 결과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절연파괴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절연파괴 지수를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절연파괴 지수 𝜆는 다음과 같다. 

 

𝜆 =
𝐸𝑝𝑒𝑎𝑘

𝐸𝑏𝑑
𝑚𝑎𝑥                      (4-18) 

 

절연파괴 지수는 식 (4-18)과 같이 전계 해석을 수행하여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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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표면에서의 최대 전계 값(𝐸𝑝𝑒𝑎𝑘 )과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 의해서 

계산된 평균 절연파괴 전계 값(𝐸𝑏𝑑
𝑎𝑣)의 비로 정의된다. 절연파괴 지수 𝜆

가 1이하이면, 즉, 𝐸𝑝𝑒𝑎𝑘 < 𝐸𝑏𝑑
𝑎𝑣 이면, 최대 전계가 절연파괴 전계보다 작

으므로 절연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𝐸𝑝𝑒𝑎𝑘 > 𝐸𝑏𝑑
𝑎𝑣  이면, 최대 전계

가 절연파괴 전계보다 크므로 절연파괴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𝜆가 1이

되는 시점이 절연파괴가 발생되는 시점이므로 이 시점부터 전극이 접촉

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Pre-arc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Pre-arc 시간 계산은 앞서 제 3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force 고려 시의 스트로크 변화를 추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한편, HSES와 같은 개폐장치의 절연 설계 시 전극을 Pre-arc로부

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연협조(Insulation coordination)를 고려한다. 

여기서 절연협조란 개폐장치의 절연 설계 시 중요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서 전극의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설계하여 중요 부품을 보호하

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HSES의 경우 전극 칩(Contact 

chip)이 Pre-arc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HSES에서는 

전극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Shield를 설치한다. 그런데 이 전극 칩을 둘

러싼 Shield가 Pre-arc에 의해서 용융되면 이 후 전극 칩이 노출되어 

전압 인가 시 절연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HSES에서

는 전극 Shield가 Pre-arc에 의해 용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극 

Shield를 절연협조의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절연협조 

지수 𝜇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절연협조 설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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𝜇 = 𝑘𝑑
𝐸𝑝𝑒𝑎𝑘
1

𝐸𝑝𝑒𝑎𝑘
2                      (4-19) 

 

식 (4-19)에서 𝐸𝑝𝑒𝑎𝑘
1 은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설정하는 전극 곡면에

서의 전계 최대 값이고, 𝐸𝑝𝑒𝑎𝑘
2 는 보호하고자 하는 전극 곡면에서의 전계 

최대 값이다. 𝑘𝑑는 설계 지수로서 설계 마진(약 10~20%)을 적용한 값

이다. 

 

 

그림 4-12 HSES의 절연협조 전계 설정 

 

HSES의 절연협조 고려 대상인 Shield의 전계는 전극의 외측에 위

치한다. 이에 따라 고정 전극 및 가동 전극의 내측 전계 𝐸𝑝𝑒𝑎𝑘
𝑖𝑛 을 식 

(4-19)에서 𝐸𝑝𝑒𝑎𝑘
1 으로 선정하고, 외측 전계 𝐸𝑝𝑒𝑎𝑘

𝑜𝑢𝑡 을 𝐸𝑝𝑒𝑎𝑘
2 로 선정하여 

외부 전극을 보호하고자 한다. 절연협조 설계 시 보호하고자 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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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계보다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설정하는 위치의 전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절연파괴가 발생하는 시점 이후부터 절연협조 지수 𝜇는 1보다 

커야 한다. 다시 말해, 절연파괴 지수가 1이 되는 시점부터 전극 접촉 

순간까지의 절연협조 지수는 1보다 큰 값을 유지해야 한다. 절연파괴 지

수 및 절연협조 지수의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 그림 4-13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4-13 절연파괴 지수 및 절연협조 지수 그래프 예시 

 

HSES의 형상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2가지 지수인 𝜆

와 𝜇를 고려하여 최적의 형상을 찾는다. 요컨대 𝜆가 1이 되는 시점부터 

전극 접촉 순간까지 계산된 Pre-arc 시간이 최소가 되고, 동시에 절연

파괴 시점에서 𝜇가 1보다 큰 최적의 형상을 찾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HSES 모델의 경우 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동 전극 및 고정 전극의 내/외부에 형성된 전극 반경들을 모두 고려해

야 한다. 다음 그림은 HSES에서 고려되는 전극 반경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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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HSES의 전극 반경 

 

그림 4-14에서 𝑅1, 𝑅2, 𝑅3는 Pre-arc 시간 및 절연협조를 고려하

여 선정할 전극 반경들로써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변

수들에 해당된다. 여기서 𝑅1은 아크 Tip의 반경인데, 절연협조를 위해서 

내부 전계를 더 가혹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품이다. 한편, 𝑅2와 

𝑅3는 가동 전극 표면에서의 전극 반경인데, 내부 전계를 더 가혹하게 하

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𝑅2 < 𝑅3가 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가동 전극 두께

(𝐷 = 15𝑚𝑚)를 고려하여 𝑅1 + 𝑅2 = 13𝑚𝑚를 유지하도록 한다. 𝑅1 , 𝑅2 , 

𝑅3를 선정하는 과정은 제 5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한편, 𝑅4와 𝑅5는 고정 전극 Shield의 전극 반경인데, HSES 개방 상

태에서 상대지간 절연 해석을 통하여 설계한다. 𝑅4와 𝑅5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주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값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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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파괴 지수(𝜆 = 𝐸𝑝𝑒𝑎𝑘/𝐸𝑑 )가 1이하로 들어오도록 설계하게 된다. 이

때 절연파괴 지수의 허용 전계 기준은 상대지간 설계 전계 강도

(𝐸𝑑 = 𝑘𝑑𝐸𝑏𝑑 )를 고려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𝑘𝑑 = 0.85(15% 설계 

마진 고려)를 취하여 계산하였다. 

상대지간 전계 해석을 통해 𝑅4와 𝑅5를 선정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15 HSES 개방 시 상대지간 전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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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HSES의 상대지간 LI(Lightning 

impulse) 실험 전압 1425kV를 인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절

연파괴 지수의 최대 값(𝜆𝑚𝑎𝑥)이 약 0.996772로 1이하의 기준을 만족하

였다. 

한편, 가동 전극의 반경인 𝑅6  역시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고려하

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취하게 되는데, 가동 전극의 통전 

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HSES의 단락 전류 투입 실험 시 전류 

투입 이후에 200ms 이상 통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8]. 

이 때, 인가되는 전류는 최대 단락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본 논

문에서 고려하는 63kArms 모델의 최대 단락 전류는 약 157.5kA이다. 

따라서 157.5kA 50Hz 전류를 가동 전극에 200ms 동안 통전 시킬 때, 

전극과 전극 칩 사이의 접촉 점에서 은 도금④된 부위가 녹지 않도록 설

계해야 한다. 본 논문의 HSES 모델은 가동 전극과 전극 칩 사이의 접

촉 점이 N개로 구성되어 있고, 점 접촉(가혹한 조건)을 가정하여 전류 

통전 및 열 전도 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은의 녹는 점이 961.8℃이므

로 15%의 설계 마진을 적용하여 200ms 온도 상승 해석 시 접촉 점 표

면의 온도가 817.5℃ 미만이 되도록 𝑅6의 값을 선정하였다. 다음 그림 

4-16은 HSES 가동 전극의 전류 통전 및 열 전도 연성 해석 결과

(200ms 시점)이다. 

