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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피뢰기의 인공오손에 의한 누설전류의 고조파 분석  

Harmonics Analysis of Leakage Current due to Artificial Contamination of 
Distribution Arresters

박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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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reports the contamination performance of two distribution arresters (new and used ones) tested 

under three different contaminant conditions – clean fog, ESDD (equivalent salt deposit density) level (A, B, C, and D),

and kaolin contamination conditions, and their leakage current, total leakage current, and component of the resistive 

leakage current were measured in order to diagnose arrester deterioration. The 3rd harmonics was larger than 5th and 

7th ones for the arrester under the clean fog, and as the ESDD contamination level was applied, 5th one became 

relatively larger than 3rd one.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sistive leakage current could be used for the 

diagnosis of the arresters.

Key Words : Distribution arresters, ESDD contamination level, Resistive leakage current, Kaolin contamination, Harmonics 

* 정 회 원 : 부 학교 기 자공학과 교수

E-mail : jjpark@joongbu.ac.kr

수일자 : 2012년 8월  8일

최종일자 : 2012년 8월 16일

1. 서  론 

피뢰기는 외부의 이상 압으로부터 력시스템을 안 하

게 운 을 하기 해 요한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하여야한

다. 그러나 피뢰기에 설 류를 지속 으로 통과시키면 피

뢰기의 연성능 약화를 래하게 되며 그리고 외부환경요

인 즉, 표면오손, 내부습도, 에이징, 열  열화 등에 향을 

받게 된다. [1-3].  

이들 피뢰기들은 표면에 부착되는 먼지, 분진 등에 의해 

연성능이 하되고 결국 연이 괴되어 사고를 유발하

게 된다. 특히 염해지역에서 오손도에 의한 표면오손 [4-6] 

그리고 특히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공장지역  철도의 터

내부[7-10] 등 설치되는 피뢰기  애자에 표면열화의 진

행이 빠르게 이루어져 력공 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열화조건이 가혹하게 되면 수명단축  정 사태에 

이르게 된다. 피뢰기의 감시  진단이 향후 온라인과 같은 

망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도 신뢰성 높은 계측기법이 연구

될 필요가 있다. 그 측정기법  범용 이면서 재까지 가

장 우수한기법이 설 류 계측기법이다[12-14]. 최근의 연

구에서 ZnO 서지 피뢰기에 한 항성 류테스터에 한 

표  장치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측정값도 체 류, 

항성분의 류, 용량성성분의 류, 유효 력, 기 압, 

상각, 고조 성분의 류 등 다양화되어지고 있다[13]. 특히 

제3고조 의 항성 류와 용량성 류에 하여 알고리즘

을 통하여 계측기화 되어 장에 용되고 있다. 이런 항

성 설 류를 통하여 열화정도를 알 수 있는 요한 요소

로서 효과 인 단의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14]. 본 연구에

서는 피뢰기로부터 발생된 설 류는 ZnO소자로부터 흐르

는 체 설 류성분 과 하우징으로부터 흐르는 표면 설

류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체 설 류  항분 설

류 검출은 체 설 류에서 용량성 설 류를 제거하

는 방법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 다. 한 외부환경에

의한 피뢰기 연모니터링을 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오손

을 실시하 다. 첫째로 청정지역을 모의한 Clean Fog 용

에 따른 설 류 계측(배 용 신품피뢰기, 사용된 배 용 

피뢰기)과  둘째로 공장지역  해변가 고장 집지역을 모

의한 카올린 오손실험 그리고 셋째로 염해지역을 모의한 오

손조건들 즉, ESSD A, B, C, D기 으로 실시하 다. 인가

압은 압으로부터 고 압에 이르기 까지 인가하 으며, 

그때 계측된 설 류 형은 Matlab 7.0을 이용하여 기본

, 3 ,5, 7 고조 를 분석하 다.  

2. 본  론

2.1 실험  측정

2.1.1 피뢰기 오손 상, 평가, 측정방법 

(1) 오손섬락기구[15,16]

오손이 장기간의 송. 배 계통 운용경험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오손섬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다량의 수용성 오손물이 부착된 연물이 습윤되는 경우  

② 해무나 심각한 오염 공단지역의 안개 등이 연물에 부

착 되는 경우,

③ 오손된 연물 표면에 결빙이 발생되고, 계면이 활성화되

는 경우,

④ 습윤  오손된 연물에 이상 압(일시 , 과 압, 스

칭 서지 등)이 인가되는 경우이다.

