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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effect of decomposition products which occur in breakdown of mineral oil,

on the insulation characteristics of its oil. Breakdown tests in the oil were conducted by the proposed

experimental methods under a quasi-uniform field and AC HV (60Hz). The breakdown voltage in the

oil shows characteristics of dispersion from successive breakdowns and, it is found that there are three

patterns of the decomposition products behavior at the process of breakdown progress in the oil.

Finally, the breakdown voltage dispersion in the oil can be described in detail based on the behavior

patterns of the decomposition products and its diffus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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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절연매질인기체와액체중고전압에의해초래되는

고전압, 방전현상은 이론적, 실험적 고찰로부터 설명

하기 난해한 특성을 보인다. CO2 가스의 절연강도는

평등전계에서N2 가스의 88%인[1] 반면에불평등전계

에서그강도는공기보다 28%더우수하였다[2]. 그리

고임펄스전압에대한CO2 가스의극성효과는N2 가

스와달리음극성이더낮았다[3-5]. 게다가, 공기 중

습도에 의한 절연파괴특성도 평등전계와 불평등전계

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6-7]. 액체 절연매질중에

서 난해한 고전압 현상은 액체질소(LN2)와 액체

SF6(LSF6)의 상반된 절연특성으로 보고되었다. 절연

파괴전압은 () LN2 중침대평판전극계 (N-P)가평

판대 평판전극계 (P-P)보다 더 높았지만[8], LSF6는

P-P 전극계가 더 높은 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기포현상(Positive Bubble Effect)으로 알려져있다

[9]. 이 뿐만 아니라 변압기의 절연매질인 절연유

(Mineral Oil, 광유)에서 의 분산도 난해한 고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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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중 하나이다.

액체 유전체 중 절연특성을 구명하는 것과 변압기

절연유에관한연구는수십년간많은수의결과가보

고되었다. 극저온액체중절연특성은기포발생, 기포

거동, 그 기포의아크소호능력에상당한영향이있음

이보고되었으며[8-10], 이로 말미암아, 그 기포의운

동과기포내부의스트리머진전, 액체유전체중스트

리머구조에대한깊은연구가수행되었다[11-13]. 아

울러, 절연유의절연특성에관한연구가불평등전계

중뇌임펄스전압에대한극성효과가파두시간에따라

역전하는 현상[14], 배전 변압기에 사용하기 위한 실

리콘유와에스테르유의유전체거동에서열적, 전기

적스트레스의영향[15], 변압기의호흡작용을고려한

절연유들의 공기 중 수분흡수율에 관한 연구[16], 실

리콘 유 중 복합절연에서 뇌임펄스전압에 대한 연면

방전특성[17] 등으로 수행, 보고되었다.

절연유에관한절연특성은수많은연구로부터오랫

동안연구되었음에도불구하고, 본논문또한절연유

의절연특성을설명하였다. 그이유는절연유의 의

분산특성이여전히명확하게구명되지않았으며, 주상

변압기 내부고장검출을 위한 방사전자파를 검출하는

데유효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절연유의 는부

분방전과절연파괴에의한분해생성물의영향으로연

속적인 측정에서 상당히 분산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절연유에대한연구와그외대부분의연구들은절연

유의절연내력적합성판단, 절연유중 분해생성물의

영향을받지않는조건에서절연특성만을연구하였다

[11-17]. 게다가 주상변압기 내부의 부분방전과 그에

기인한 방사전자파를 유용하게 검출하기 위해서, 그

변압기에 사용된 광유의 절연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전자파의 검출은 주상변압기 내부고

장검출을 가능하게 하므로, 전력공급의 신뢰성, 불시

정전예방등의이득을제공할것이다. 따라서, 절연유

의 절연특성은 본 저자들에게 충분한 연구동기를 유

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광유의 절연파괴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광유의 분산에 집중하였고

그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들은 준평등전계에서

광유의 와전극간방전로를각각측정, 촬영하였다.

2. 실험장치와 방법

그림 1은광유중 와방전로를각각측정, 관측하

기 위한 실험회로를 도식하였다. 그 실험회로는 AC

전원장치, 고전압장치, 테스트챔버, HV 분압기로구

성하였다. AC 전원장치는 교류 60Hz의 교류 고전압

을발생시키고, 2차측의고전압장치는승압된교류고

전압을 병렬로 연결된 테스트 챔버에 인가시키는 역

할을한다. 테스트챔버는광유의절연특성을연구하

기위해아크릴로제작하였으며, 그크기와형상은각

각 163mm×163mm×460mm, 원통형이다. 그림 1에서

R1, R2로 표현된 고전압 분압기(3000:1)는 테스트 챔

버에인가된고전압을측정하기위해사용하였다. 추

가적으로 오실로스코프(Lecory 9350, 500MHz)가 절

연파괴 시 전압과 전류파형을 관측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

추가적으로광유와전극이연구를위한실험재료로

사용되었다. 광유는 탄화수소의 액체인 파라핀과 나

프텐이주성분이며, 다른절연유에비해낮은유전율

과인화점, 광범위한이용과낮은비용의장점을가진

다[16]. 본 실험을위한광유는 KS C[18]에서 규정한

1종 2호를사용하였다. 광유가대기중수분을흡수하

기때문에[16], 그 흡수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주위

온도를 7±0.5℃로 일정한 환경에서 광유를 취급하였

다. 본 연구는절연유의절연내력적합성을판단하는

것이아니므로, 전극은평등전계대신에준평등전계를

형성하는구와원형평판전극을사용하였다. 구전극과

원형평판전극의지름은각각 41mm, 59mm이다. 두전

극은 모두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였다.