 

                                            
④
 가동 전극과 전극 칩 사이의 접촉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은 도금이 되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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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HSES 가동 전극 열 전도 해석 결과(200ms) 

 

열 전도 해석 결과 200ms 시점에서 접촉 점의 온도가 778.131℃

(817.5℃의 95%)로 설계 기준을 만족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제 4 장에서 제안한 Pre-arc 시

간 및 절연협조를 고려한 HSES 전극 형상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𝑅1 , 

𝑅2, 𝑅3를 선정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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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 연구 

 

 

이번 장에서는 제 4 장에서 서술한 HSES 전극 형상 설계 방안을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420kV 63kA HSES 최종 모델을 선정하도

록 한다.  

제 5 장 제 1 절에서는 3차원 전계 해석, 2차원 열 유동 해석 및 

스트리머 방전 이론의 입력 값으로 고려될 스트로크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HSES의 동작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서술한다. 이어서 제 2 절

에서는 3차원 전계 해석 및 2차원 열 유동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조

건을 설명하고, 제 3 절에서는 각 Case 별 절연파괴 시점 및 압력 상승

에 의한 스트로크 변화와 이에 따라 예측된 Pre-arc 시간 계산 결과를 

설명하고, 절연파괴 지수 𝜆 및 절연협조 지수 𝜇를 고려하여 HSES 전극 

형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제 5 장을 마무리 한다. 

 

제 1 절 HSES 동작 특성 측정 

 

일반적으로 HSES는 수 ms ~ 수십 ms에 해당하는 Pre-arc 시간

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의 동작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Pre-arc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HSES 조작기의 속도를 최적화하는 

설계를 제안하였다 [15-17]. 이를 위해, 산업계에서는 HSES의 조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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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터 스프링 조작기를 채택해 사용해 왔다. 모터 스프링 조작기는 스

프링의 축적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의 모터 조작기보다 빠른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조작기의 속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조작기의 속도를 설정한 이후에 HSES의 전극 형상을 설계함으로

써 Pre-arc 시간을 줄이는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도 모터 스프링 조작기를 채택하여 HSES의 조작기로 활용한다. 목

표하는 HSES의 속도는 3.5m/s로 설정하였다. 물론 더 빠른 속도로 동

작할수록 Pre-arc 시간을 줄이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제품의 사이즈 및 

내구성 한계를 고려할 때 조작 속도를 무한정 증가시킬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조작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표 5-１ HSES 조작기 사양 

구분 사양 

동작 속도 약 3.5m/s 

구동 방식 모터 스프링 

조작 방식 단상 조작 

 

표 5-1은 본 논문에서 HSES의 고속 동작을 위해 적용한 조작기 

사양의 일부를 보여준다. 모터 스프링 조작 방식에서는 스프링을 압축 

또는 인장하여 스프링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축적된 에너지로 가동 전극

을 동작시켜 고속의 동작을 야기한다. 그림 5-1은 HSES 가동 전극의 

개방 동작 및 투입 동작 시의 3D 모델링 도면을 보여준다. 



 

 65 

 

그림 5-1 HSES의 가동 전극 개방 및 투입 시 3D 모델링 

 

표 5-1의 HSES 조작기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특히 동작 속도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음 표 5-2와 같이 조작기 스프링 제원을 선

정하였다. 스프링은 인장 스프링 방식을 채택하였고, 최대 인장 길이는 

약 65mm를 동작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5-2 HSES 조작기 스프링 제원 

기호 설명 Value 

𝑑 선경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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𝐷 유효경 47.5mm 

𝐷2 외경 57.5mm 

𝑁𝑎 유효권수 17turns 

𝐺 횡탄성 계수 8000N/mm
2
 

  자유장 275mm 

𝑃1 1 차 하중(인장 길이 25mm) 203.22N 

𝑃2 2 차 하중(인장 길이 65mm) 422.87N 

𝑘 스프링 상수 5.49N/mm 

 1 전단 응력(1 차 하중 시) 24.59N/mm
2
 

 2 전단 응력(2 차 하중 시) 51.15N/mm
2
 

 

 

그림 5-2 스프링 선경, 외경 및 길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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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3.5m/s의 동작 속도를 얻기 위해서 상기 표 5-2와 같

이 HSES 조작기 제원을 선정하고 1차(25mm), 2차(65mm) 인장 실험

을 수행하여 스프링을 제작하였다. 표 5-2에서 스프링 상수 𝑘와 전단 

응력  𝑖는 다음 식 (5-1) 및 식 (5-2)에 의해서 계산된다 [38]. 

 

 𝑘 =
𝐺𝑑4

8𝑁𝑎𝐷
2                       (5-1) 

 𝑖 =
8𝐷𝑃𝑖

𝜋𝑑3
                       (5-2) 

 

식 (5-1) 및 식 (5-2)에서 𝐺는 횡탄성 계수를 의미하고, 𝑑는 선

경, 𝑁𝑎는 유효권수, 𝐷는 유효경, 𝑃𝑖는 하중을 의미한다. 각각의 변수들에 

표 5-2의 스프링 제원을 입력하면 스프링 상수 및 1차, 2차 하중에서의 

전단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표 5-2의 조작기 사양을 적용하여 HSES의 동작 특성을 측

정한 결과이다. 총 10회의 동작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유효한 실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투입 시간의 표준편차가 1ms 이내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대칭 전류 실험에서는 전압 Peak 시점으로부터 전기적

으로 -30°/+15° 이내에 HSES가 투입되어야 하고, 비대칭 전류 실험에

서는 전압 영점 시점에 HSES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5-3은 10회의 동작 특성 실험 중 측정된 스트로크, 코일 전류, 전극 신

호 등의 측정 그래프 예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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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HSES 동작 특성 측정 그래프 예시 

 

표 5-3 HSES 동작 특성 측정 결과 

No. 투입 시간 투입 속도 투입 깊이 

1 78.6ms 3.52m/s 17.3mm 

2 77.8ms 3.55m/s 17.9mm 

3 78.5ms 3.55m/s 17.1mm 

4 78.8ms 3.56m/s 16.4mm 

5 79.2ms 3.58m/s 17.4mm 

6 77.5ms 3.57m/s 17.4mm 

7 78.5ms 3.58m/s 17.0mm 

8 78.2ms 3.58m/s 17.6mm 

9 78.4ms 3.55m/s 17.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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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8.7ms 3.54m/s 17.7mm 

평균 78.42ms 3.56m/s 17.32mm 

표준편차 0.49ms 0.02m/s 0.42mm 

 

총 10회의 측정 결과 표 5-3과 같이 평균 투입 시간은 78.42ms, 

평균 투입 속도는 3.56m/s, 평균 투입 깊이는 17.32mm로 측정되었다. 

투입 시간은 그림 5-3에서와 같이 투입 코일 전류가 인가되기 시작할 

때부터 전극이 접촉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투입 깊이는 전극

이 접촉되는 순간부터 최종 투입 완료 위치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다

음 그림 5-4은 개폐 장치의 투입 동작 완료 시 투입 깊이에 대한 개념

을 보여준다. 