  가장 일반 인 오손으로 인해 나타난 상은 ①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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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량의 수용성 오손물이 부착된 연물이 안개, 응축, 비 

등의 기상 상으로 인해 습윤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상은  새벽녘의 안개와 한 련성을 지니지만, 해안지역

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안개가 가장 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해당지역 환경특성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염무

실험과 같은 ②는 일부 해안의 경우에 국한되는 상으로 

내륙지역에 용하기는 곤란하며, ③과 같은 조건은 우리나

라는 결빙  설에 의한 향은 비교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오손섬락 기구는 해질의 도도에 크

게 의존하며, 해질의 도도는 이온의 농도  이동도에 

의존한다.  

(2) 공업 오손물 (불용성 오손물)[17-18]

공업 오손물질은 연소나 소각시설에서는 탄소가 주를 이

루지만, 화학공장에서는 공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생성물

이 발생된다. 일반 으로 공업 오손물은 발생원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0.5～30 )

② 유리, 도자기  속의 용융, 용해, 열처리 시설 (0.3～

10 )

③ 화학비료, 석유정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소성, 

건조, 가열  탈황시설(3～50)

④ 시멘트, 코크스, 석탄, 연탄  제조시설 등 (3～50)

⑤ 각종 토목, 건축공사장, 채석장, 비포장도로  나 지

⑥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타이어 

 도로의 마모

(3) 오손도 측정방법[19]

정 한 오손도 측정을 해서는 화학성분 분석  화학 

등가법을 사용하여 한다. 가장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통 인 필세법(brush wiping method)으로서 해

질에 따른 25°C 수용액의 등가 도도를 이용하 다. 좀더 

정확한 도도를 측정하기 하여 증류수를 이용하 으며, 

도도 측정장치인 Thermo Orion(Model:105 ,Made in USA) 

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식(1)은 도도 값을 이용하여 등

가염부분착 도를 계산하는 식을 나타내고 있다[19].

×
××

  (1)

  여기서, 는 세정용액의 체 도도, S/cm, V는 세정용 

용액의 체 , 500cc, A는 세정 상의 표면 은 (상부:980,하

부:633, 시드:108+52=160) 체 1626cm
2
을 용하 다.

2.1.2 실험장치

피뢰기의 설 류 측정은 그림 2에서 나타낸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오손환경을 모의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사용된 피뢰기는 배 용고분자 피뢰기로서 신품피뢰기

(Virgin Arrester), 사용된 피뢰기(Used Arrester) 두 종류를  

사용하 다. 자체 제작된 포그쳄버에 피뢰기를 설치하고 

음 가습장치(Ultra Sonic Humidifier ; 400cc/hr, 연속분무)

를 이용하여 실험  쳄버 내 스 안개로 가습한 후 (습

도:93%, 30℃) 교류 상용주  고 압을 인가하 다.

증류슈와 피뢰기 비

증류수 기 도도 측정

러쉬를 이용, 피뢰기 표면세정 

오손된 물의 도도 측정

조건 값 보상 

등가염분 도(ESDD)계산

그림 1 오손도 측정방법

Fig. 1 Measurement for contamination degree

  피뢰기의 오손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오손처리는 등가염

분부착 도(Equivalent Salt Deposit Density ; ESDD)를 근

거로 하여 오손 벨을 A,B,C,D 네 개의 등 으로 오손을 실

시하 다. 한 환경오손 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불용성 오

손물은 비산먼지와 일치하며, 비산먼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SiO2, Al2O3 가 주성분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국내외의 오손 련 규격실험에 SiO2, Al2O3을 주성분으로 하

는 카올린(Kaolin)을 사용하 다. 오손량은 증류수 1000ml당 

20g, 40g 두 종류를 사용하 으며, 오손물의 ESDD는 D 벨

로 실시하 다. 

  설 류의 계측은 음 가습기에서 발생된 스 안개가 

아래에서 상부방향으로 주입이 이루어졌으며 피뢰기 표면에 

일정한 습도가 존재할 때 압을 인가하 다. 고 압이 인

가되면 피뢰기의 표면에서 흐르는 표면 설 류와 ZnO 바

리스터로 부터 설된 두 가지 종류의 류가 측정되었다. 