 

 

그림 5-4 개폐 장치의 투입 깊이 설명 

 

제 4 장 제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SES의 단락 전류 투입 실

험은 대칭 전류 실험과 비대칭 전류 실험으로 진행된다. 대칭 전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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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압 Peak 시점에서 단락 전류를 투입 시키고, 비대칭 전류 실험은 

전압 영점에서 단락 전류를 투입 시킨다. IEC 규격에서는 대칭 전류 실

험 시 전압 Peak에서 단락 전류를 투입 시킬 때, 전기적으로 전압 

Peak 값에서 -30°/+15° 이내로 허용 오차를 제한한다 [8]. 따라서, 허

용 오차 이내로 실험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투입 시간의 

표준편차가 1ms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측정한 HSES의 동작 특성 결과 투입 시간의 표준편차가 0.49ms로 

1ms 이내임을 확인했다. 

다음 절에서는 제 1 절에서 측정한 HSES의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스트로크 별 3차원 전계 해석 및 2차원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할 시뮬레

이션 조건에 대해 서술한다. 

 

제 2 절 시뮬레이션 조건 

 

본 절에서는 스트로크 별 3차원 전계 해석 조건 및 2차원 열 유동 

해석 조건에 대해서 서술한다. 표 5-4는 HSES 전극 반경에 따른 시뮬

레이션 Case 선정 결과이다. 그림 4-14의 6가지 전극 반경 중에서 𝑅4, 

𝑅5 , 𝑅6는 상수 값으로 제 4 장 제 4 절에서 그 값을 선정하는 과정을 

이미 설명하였고, 본 장에서는 𝑅1 , 𝑅2 , 𝑅3를 가변 하여 최종 모델을 선

정하고자 한다. 𝑅1, 𝑅2, 𝑅3를 고려한 전체 시뮬레이션 Case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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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전극 반경 별 시뮬레이션 Case 

Case            

Case1 8mm 2mm 11mm 24.7mm 

Case2 8mm 3mm 10mm 23.4mm 

Case3 8mm 4mm 9mm 22.0mm 

Case4 8mm 5mm 8mm 20.4mm 

Case5 9mm 2mm 11mm 24.7mm 

Case6 9mm 3mm 10mm 23.4mm 

Case7 9mm 4mm 9mm 22.0mm 

Case8 9mm 5mm 8mm 20.4mm 

Case9 10mm 2mm 11mm 24.7mm 

Case10 10mm 3mm 10mm 23.4mm 

Case11 10mm 4mm 9mm 22.0mm 

Case12 10mm 5mm 8mm 20.4mm 

Case13 11mm 2mm 11mm 24.7mm 

Case14 11mm 3mm 10mm 23.4mm 

Case15 11mm 4mm 9mm 22.0mm 

Case16 11mm 5mm 8mm 20.4mm 

 

표 5-4와 같이 전극 형상(𝑅1, 𝑅2, 𝑅3) 별로 총 16가지의 시뮬레이

션 Case를 선정하였다. 먼저 𝑅1은 절연협조를 위해서 설치한 아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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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8~11mm 사이의 값으로 선정하였고, 𝑅2와 𝑅3는 가동 전극 표면의 

전극 반경으로 제 4 장 제 4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동 전극의 두

께를 고려하여 그 합이 13mm가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𝑅2는 2~5mm의 

값을, 𝑅3는 8~11mm의 값을 선정하여 절연협조 설계를 염두에 두고 전

체적으로 𝑅2 < 𝑅3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표 5-4의 𝑅은 식 (5-3)에서와 

같이 𝑅3 ~ 𝑅6의 전극 반경들의 조화평균이다. 

 

  
1

𝑅
=

1

4
(
1

𝑅3
+

1

𝑅4
+

1

𝑅5
+

1

𝑅6
)                 (5-3) 

 

다음은 3차원 전계 해석 시뮬레이션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제 4 

장 제 1 절에서 측정한 HSES 스트로크를 바탕으로 스트로크 별 3차원 

전계 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 조건으로 420kV 급 HSES 투입 실험 전

압인 343kV(√2 × 420/√3)를 인가하였고, 시뮬레이션 구간은 전체 스트

로크에서 전극이 투입되는 시점인 41~53.5ms로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 

5-5와 그림 5-6은 3차원 전계 해석에 적용할 Mesh 모델과 전극 및 

기타 도체에 인가된 전압 경계 조건을 보여준다. 전체 모델에 대한 

Mesh의 수는 약 9,260,000 Elements로 설정하였다. 그림 5-6을 보면 

고정부인 도체에 343kV의 전압을 인가하였고, 가동 전극 및 탱크 부에 

접지가 인가되도록 경계 조건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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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3차원 전계 해석 용 HSES Mesh 모델 

 

 

그림 5-6 도체 및 전극에 인가된 전압 경계 조건 

 

전계 해석을 위한 지배 방정식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수립된다. 

가우스 법칙은 식 (5-4)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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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𝜀0𝜀𝑟�⃗� ) = 𝜌𝑣                   (5-4) 

where  �⃗� = −𝛻𝑉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스트로크 및 속도는 다음 그림 5-7의 데이터

를 적용하였으며 그림 5-7에 표기된 바와 같이 약 41ms 시점에서 시

뮬레이션이 시작되어 전극 접촉 전인 53.3ms 시점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때, 30~50ms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약 3.5m/s이다. 

한편, 스트리머 방전 이론 계산을 위한 가스 압력 조건은 절대압 5.5bar

로 설정하였다. 

 

 

그림 5-7 시뮬레이션 스트로크 및 속도 

 

다음은 2차원 열 유동 해석 시뮬레이션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열 

유동 해석 시 아크 에너지 계산을 위해 적용한 아크 전류 및 주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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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HSES 모델 사양인 63kArms 50Hz이다. 초기에 충진된 가스 

압력은 스트리머 방전 이론 계산 시와 마찬가지로 절대압 5.5bar를 적

용하였고, 2차원 축 대칭 해석으로 진행하였는데, 전체 영역의 체적은 

HSES 탱크의 체적을 고려하여 112,681cc가 되도록 모델링 하였다. 시

뮬레이션 시간은 그림 5-7의 스트로크 상에서 0~62ms 동안 수행하였

다. 다음 그림은 2차원 열 유동 해석을 위한 해석 모델이다. 

 

 

그림 5-8 열 유동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2차원 축 대칭 모델) 

 

그림 5-8은 열 유동 해석을 위한 2차원 축 대칭 모델이며 가동부

가 스트로크에 따라 이동하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절연

파괴 시점부터는 아크 영역에서 Pre-arc 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전극 

접촉 순간까지 유지되어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증가시킨다. 상기 열 유

동 해석 시뮬레이션 2차원 축 대칭 모델의 Mesh 수는 약 12,051 

Elements로 설정하였다.  

열 유동 해석의 지배 방정식으로는 크게 3가지 방정식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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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방정식은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수립된다. 

 

 
𝜕𝜌

𝜕𝑡
+ 𝛻 ∙ (𝜌𝑣 ) = 𝑆𝑚                     (5-5) 

𝜕

𝜕𝑡
(𝜌𝑣 ) + 𝛻 ∙ (𝜌𝑣 𝑣 ) = −𝛻𝑝 + 𝛻 ∙ ( ̿)             (5-6) 

𝜕

𝜕𝑡
(𝜌𝑒) + 𝛻 ∙ [𝑣 (𝜌𝑒 + 𝑝) ] = 𝛻 ∙ (𝑘𝑒𝑓𝑓𝛻𝑇) + 𝑆ℎ         (5-7) 

 

식 (5-5)는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한 식으로 연속 방정식으로도 불린

다. 𝜌는 가스의 밀도를 의미하고, 𝑣 는 가스의 속도, 𝑆𝑚은 Mass source

를 의미한다. 식 (5-6)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한 식으로 𝑝는 가스의 

압력을 의미하고,  ̿는 Viscous stress tensor에 대한 식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식 (5-7)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식으로 𝑒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𝑘𝑒𝑓𝑓는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를 의미하고, 𝑆ℎ는 아

크 에너지에 의한 열원으로서 Joule heating에 의해서 계산된다. 

다음 절에서는 16가지 Case에 대한 3차원 전계 해석 결과 및 2차

원 열 유동 해석을 통한 압력 상승 효과를 고려하여 Pre-arc 시간을 

예측하고, 절연협조를 고려하여 최종 HSES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

해서 상세히 서술한다. 

 

제 3 절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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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Case 별로 3차원 전계 해석 결과와 스트리머 방전 이론의 

식 (4-13)에 대입하여 계산한 평균 절연파괴 전계를 비교하였다. 절연

파괴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HSES 전극 표면에서의 최대 전계가 평균 

절연파괴 전계를 역전하는 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각 Case 별 전계 

역전 시점에서의 전계 분포와 최대 전계 및 평균 절연파괴 전계 비교 그

래프를 나타낸 결과이다. 

 

 

(a) Case1 

 

 

(b)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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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3 

 

 

(d) Case4 

 

 

(e) Cas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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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ase6 

 

 

(g) Case7 

 

 

(h) Cas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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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se9 

 

 

(j) Case10 

 

 

(k) Cas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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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ase12 

 

 

(m) Case13 

 

 

(n) Cas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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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ase15 

 

 

(p) Case16 

그림 5-9 최대 전계 및 평균 절연파괴 전계 비교 

 

그림 5-9 (a)에서부터 그림 5-9 (p)는 3차원 전계 해석 결과 전극 

간격 별 전극 표면에서의 최대 전계와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 의해서 계

산된 평균 절연파괴 전계를 비교한 그래프와 최대 전계가 평균 절연파괴 

전계를 역전하는 시점에서의 전계 분포를 보여준다. 이 중 Case1, 

Case5, Case9, Case13의 경우 다른 Case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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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긴 시점에서부터 절연파괴가 발생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가

동 전극의 내부 반경(𝑅2)이 2mm로 매우 작기 때문에 절연파괴가 이른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Case7, Case8, Case11, 

Case14, Case15 등은 최대 전계가 평균 절연파괴 전계를 역전하는 전

극 간격이 다른 Case들에 비해서 짧았는데, 이는 가동 전극의 내부 반

경(𝑅2)과 아크 Tip의 전극 반경(𝑅1)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절연파

괴가 늦은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해당 Case들은 

외부 전극 반경이 상대적으로 가혹해 지기 때문에 절연협조에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각 Case 별로 예측된 절연파괴 시점에서부터 Pre-arc가 발

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2차원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a) 온도 분포(50.49ms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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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압력 분포(50.49ms 시점) 

그림 5-10 열 유동 해석 온도 및 압력 분포(Case10) 

 

그림 5-10은 Case10의 열 유동 해석 중 50.49ms 시점에서 아크

에너지에 의해서 상승한 온도[K] 및 압력[Pa] 분포를 보여준다. 제 4 

장 제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크 에너지에 의해서 상승한 압력은 

가동 전극 동작 시 Damping force로 작용하여 가동 전극의 속도 저하

에 기여한다. 이렇게 저하된 속도는 Pre-arc 발생 시점부터 스트로크를 

변화시켜 무(無)부하 시의 스트로크에 비해서 투입 후반부로 갈수록 스

트로크 곡선이 늘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무부하 시보다 유부하 시

의 경우 전극 접촉 순간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Pre-arc 시간 

예측 결과는 좀 더 길게 예측된다. 다음은 각 Case 별로 스트로크의 변

화를 추정한 결과와 Pre-arc 시간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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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b)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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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3 

 

 

(d) 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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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ase5 

 

 

(f) Cas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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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ase7 

 

 

(h) Cas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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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se9 

 

 

(j) Cas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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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ase11 

 

 

(l) Cas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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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ase13 

 

 

(n) Cas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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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ase15 

 

 

(p) Case16 

그림 5-11 스트로크 및 Pre-arc 시간 변화(압력 상승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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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에서와 같이 Pre-arc 에너지에 의한 압력 상승 효과로 

인해서 스트로크의 속도가 저하되어 약 1.5~2.5ms 가량 Pre-arc 시간 

예측 값이 더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각 Case 별로 절연협조를 비교한 결과이다. 제 4 장 제 4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절연파괴 지수가 1이 되는 시점에서 절연협조 

지수가 1보다 커야 Pre-arc 발생 시 HSES 전극 칩을 보호하는 전극 

Shield가 Pre-arc에 의해서 손상될 확률이 적어진다. 

 

 

(a) 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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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se2 

 

 

(c) Case3 

 



 

 95 

 

(d) Case4 

 

 

(e) Cas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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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ase6 

 

 

(g) Cas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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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Case8 

 

 

(i) Cas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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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ase10 

 

 

(k) Cas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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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ase12 

 

 

(m) Cas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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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ase14 

 

 

(o) Cas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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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ase16 

그림 5-12 절연파괴 지수 및 절연협조 지수 비교 결과 

 

그림 5-12의 절연파괴 지수 및 절연협조 지수 비교 결과를 통해 

몇 가지 Case들은 절연파괴 시점에서 절연협조 지수가 1보다 작아서 외

부 전극의 전계가 내부 전극보다 더 높아 절연협조에 취약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동 전극의 내부 반경이 크고, 외부 반경이 

작은 Case4, Case8, Case12, Case16은 절연협조에 매우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체 Case에서 대해서 Pre-arc 시간 및 절연협조

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5-5에는 전계 역전 시점에서의 전극 간격과 역

전 전계, Damping 효과 미 고려 시의 Pre-arc 시간 예측 결과(𝑡𝑠𝑖𝑚1), 

Damping 효과 고려 시의 Pre-arc 시간 예측 결과(𝑡𝑠𝑖𝑚2) 및 절연협조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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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Pre-arc 시간 및 절연협조 비교 결과 