즉, 항성성분에 해당된 류와 체 설 류를 각각 개발

된 측정장치로 부터 계측이 이루어졌다. 세 개의 출력단자

로부터 계측된 설 류는 디지털오실로스코  (LeCroy; 

Wave Runner 6050A, 500MHz, 4channel, Quad 5GS/s, 

Window XP환경)로 입력되어진다.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

형이 디스 이 되고, 164ms에서 10μs/pt로서 100kS/s을 

갖는 설 류 형이 계측되어진다. 계측된 데이터는 필터

링의 과정을 걸쳐 Matlab7.0을 통하여 FFT을 실행하여 실

효치의 값으로 스펙트럼이 분석된다. 설 류의 최 값이  

FFT의 분석을 통하여 780Hz(기본 로부터 13고조 까지)고

조 신호를 연구에 사용하 다. 항성 설 류의 기본  , 

3고조  , 5고조  그리고 7고조 에 한 인가 압상승과의 

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ESDD 와 항성 설 류와의 

계를 정립하 으며, 이를 토 로 피뢰기의 항성 설

류의 오손특성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 로 피뢰기의 

신뢰성 평가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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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피뢰기 설 류 체 측정시스템 

Fig. 2 Measurement system for leakage current of arrester  

2.2 실험결과  검토고찰

2.2.1 인가 압 벨에 따른 Clean 피뢰기 고조  

분석  

(1) 체, 표면, 항성 설 류의 분석  

피뢰기의 비선형성 항에 기인하여, 피뢰기에 순수한 정

 압이 인가되면 여러 고조 를 포함한 설 류가 발

생하게 된다. 피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설 류 형은  

피뢰기의 ZnO소자를 통하여 발생된 체 설 류와 표면

으로부터 흐르는 설 류를 계측한 것이다. 항성 설

류는 피뢰기의 상태를 알리는 지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배 용 피뢰기(건 상태)를 이용하

여 표면의 오손을 깨끗이 제거하고 측정장치에 설치된 피뢰

기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증류수를 음 가습기로 안개를 

용하 다. 챔버내부의 습도가 93%을 유지하도록 일정하게 

인가하 고 그때 교류 고 압을 인가하 다. 인가 압은 

8kV 로부터 20kV까지 10분간의 시간간격으로 일정하게 승

압하 고, 각각의 압 벨 하에서 30  동안 측정하 고,  

계측된 자료를 산술평균한 값을 자료로 이용하 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14. 18kV에 하여만 나타내었다.  

  그림 3(a)～(b)는 체 설 류에 한 시간 역에서 

류 형과 주 수 역에서 류 형을 나타낸 경우이다. 그

리고  그림 3(c)～(d)에서는 18kV 인가 시, 항성 설 류

에 한 시간 역과 주 수 역에 한 류 형을 나타내

었다.  

  이는 배 용 압 13.2kV보다 4.8kV과 압(약 36%)을 인

가하 을 때 나타낸 결과이다. 표 1에서는 배 용 압과 

근사한 인가 압 벨(14kV)에서의 경우 주 수 특성으로 표

면 설 류와 체 설 류의 경우 3, 5고조 의 크기가 그 

이상의 고조  7, 9, 11고조 에 비하여 상 으로 작은 크

기를 나타내었다. 항성 설 류의 경우 3, 5, 7, 9고조 가 

거의 같은 크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과 압이 인가되었을 때, 즉 인가 압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표면 설 류  체 설 류의 3, 5고조 는 7, 

9, 11고조 에 비하여 14kV의 경우처럼 상 으로 작은 크

기의 진폭을 나타내었다. 항성 설 류의 경우는 14kV의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항성 설 류의 경우 14kV에 비하여 18kV에서는 체 

고조 역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표면 설 류

의 경우도 기본 를 포함한  고조 역에서 우세하 다. 

체 설 류의 고조 분석 결과 역시 체 고조 역이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Time domain Waveform(Total Leakage Current)

(b) Frequency domain (Total Leakage Current)

(c) Time domain Waveform (Resistive Leakag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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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requency domain (Resistive Leakage Current)

그림 3 기사용된 피뢰기에 한 설 류 형의 시간  주

수 역 (인가 압 18kV, 청정조건)  

Fig. 3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of Leakage 

Current Waveforms for used Arrester (Applied 

Voltage:18kV, Clean Condition)

표 1 설 류 형의 고조  분석

Table 1 Harmonics Analysis  for Leakage Current Waveform 

2.2.2 ESDD 오손도에 따른 설 류 특성

(1) 표면 설 류 특성 

오손량의 평가는 ESDD(mg/cm2)를 기 으로 평가되었다. 