Case 전극 간격 역전 전계             절연협조 

Case1 44.1mm 32.7kV/mm 13.1ms 14.9ms O 

Case2 33.5mm 39.1kV/mm 10.3ms 12.8ms O 

Case3 32.3mm 40.0kV/mm 10.0ms 12.3ms X 

Case4 33.4mm 38.7kV/mm 10.3ms 12.8ms X 

Case5 45.5mm 32.0kV/mm 13.5ms 15.0ms O 

Case6 33.2mm 39.4kV/mm 10.3ms 12.8ms O 

Case7 31.4mm 40.8kV/mm 9.8ms 12.1ms X 

Case8 30.8mm 41.2kV/mm 9.6ms 11.8ms X 

Case9 42.8mm 33.4kV/mm 12.8ms 14.7ms O 

Case10 33.2mm 39.4kV/mm 10.3ms 12.8ms O 

Case11 30.7mm 41.5kV/mm 9.6ms 11.8ms X 

Case12 32.7mm 39.3kV/mm 10.1ms 12.5ms X 

Case13 42.8mm 33.3kV/mm 12.8ms 14.7ms O 

Case14 30.9mm 41.4kV/mm 9.6ms 11.8ms X 

Case15 29.6mm 42.6kV/mm 9.3ms 11.5ms X 

Case16 32.8mm 39.2kV/mm 10.1ms 12.5ms X 

 

표 5-5를 보면 내부 전극 반경(가동 전극 내부 곡률 반경 및 아크 

Tip 곡률 반경)이 커짐에 따라 절연협조 설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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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Pre-arc 시간의 경우는 내부 전극 반경

이 커질수록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비교 결과 절연협조도 만족하

고 Pre-arc 시간도 최소인 Case는 Case2, Case6, Case1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Case2, Case6, Case10 중에서 한 가지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마

지막으로 전극 간격에 따른 최대 전계 상승률을 비교하였다. 이는 전극

이 가까워짐에 따라 최대 전계 상승률이 높을수록 절연파괴 발생 확률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5-13 전극 간격에 따른 최대 전계 비교 

 

그림 5-13은 Case2, Case6, Case10의 전극 간격에 따른 최대 전

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전극 간격은 절연파괴가 발생하는 시점 전후로 

22~40mm 구간으로 선정하여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그래프 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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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Case2 및 Case6의 최대 전계가 Case10의 최대 전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2, Case6, Case10에 대해서 

전극 간격 22mm에서 30mm까지의 평균 최대 전계 상승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𝐸𝑝𝑒𝑎𝑘

𝐶𝑎𝑠𝑒2

∆𝑙
| = 4.38𝑘𝑉/𝑚𝑚2                 (5-8) 

|
∆𝐸𝑝𝑒𝑎𝑘

𝐶𝑎𝑠𝑒6

∆𝑙
| = 3.78𝑘𝑉/𝑚𝑚2                 (5-9) 

|
∆𝐸𝑝𝑒𝑎𝑘

𝐶𝑎𝑠𝑒10

∆𝑙
| = 3.33𝑘𝑉/𝑚𝑚2               (5-10) 

 

식 (5-8), 식 (5-9), 식 (5-10)에서와 같이 Case10의 최대 전계 

상승률이 3.33kV/mm2로 Case2 및 Case6에 비해 가장 낮았다. 이는 

Case10이 Case2 및 Case6보다 전극 간격이 가까워짐에 따라 절연파

괴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16가지 Case 중에서 앞서 비교한 Pre-arc 시간과 절

연협조 및 최대 전계 상승률을 모두 고려한 결과 Case10을 최적의 

HSES 전극 모델로 선정하였다. 다음 그림에서는 Case10의 Pre-arc 

발생 시점에서 전위 분포 및 전계 벡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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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전위 분포 및 전계 벡터(Case10) 

 

그림 5-14는 절연파괴 발생 시점에서 나타낸 Case10의 전위[V] 

분포 및 전계 벡터이다. Case10의 전계 벡터를 보면 절연파괴 발생 시

점, 즉, Pre-arc 발생 시점에서 전계 벡터의 크기가 내부 전극 방향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절연파괴 시에 Pre-arc가 전극 

내부로 먼저 생성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전극 Shield는 Pre-arc로부터 보호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HSES 모델

을 적용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실증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e-arc 시간 예측 기법 및 전극 형상 최적 설계 방안의 타당성에 대

해서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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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 결과 비교 

 

 

이번 장에서는 제 5 장에서 16가지 Case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최적의 모델로 도출된 Case10의 전극 형상을 적용하여 한국전기

연구원에서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서술한다. 

제 6 장 제 1 절에서는 실험 모델로 사용한 420kV 63kA HSES 

모델과 실험 개요 및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어서 제 2 절에서

는 실험 결과 측정된 Pre-arc 시간과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예측된 결

과를 비교하여 제 4 장 제 3 절에서 제안한 Pre-arc 시간 예측 프로세

스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실험 이후의 부품 상태를 점검

하여 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HSES 전극의 상태를 분석하여 

Pre-arc 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며 제 6 장을 마무리 한다. 

 

제 1 절 실험 결과 

 

제 2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낙뢰, CB 재발호 등 2차 아크 

전류가 발생하는 가혹한 상황에서는 HSES가 단락 전류를 접지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IEC 62271-102 규격에서는 HSES의 단락 전류 투입 

성능에 관한 실험을 정의한다. HSES의 단락 전류 투입 실험은 제 4 장 

제 1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칭 전류와 비대칭 전류 실험으로 구분



 

 107 

된다. 대칭 전류 실험은 전압 Peak 시점에서 HSES에 단락 전류가 인가

되고, 비대칭 전류 실험은 전압 영점에서 단락 전류가 인가된다. 비대칭 

전류 실험에서는 단락 전류 인가 시 전압이 0에 가깝기 때문에 Pre-

arc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칭 전류 실험에서는 전압 Peak 시점에서 단락 

전류가 인가되기 때문에 Pre-arc가 가장 길게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가장 가혹한 조건인 대칭 전류 실험에 대해서만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사양 및 기타 실험에 관한 개요는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 개요 

구분 내용 

정격 전압 420kVrms 

인가 전압 343kV (단상 Peak 전압) 

정격 차단 전류 63kArms 

정격 주파수 50Hz 

피시품 구성 단상 

실험 일시 
1 차: 2016 년 5 월 30~31 일 

2 차: 2016 년 6 월 7 일 

실험 장소 한국전기연구원 Test Cell 5 

주 회로 저항 
1 차 실험 전: 85𝜇  

2 차 실험 전: 90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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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과 같은 실험 내용으로 420kV 63kA 급의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1차 실험 

시에는 Calibration을 위해 실험 전압과 전류를 낮추어서 몇 차례 수행

하였다. 1차 실험 후에는 유지보수를 하여 전극, Shield, 전극 칩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2차 실험을 진행하였고, 2차 실험 시에는 몇 차례 

Calibration 이후 100% 실험 전압 및 실험 전류를 인가하였다.  

 

 

그림 6-1 420kV HSES 실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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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은 표 6-1의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의 대상인 

420kV HSES 실험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HSES의 구성은 단상 

구조이기 때문에 단상 실험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2차에 걸친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 6-2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 결과 

실험 No. 
투입 전압 

[kV] 

투입 전류 

[kArms] 

Pre-arc 시간 

[ms] 

투입 시간 

[ms] 

16-0530-020 

(#20) 
105.6 21.08 2.9 80.1 

16-0530-021 

(#21) 
172.5 20.94 4.9 77.8 

16-0530-025 

(#25) 
221.9 22.90 7.4 74.3 

16-0530-050 

(#50) 
300.3 60.74 10.8 70.3 

16-0530-051 

(#51) 
332.0 64.65 11.8 69.6 

 

표 6-2에서 실험 #20, #21, #25는 1차 실험 결과이고, 실험 #50, 

#51은 2차 실험 결과이다. 투입 전압(Making voltage)은 HSES 투입 

시 절연파괴 발생 시점에서의 전압이고, 투입 전류(Making current)는 

절연파괴 이후부터 발생되는 전류이며, 투입 시간(Making time)은 투입 

신호(Closing coil signal) 시작부터 절연파괴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전체 폐로 시간(Closing time)은 투입 신호 시작 시간부터 전극 접촉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투입 시간에 Pre-arc 시간을 더하면 폐

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실험 #51의 경우 420kV 63kA HSES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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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투입 실험의 100% 전압 및 전류를 인가한 결과이다. #51의 투입 

전압 332.0kV은 420kV 실험 전압의 허용오차(전기적으로 -30°/+15° 

허용오차) 내에 들어오는 값이다. 다음 그림 6-2는 실험 #51에 관한 

투입 전류, 인가 전압, 스트로크 등의 실험 결과 그래프이다. 

 

 

그림 6-2 실험 결과 그래프(#51) 

 

그림 6-2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가 전압의 Peak 시점에서 전류가 투

입되어 전극 접촉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Pre-arc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투입 전류의 파형도 대칭 전류로 발생되어 유효한 실험 결

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연파괴 시점부터 전극 접촉 시점까지의 실

험 #51에서의 Pre-arc 시간은 약 11.8ms로 측정되었다. 그림 6-2의 

스트로크 파형을 보면 Pre-arc 발생 시점부터 투입 속도(그래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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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 4 장 제 3 절에서 예

상한 바와 같이 Pre-arc 발생 시 아크 에너지에 의해서 상승된 가스 

압력이 Damping force로 작용하여 속도 저하 현상이 야기된 것으로 보

인다. 

 

제 2 절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을 통해 측정된 각 실험 별 

Pre-arc 시간과 제 4 장 제 3 절에서 제안한 Pre-arc 시간 예측 기법

에 의해서 예측된 Pre-arc 시간을 비교하도록 한다. 

먼저 각 실험 별로 3차원 전계 해석을 통해서 추출된 전극 표면에

서의 최대 전계 값과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 의해서 계산된 평균 절연파

괴 전계를 비교하여 절연파괴 시점을 예측한다. 그리고 예측된 절연파괴 

시점으로부터 Pre-arc 발생 시의 2차원 열 가스 유동 해석을 통해 압

력 상승 효과를 분석하고,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과를 고려한 스

트로크의 변화를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스트로크를 바탕으로 절

연파괴 시점부터 전극 접촉 순간까지를 계산하여 Pre-arc 시간을 예측

한다. 

다음은 각각의 실험 조건 별로 절연파괴 발생 시점 및 Pre-arc 시

간을 예측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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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 절연파괴 시점 예측 

 

 

(b) #20: Pre-arc 시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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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1: 절연파괴 시점 예측 

 

 

(d) #21: Pre-arc 시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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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5: 절연파괴 시점 예측 

 

 

(f) #25: Pre-arc 시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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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50: 절연파괴 시점 예측 

 

 

(h) #50: Pre-arc 시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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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1: 절연파괴 시점 예측 

 

 

(j) #51: Pre-arc 시간 예측 

그림 6-3 절연파괴 발생 시점 및 Pre-arc 시간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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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림 6-3에서 예측된 Pre-arc 시간 및 실험에 의해서 측

정된 Pre-arc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6-4 Pre-arc 시간에 대한 실험 및 예측 결과 비교 

 

그림 6-3는 Pre-arc 시간에 대한 실험 및 예측 결과를 비교한 그

래프이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실험에 의해 측정된 Pre-arc 시간

(𝑡𝑒𝑥𝑝 )이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과 미 

고려 시의 Pre-arc 시간 예측 결과(𝑡𝑠𝑖𝑚1)이고,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과를 고려하여 예측된 Pre-arc 시간

(𝑡𝑠𝑖𝑚2)이다. 다음의 표에서는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Pre-arc 시간에 

관한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및 예측 오차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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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Pre-arc 시간에 대한 실험 및 예측 결과 비교 

실험 

No. 

    

[kV] 

     
[kA] 

     

[ms] 

      
[ms] 

      
[ms] 

        

[ms] 

        

[ms] 

#20 105.6 21.08 2.9 3.3 3.4 +0.4 +0.5 

#21 172.5 20.94 4.9 5.2 5.4 +0.3 +0.5 

#25 221.9 22.90 7.4 6.8 7.1 -0.6 -0.3 

#50 300.3 60.74 10.8 8.5 10.4 -2.3 -0.4 

#51 332.0 64.65 11.8 9.2 11.5 -2.6 -0.3 

 

표 6-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과 미 

고려 시의 Pre-arc 시간 예측 결과(𝑡𝑠𝑖𝑚1)는 인가 전압 및 전류가 작을 

경우(#20, #21, #25)에는 예측 오차가 크지 않았지만 인가 전압 및 전

류가 클 경우(#50, #51)에는 예측 오차가 최대 -2.6ms로 크게 발생

하였다. 한편,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과 고려 시의 Pre-arc 시

간 예측 결과(𝑡𝑠𝑖𝑚2)는 인가 전압 및 전류가 클 때에도 예측 오차가 ±

0.5ms 이내에 들어왔다. 즉, 인가 전압 전류에 관계 없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e-arc 시간 예측 기법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5 장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선정한 HSES 모델이 적합한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 이후에 아크 에너지에 의한 전극 손상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1차 실험 후와 2차 실험 후의 전극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다음 그림은 1차 실험 후와 2차 실험 후의 전극의 상태를 

조사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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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실험 후 

 

 

(b) 2차 실험 후 

그림 6-5 1차 및 2차 실험 후 전극 사진 

 

그림 6-5 (a)는 1차 실험에 사용된 전극의 사진인데, 전극의 상태

를 보면 가동 전극과 고정 전극의 내부 전극이 아크에 의해 손상된 부분

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에서 설계한 바와 같이 전극 Shield를 보호

하는 절연협조를 고려한 결과 전극 Shield보다는 전극 내부가 아크에 의

한 손상이 더 크게 발생하였다. 전극 Shield의 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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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극 칩도 아크에 의한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 한편, 그림 6-5 (b)는 

2차 실험에 사용된 전극인데, 1차 실험 후보다는 아크에 의한 전극 손상

이 더 많이 발생했다.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극 Shield보다는 내부 

전극에서 아크에 의한 손상이 더 심하게 발생했지만(절연협조 설계 유효

성 검증), 실험 #50, #51의 경우 아크 에너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전극 Shield까지도 아크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1차 실험 및 2차 실험 후 전극 칩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기 위

해서 전극의 접촉 저항을 측정하였다. 만약 전극의 접촉 저항이 크게 증

가했다면 단락 전류 투입에 실패하거나 투입 이후에 재개방에 실패하여 

HSES 투입 실험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표 6-4 접촉 저항 측정 결과 

No. 신규 조립 1차 실험 후 2차 실험 후 

1 6.90𝜇  26.60𝜇  29.50𝜇  

2 6.80𝜇  26.30𝜇  28.20𝜇  

3 6.80𝜇  26.10𝜇  27.60𝜇  

Average 6.83𝜇  26.33𝜇  28.43𝜇  

Ratio 1.00 3.85 4.16 

 