A 벨은 0～0.063, B 벨은 0.063～0.125, C 벨은 0.125～

0.25, D 벨은 0.25～0.5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종류의 피뢰

기(Virgin, Used Arrester)에 오손을 실시하여 네 가지 오손

벨을 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인가 압 벨 역시 8, 

10, 12, 14, 16, 18, 20kV 벨로 단계  승압을 실시하 다. 

사용된 피뢰기의 경우도 세척한 상태로 설 류 형을 측

정한 결과 인가 압의 단계  승압에따라 설 류 형의 

최 값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 2 오손도에따른 표면 설 류 최 값의 평균값 크기

Table 2 Average Value Magnitude of Surface Leakage 

Current for Contamination Level  

표 2에 근거하여 Clean 상태 피뢰기 설 류 최 값과 

오손된 상태의 피뢰기 설 류 최 값의 증가비율은 14kV 

인가 압을 기 으로 할 때, A 등 의 경우는 3.664배, B등

의 경우 15.4배, C 등 의 경우 30배, D등 의 경우 48배 

설 류 증가를 가져왔다. 설 류의 증가는 표면 열화를 

가속시키며, 력품질을 크게 하시킴으로서  이와 같이 오

손된 피뢰기의 진단은 실한 것이다.   

그림 4(a)～(b)는 표면 설 류의 시간 역에서의 류

형과 주 수 역으로 변환된 표면 설 류의 주 수스펙트

럼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손량은 ESDD: D 벨의 설

류 형으로 17kV 압 인가 시 나타낸 결과이다. 압인가

의 상승은 설 류 형의 최 값 크기가 증가하 고, 

Clean의 경우처럼 3, 5고조 의 경우 항성 설 류와는 

다르게 오히려 크기가 작았고, 그리고 고조 로 갈수록 진

으로 증가되는 상을 볼 수 있다. 이는 14kV와 18kV 경

우 고조 의 차수가 클수록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a) Time domain (17kV-ESDD: D level)

(b) Frequency domain (17kV-ESDD: D level)

그림 4 ESDD에 따른 표면 설 류에 한 시간과 주 수

역 

Fig. 4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for Surface 

Leakage Current according to ESDD (D-level) 

      

(2) 항성 설 류의 고조  분석 

피뢰기의 진단 지표로서 항성 설 류를 계측하여 측

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항성

설 류의 오손특성을 집 으로 연구하기 하여 재 피

뢰기 환경에 가능한 오손 환경을 모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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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품피뢰기(Virgin Arrester) 

  그림 5(a)～(e)는 신품피뢰기의 clean  오손상태에서 

항성 설 류 고조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가

압의 증가를 8, 10, 12, 14, 16, 18, 20kV으로 일정하게 5분 

간격으로 2kV씩 승압하 고, ESDD 4 벨 A,B,C,D의 오손상

태를 모의하 다. 그 결과로서 그림 5(a)는 clean상태로서 인

가 압의 승압에 따라 기본  경우는 거의 정비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3고조 성분은 압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

하여 증가하 다. 5고조 의 경우 3고조 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10kV까지는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으며 이후 

인가 압의 의존성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7고조 의 크기는 

3고조 에 비하여 작지만 체로 증가되는 경향이다. 이로서 

clean 상태의 환경 하에서 피뢰기 항성 설 류의 경우 3

고조 가 우세한 경우로 거의 선형 으로 증가 되었다. 그림 

5(b)의 경우는 ESDD:A 벨의 환경조건하에서 항성 설

류 고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Clean상태와는 다르게 5고

조 의 경우 3고조 에 비하여 고조  크기가 4배의 크기를 

갖고 있다. 이는 체 압구간에서 거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

하고, 16kV이후 3고조 의 약진으로 증가 폭이 좁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c)는ESDD:B 벨의 환경조건하

에서,  A 벨의 경우와 같이 5고조 가 3고조 보다 큰 값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5(d)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림 5(e)의 경

우는 ESDD : D의 경우로서 체 압구간에서 3고조 에 

비하여 5고조 가 우세한 크기를 가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로서 신품피뢰기의 오손특성으로 기존의 clean

상태와는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다. 오손된 고분자피뢰

기는 인가 압이 증가할수록 3고조 도 비례하는 특성을 갖

고 있지만, 상 으로 5고조 가 큰 값으로 인가 압에 비례

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a) Clean Arrester 

(b) ESDD : A level

(c) ESDD: B level

(d) ESDD: C level

(e) ESDD: D level

그림 5 ESDD 변화에 한 항성 설 류(신품)

Fig. 5 Resistive Leakage Current for ESDD Variation (Virgin 

Arrester)   

b. Used Arrester  

그림 6(a)～(e)는 기 사용한 피뢰기의 clean 상태  오손

상태에서 항성 설 류의 고조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인가 압은 앞서 용한 경우와 동일한 단계로 인가하

다. 그 결과로서 그림 6(a)는 clean상태로서 인가 압의 

승압에 따라 기본 의 경우는 완 한 비례성의 결과를 나타

내었고, 3고조 성분은 압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5고조 의 경우 3고조 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18kV까지는 증가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18kV이상에서는 감

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7고조 의 경우 진폭크기는 3고조  

 5고조 에 비하여 작지만 체로 증가되는 경향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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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clean 상태의 환경 하에서 피뢰기 항성 설 류의 

경우 3고조 가 우세하게 거의 선형 으로 증가 되었다. 그

림 6(b)의 경우는 ESDD:A 벨의 환경조건하에서의 항성

설 류 고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Clean상태와는 다르

게 5고조 의 경우 3고조 에 비하여 고조 의 크기가 인가

압 벨 즉, 8,10,12,14,16,17로의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그림 6(c)는 12kV로부터 3고조 보다 5고

조 가 우세하게 증가는 경향이며, 7고조 의 경우는 8kV 

경우에서 3고조 에 비하여 2.4배 작은 큰 차이를 나타내었

다. 그리고 인가 압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증가분을 가지

고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6(d)의 경우 반 으로 

3고조 에 비하여 5고조 의 경우 큰 간격을 갖고 일정하게 

증가하 다. 7고조 의 경우는 12kV를 경계로 하여 3고조  

크기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낸 결과를 얻었다. 그림 6(e)의 

경우는 ESDD: D 벨의 경우로서 인가 압의 증가에 따라 

반 으로 증가되는 경향으로서 일정한 폭을 유지하여 증

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a) Clean Arrester

(b) ESDD: A level

(c) ESDD: B level

(d) ESDD: C level

(e) ESDD: D level

그림 6 Resistive Leakage Current according to ESDD 

Variation(Used Arrester)  

항성 설 류로서 14kV (배 압 :13.2kV)을 기 으

로 할 때 4kV 낮은 압(8kV)과 3kV 높은 압(17kV)을 

인가 하 다. 그 결과 Clean상태의 피뢰기에서는 항성

설 류 고조 의 경우 3고조 > 5고조 >7고조  순서로 

반면에 오손된 경우는 5고조 >3고조 >7고조  순서로 

헝성 설 류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2.2.3 Kaolin Contamination Arrester

(1) Used Arrester

그림 7는 카올린으로 환경오손을 모의한 경우로서 증류수 

1000ml에 카올린 함량을 40g혼합된 오손액에 ESDD: D등

으로 혼탁액을 사용하 다. 카올린 오손의 경우는 혼탁액을 

피뢰기하우징에 담근 후 자연 건조 후 샘 로 사용하 다. 

카올린의 오손은 흡습성이 강한 특성으로 인하여, 오손 벨

을 ESDD: D등 으로 하 지만 순수한 ESDD오손을 실시한 

경우와 비교할 때 상 으로 항성 설 류의 크기는 작

았고, 고조 의 특성을 볼 때 5고조 가 3고조 에 비하여 

인가 압 승압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며 변화하는 양

상을 갖고 있다. 인가 압을 8, 10, 12, 14, 16, 18, 20kV으로 

승압할 때 그때의 항성 설 류의 3고조 에비하여 5고조

의 증가비율이 3.2배, 2.06배 ,2.42배 ,1.84배, 2.17배 ,1.99배 

,1.96배로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한 7고조 와 3고조 는  

인가 압의 승압에 따라 거의 같은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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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카올린 오손에 따른 항성 설 류 

Fig. 7 Resistive Leakage Current according to Kaolin 

Contamination (Kaolin : 40g/1000ml +ESDD : D level 

: Used Arrester)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항성 설 류를 이용하여 피뢰기의 모니터링과 

진단을 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3고조 의 경우

를 심으로 연구되어져왔다[2, 3]. 그러나 이처럼 오손을 

으로 모의한 경우 연구된 결과는 없었다. 그런 이유로 오

손에 의한 표면 설 류와 항성 설 류를 심으로  비

교검토를 하기로 한다.     