표 6-4에서와 같이 신규 조립 시 및 1차 실험 후와 2차 실험 후에 

접촉 저항을 측정한 결과 신규 조립 시에는 평균 6.83𝜇 이 측정되었고, 

1차 실험 후에는 26.33𝜇 , 2차 실험 후에는 28.43𝜇 이 측정되었다. 측



 

 121 

정 결과 신규 조립 시에 비해서 실험 이후에는 약 3.85 배에서 4.16 배 

가량 접촉 저항이 증가하였다. 통전 성능을 잃어버릴 만큼 그 값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1차 실험에 비해서 2차 실험 시에 아크에 의

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촉 저항이 1차 실험보다 약 

1.5~2.9𝜇  가량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극 칩이 아크로부터 보호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6 전극 칩의 용융 상태(예시) 

 

표 6-5 전극 칩의 용융 상태 조사 

분류 좋음 보통 나쁨 

전극 칩 용융 비율 ≥99% 98~99% ≤98% 

1 차 실험 후 44.4% 55.6% 0% 

2 차 실험 후 16.7% 36.1%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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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과 표 6-5에서는 전극 칩이 아크 에너지에 의해서 손상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극 칩의 용융 상태를 조사하였다. 전극 칩의 

용융 상태는 전극 칩의 새 부품 폭(W) 대비 실험 후 각 전극 칩의 폭을 

조사하여 전극 칩 용융 비율에 따라 칩의 수를 조사하였다. 새 부품의 

폭 대비 용융된 칩의 폭이 99% 이상이면 “좋음”, 98~99%이면 “보통”, 

98% 이하이면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 1차 실험 후 전극 칩

의 상태는 좋음이 44.4%, 보통이 55.6%였고, 2차 실험 후의 상태는 

“좋음”이 16.7%, “보통”이 36.1%, “나쁨”이 47.2%였다. 비록 “나쁨” 상

태가 1차 실험에 비해서는 증가하긴 하였지만 나머지 전극 칩들의 상태

가 양호하였으므로 접촉 저항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전극 칩의 압점력(Contact force)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극 스프링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HSES의 경우 

총 4단의 전극 스프링이 전극 칩을 고정하여 압점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아크 열에 의해서 전극 스프링이 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압점력이 

줄어들어 전류 통전 시 낮은 접촉 저항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전극 스

프링 역시 전극 칩과 함께 전극 Shield에 의해서 보호된다. 절연협조 설

계가 잘 되었다면 전극 스프링의 장력은 크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그림 6-7 및 표 6-6에서는 전극 스프링 장력을 조사한 결과

를 보여준다. 스프링 장력 측정은 1차 실험 후 전극 스프링 4개와 2차 

실험 후 전극 스프링 4개에 대해서 측정하였으며 인장길이를 40mm, 

55mm로 2단계에 걸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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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전극 스프링 상태 사진 

 

표 6-6 전극 스프링 장력 조사 

인장길이 

[mm] 

실험 

차수 

초기 값 

[N] 

스프링 1 

[N] 

스프링 2 

[N] 

스프링 3 

[N] 

스프링 4 

[N] 

40 
1 차 

70.41 
68.84 72.96 76.10 70.41 

2 차 70.41 76.88 77.47 72.96 

55 
1 차 

117.48 
115.33 119.44 112.98 116.90 

2 차 115.33 123.37 123.76 118.86 

스프링 

상수 

[N/mm] 

1 차 
3.138 

3.100 3.100 3.128 3.100 

2 차 2.991 3.100 3.089 3.060 

 

전극 스프링 장력 측정 결과 1차 실험 후의 전극 스프링보다 2차 

실험 후의 전극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가 더 작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스

프링이 장력을 조금씩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림 6-7에서도 

볼 수 있듯이 2차 실험 후 최상단 스프링의 경우 변형이 심하게 발생하

였는데, 스프링 상수를 계산한 결과 초기 값 대비 약 95.3%로 4.7% 가

량의 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장력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전극 칩에 가하는 압점력이 유지 되었기 때문에 접촉 저항도 크게 증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24 

제 7 장 결론 및 제언 

 

 

전력 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2차 아크 전류의 경우 완전하게 제거되

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락 사고의 원인이 된다. 2차 아크 전류를 제거하

기 위해서 계통 운영자는 송전선로에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거나 GIS 내

에 HSES를 설치하여 2차 아크 전류를 소호한다. HSES가 병렬 리액터

에 비해서 2차 아크 전류 소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GIS 내

에는 HSES가 설치되어 있으며, CB와의 자동 재폐로 동작으로 빠르게 

사고 복구를 함으로써 전력 계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2차 

낙뢰 및 CB 재발호 등에 의한 요인으로 인해서 2차 아크 전류의 크기

가 증가하게 되면, HSES의 2차 아크 소호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2차 아크 전류 소호를 위한 HSES 전극의 최적 설계 방안

이 필요하다. 

만약 HSES의 전극이 Pre-arc에 의해서 심하게 손상된다면 HSES

의 2차 아크 전류 소호는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

서는 EMTP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성공 

및 실패 여부에 따른 계통 영향을 분석하였다. HSES의 2차 아크 전류 

소호 실패에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투입에 실패할 경우와 재

개방에 실패할 경우이다. 투입에 실패할 경우는 HSES 투입 시에 발생

되는 Pre-arc에 의해서 전극이 손상되어 통전 성능을 잃어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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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재개방에 실패할 경우는 Pre-arc에 의해서 양 전극이 용접되는 

경우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CB와 HSES의 자동 재폐로 동작에서 CB 

재투입 시에 2차 지락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HSES가 2차 아크 

전류를 정상적으로 소호한다면 자동 재폐로 Sequence에서 CB 재투입 

시에 계통의 사고가 완전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전압 및 전류가 다시 흐

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IEEE 14 

bus system을 대상으로 EMTP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CB 차단 이

후 재발호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2차 아크 전류를 모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차 아크 전류 소호를 위한 HSES 전극의 최적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HSES 소호 실패의 주요 원인인 Pre-

arc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HSES 전극 투입 시 발생되는 

Pre-arc 시간을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Pre-arc 시간 예측 

프로세스에서는 스트리머 방전 이론에 근거하여 평균 절연파괴 전계를 

계산하는 수치적 방법과 3차원 전계 해석을 통하여 HSES의 스트로크 

별 최대 전계를 계산하는 해석적 방법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절연파

괴 시점을 예측하고 절연파괴 시점으로부터 전극 접촉 순간까지의 

Pre-arc 시간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Pre-arc가 발생하는 유부하 조건

에서는 가스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과로 인해서 스트로크의 속

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re-arc 발생 시

의 2차원 열 가스 유동해석을 통해 가스 압력 상승 현상을 모의하였고, 

가스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과로 인해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분석하여 스트로크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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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Pre-arc 시간 예측 기법 및 절연협조 설계 기법을 바탕으

로 HSES의 전극 형상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극 칩을 Pre-arc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전극 Shield가 HSES 투입 시 Pre-arc에 