첫째: clean피뢰기의 설 류  고조  분석

기 사용된 피뢰기를 심으로 항성 설 류를 계측하

여 고조  분석한 결과 인가 압의 상승에 따라 항성 설

류의 크기는 체로 비례성을 확인하 고, 습도에 따라 

즉, 습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차이는 존재 할 것이며, 본 

실험에서는 고습도(93%)를 유지하면서 측정한 결과이다. 기

본 의 경우는 인가 압의 상승 즉, 8kV에서부터 20kV 까

지 일정한 간격 2kV씩 승압한 결과 그 값에 비례하는 기본

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3고조 의 분석결과는 

8kV에서 18kV까지는 체로 선형  완만한 증가 곡선을 나

타내었고, 20kV에 이르러 증가의 기울기가 단히 크게 증

가된 결과를 볼 수 있다. 5고조 의 경우는 큰 변화를 가져

오지못하고 인가 압에 따라 포화된 듯한 결과를 얻었으며, 

20kV에 인가시 오히여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한 7고조

는 변동의 폭은 존재하지만 체로 증가되는 경향이었고 

역시 20kV에서 감소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둘째: ESDD오손 벨에 따른 표면 설 류 특성

표면의 오손특성으로 설 류 형은 피뢰기의 고분자하

우징 특성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오손도가 증가되면 고습

도하에서 표면 설 류가 증가하 고, Clean상태를 기 으

로 볼 때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경우를 볼 수가 있었다. 

표면의 설 류는 표면의 트래킹과 같은 열화를 가속시키

고 결국은 피뢰기의 성능에도 크게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았다. 표면의 설 류와 피뢰기내부 항성 설 류와는 

별개로 작용되는 원리이지만, 열화의 가속은 열을 동반하게 

되므로 내부소자에도 향을 주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인가 압 증가에 따른 항성 설 류 특성 

clean상태의 경우 항성 설 류는 인가 압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어지고, 3고조 가 5고조   7고조 에 비하여 

높은 설 류를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피뢰기표면의 

오손은 ESDD을 기 으로 A,B,C,D등 으로 실험되어 졌으

며, 오손등 에 상 없이 A등 부터 D등 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Clean상태 경우 고조  양상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즉, 3고조 는 체 으로 인가 압  오손 벨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증가폭의 정도는 크지 

못하 다. 그러나 오손이 이루어지면 구간에 걸쳐 5고조

가 크게 증가되는 결과를 볼 수 가있었다. 결과 으로 정

리하면, clean의 경우는 3고조  증가에 향이 크고 오손이 

이루어지면 5고조 의 향에 지배 으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었다. 이로서 향후 피뢰기 진단에 이와 같은 결과는 크게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본 연구는 피뢰기의 오손특성을  통하여 항성 설 류

를 계측하여 고조 분석을 통한 피뢰기의 신뢰성평가를 

해 고조 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clean상태의 피뢰기는 고조 분석 결과 3고조 의 

증가를 뚜렷하게 확인하 으며, 여러연구자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손된 피뢰기 ESDD의 오손 벨 A, 

B, C, D의 경우 체 오손 벨에서 3고조 의 증가를 확인

하 지만 상 으로 5고조 의 증가 폭 그리고 크기가 3고

조 의 경우 보다 상 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오손지역에서 오손특성 평가시 는 신

뢰성 평가시 용하여 력시스탬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피뢰기의 오손특성은 ESDD 벨 증가에 따라 표면

설 류 증가는 거의 선형에 가깝고, 오손특성이 항성 

설 류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되며, 이는 형의 변화

를 주기 때문에 고조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단되며, 신뢰성 평가에 지 한 향으로 주목될 것이다.

셋째, 공장지역이나 해변 가의 공장 집지역의 경우 모의

한 카올린 오손실험에서 카올린을 배제한 경우, ESDD:D

벨과 비교할 때, 항성 설 류는 5고조 가 3고조 에 비

하여 우세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크기 면에서 카올린 오손

의 경우에 비하여, 순수하게 오손한 경우 인가 압의 증가에 

따라 상 으로 크기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피뢰기의 건 성 평가에 큰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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