의해 용융되지 않기 위해서 절연협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만약 전극 

Shield가 용융되어 손상되면 전극 칩이 노출되어 HSES의 절연 성능이 

취약해진다. 이를 위해, 절연파괴 지수 및 절연협조 지수를 정의하여 절

연파괴 지수가 1인 시점(Pre-arc 발생 시점)에서 절연협조 지수가 1 

이상을 만족하는 HSES의 전극 형상을 도출하였다. 만약 Pre-arc 시간

이 최소이면서 절연협조를 만족하는 HSES 전극 모델이 복수일 경우에

는 복수개의 모델 중에서 최대 전계 상승률이 가장 작은 모델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HSES 전극 형상 설계 프

로세스를 총 16가지 전극 모델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으며, 이 중에서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는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여 피 실험 모델로 제작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 연구에서 선정한 HSES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HSES 단락 전류 투입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측정된 Pre-arc 시간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Pre-arc 

시간 예측 프로세스가 타당한지를 검증해 보았다. 다양한 전압을 인가하

여 실험한 결과 가스 압력 상승에 의한 Damping 효과 미 고려 시에는 

예측된 Pre-arc 시간의 오차가 최대 -2.6ms 가량 발생하였으나, 

Damping 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는 Pre-arc 시간 예측 값이 인가 전압

에 관계 없이 ±0.5ms 이내로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이후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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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분석하여 아크 에너지에 의한 전극의 손상 정도와 절연협조 

설계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아크 에너지가 높은 실험의 경우 일

부 전극 칩의 손상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지만, 거의 손상되지 않은 칩의 

비율도 높아서 접촉 저항을 측정한 결과 신규 조립 시에 비해 크게 증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외부 전극보다 내부 전극의 손상

이 더 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를 통해 절연협조 설계가 유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극 스프링 장력을 측정한 결과 장력을 크게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 실험 이후에도 통전 성능에서 중요한 

요소인 압점력을 유지하였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 계통에서 발생되는 2차 아크 전류에 관한 문제

를 HSES라는 개별 기기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방법의 장점은 전극 형상 설계만으로 HSES가 좀 더 안정적

인 2차 아크 전류 소호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설계 기법은 HSES의 절연 설계, 통전 설계, 조작 에너지 및 

동작 속도 등의 기본적인 설계 이후에 최종 단계에서 전극의 형상을 최

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의 접근 방

법은 주로 HSES의 동작 속도를 최대화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으나 이는 기계적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극 형상 설계만으로 HSES의 2차 아크 소호 성능을 개선한 본 연구는 

효율성 및 경제성의 관점에서 산업계에 유용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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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Parameters 

𝑛0 Initial number of electrons 

𝛼 1
st
 ionization coefficient 

𝛽 2
nd

 ionization coefficient 

𝛾 3
rd

 ionization coefficient 

𝜂 Attachment coefficient 

𝑁𝑐𝑟𝑖𝑡 Critical number of electrons when streamer is formed 

𝑥𝑐𝑟𝑖𝑡 Critical length of streamer when streamer is formed 

𝛼′ Effective ionization coefficient 

𝐾 Some constant 

(𝐸/𝑃)𝑐𝑟𝑖𝑡 Critical value of E/P when streamer is formed 

𝑚 Some constant 

𝑘𝑑 Design factor 

𝑑 Spring wire diameter 

𝐷 Spring effective diameter 

𝐷2 Spring outer diameter 

𝑁𝑎 Spring effective winding number 

𝐺 Shear modulus of elasticity 

  Free length 

𝑃𝑖 i
th
 load 

𝜀0 Vacuum permittivity 

𝜀𝑟 Relative permittivity 

𝜌𝑣 Total electric charge density per unit volume 

𝜌 Gas density 

𝑆𝑚 Mass source 

𝑘𝑒𝑓𝑓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𝑆ℎ Heat source 

  

Variables 

𝑙 Distance between electrodes 

𝑛 Total number of electrons entering an anode 

𝑃, 𝑝 Gas pressure 

𝑅 Harmonic mean value of electrode radiuses 

𝐸𝑏𝑑
𝑚𝑎𝑥 Maximum breakdown electric field strength 

𝐸𝑏𝑑
𝑎𝑣 Average breakdown electric field strength 

𝑢 Electric field utilization factor 

𝐹 Total force 

𝐹𝑘 Spring force 



 

 134 

𝐹𝑑 Damping force 

𝜆 Breakdown factor 

𝐸𝑝𝑒𝑎𝑘 Peak value of electric field of electrode surface 

𝜇 Insulation coordination factor 

𝑘 Spring constant 

 𝑖 i
th
 Shear stress 

�⃗⃗�  Electric displacement field 

�⃗� , 𝐸 Electric field 

𝑉 Voltage 

𝑣  Gas velocity 

 ̿ Viscous stress tensor 

𝑒 Energy 

𝛥𝐸𝑝𝑒𝑎𝑘/𝛥𝑙 Growth rate of maximum electric field strength 

𝑉𝑏𝑑 Breakdown voltage 

𝑡𝑒𝑥𝑝   Experimental pre-arcing time 

𝑡𝑠𝑖𝑚 Simulation pre-arc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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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HSES Electrode Shape 

Considering Pre-arcing Time 

Prediction Method 

 

Min-Cheol Kang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ary arc current means the fault current additionally 

generated after the primary fault current (or primary arc current) 

in the transmission line is interrupted. The secondary arc current is 

mainly caused by electrostatic induction and magnetic induction 

from the healthy phases in the case of one phase ground fault, 

secondary lightning, or restrike of a circuit breaker (CB). If the 

secondary arc current is not completely removed, it may cause 

additional damage to the power system. Therefore, in a gas 

insulated switchgear (GIS) which protects the power system, a 

high-speed earthing switch (HSES) that requires a short-circuit 

current making performance is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extinguishing the secondary arc current. In particular, the 

secondary arc current extinction of the HS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auto-reclosing operation with 

the CB. If the secondary arc current extinction of the HSES end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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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then the auto-reclosing operation with the CB causes 

additional ground fault in the power system. In this paper, we 

analyze EMTP (Electromagnetic transient program) simul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of secondary arc current generation in 

IEEE 14 bus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econdary 

arc current extinction of the HSES in the power system. Also,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designing the HSES electrode 

shape to minimize the failure rate of the secondary arc current 

extinction of the HSES. In order to design the HSES electrode 

shape, the pre-arcing time generated during the closing operation 

of the HSES is predicted and minimize the pre-arcing time. In 

addition, we consider the insulation coordination between electrodes 

and shield of the HSES so that the HSES can stably quench the 

secondary arc current. In the pre-arcing time prediction technique, 

a three-dimensional electric field analysis results and a streamer 

discharge theory calc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predict an 

insulation breakdown point.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pre-

arcing time prediction, the gas pressure increased by the pre-arc 

energy is calculated, and the stroke changed by the damping force 

to which the gas pressure is applied is consider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e-arcing time prediction technique, 

we compare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predicted results by 

conducting the HSES making test at the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eywords: pre-arcing time prediction, high-speed earthing switch, 

streamer discharge theory, insulation coordination, 

damping force, secondary arc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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