실험방법은광유를테스트챔버에충진하기전에테

스트 챔버와 전극에 대한 세척작업이 먼저 수행되었

다. 그런후테스트챔버하부에평판전극을설치하고

테스트 챔버에 광유를 충진하였다. 구전극은 테스트

챔버의부싱에연결하여설치하였고, gap은부싱상부

의조절갭에의해 2.5, 5, 7.5, 10mm로설정하였다. 최

종적으로AC 고전압을인가하여광유의 측정과동

시에 방전로가 함께 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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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유의 절연특성을 위한 실험회로
Fig. 1. Experiment circuit for insulation properties

in mineral oil

본 논문에서광유의 를 측정하기 위해 2개의 실

험기법이 도입되었다. 그 기법 중 하나는 KS 규정을

[19] 준수한것으로 E-method 1로, 다른하나는저자

들이제안한것으로 E-method 2로 정의하였다. 이들

두 기법의특징은표 1에요약하였다. E-method 1은

KS 규정에 충실하기 위함이고, E-method 2는 방전

후전극주위에형성된분해생성물의영향을확인하는

데 유효하리라 판단된다.

표 1. 두 실험기법의 특징
Table 1. The features of experimental techniques

구분  측정횟수
절연파괴 후 다시

고전압을 인가하는 시간

E-method 1 6 180초

E-method 2 100 5초

(a) 부분방전 (b) 절연파괴

그림 2. 부분방전과 절연파괴에 대한 전압-전류파형
Fig. 2. Waveform of voltage-current on partial

discharge and breakdown in mineral oil

광유의  측정기준은 그림 2에서 보여주는 전

압-전류파형으로 확립하였다. 는 그림 2 (b)와

같이 전압파형의 모든 피크 부근의 위상에서 전류

가 급증하고 전압이 급감할 때 인가전압으로 측정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광유의 절연내력과 실험기법의 검토

그림 3은 두 실험기법에 의한 광유의 절연특성

을 gap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E-method 1과

E-method 2 모두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E-method 1의기법에서 2.5mm의 gap에대한실험은

광유의 절연내력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두

실험기법에 의한 광유의 평균는 gap와 함께 선형

적으로상승하였다. 그리고KS규정에서 1종 2호인광

유에 대한 절연내력은 2.5mm의 gap에서 30kV 이상

이다[18].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의 분산은 그림 3 곡선의 에러바로부터

E-method 2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광유가 신유임에도 불구하고, 절연내력이 KS 기준

보다낮은 것은전극의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실험에사용한전극은KS 기준의전극계보다불평등

전계에 더 가까우며, 상부 구전극의 지름이 약 3.3배

더길었다. 이것은 전극표면적의넓어짐에기인하므

로, 절연파괴가발생할확률이증가하게된다. 그결과

가낮아지게되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변압기유

에서보고된다른실험결과와도부합한다[20]. 추가적

으로E-method 1과 2에의한 의분산은E-method

2가 더뚜렷하였다. 두 기법을이용한 실험에서분해

생성물은절연파괴로부터모두발생하였기때문에, 연

속적인절연파괴에서 는그생성물의영향을받게

된다. 의 분산이 큰 것은 분해생성물의 영향이 더

지배적이라할수있다. 그러므로제안된 E-method

2 기법은 의연속적인측정에서분해생성물의영향

을확인하는데유효한기법임이분명하다. 의분산

과 분해생성물의 거동은 다음 항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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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기법에 의한 광유 중 절연파괴전

압의 분산과 절연특성의 고찰

본 항은 두 기법에 의해 측정한 각각의  수치와

분산경향을 대조하고 액체유전체에서 절연파괴에 영

향을미치는인자(기포와절연매질의온도)로부터 

분산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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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ap의 함수인 광유의 특성

Fig. 3. Characteristics of  in mineral oil as a

function of gap

그림 4는연속적인절연파괴로부터측정한 를보

여준다. 그림 4 (a)와 4 (b)는 각각 E-method 1과

E-method 2에 의해측정되었다. E-method 2로측정

한 는 100번을측정하였지만 80번의데이터만을나

타내었다. 이는 80번의데이터만으로 의분산을확

인할수있기때문이다. 의분산경향은그림 4 (b)

가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림 4 (a)와 (b)에서

에대한최대분산은각각 10kV와 37kV였다. 이분

산은절연파괴후재차고전압을인가하는시간과분

해생성물의 영향이라 판단된다. 절연파괴 후 분해생

성물은구전극주위와전극사이에분포하였다. 그두

위치의 분해생성물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구전극 표

면을 따라 챔버상부의 절연유 표면을 향하여 서서히

이동하였다. 즉절연파괴후고전압을다시인가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는 분해생성물의 영향을 더욱더

받게된다. 그러므로, E-method 2를기반으로하는그

림 4 (b)가 4 (a)보다 분산이더크게되는것이다.

그림 5는절연파괴후분해생성물의분포를보여준다.

그림 4 (b)는 연속적인절연파괴와함께 가증가

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특성은진공중컨디셔닝효과와유사

하다. 잇따른 절연파괴로 전극의 표면거칠기개선과

방전개시지점의변화가컨디셔닝효과에기인하므로,

그 효과는 절연파괴에 지배적인 요소가 전극인 조건

에서발생한다. 그림 4 (b)에서 의분산은절연파괴

후 재차 전압을 인가하는 시간과 분해생성물의 영향

이기 때문에 컨디셔닝 효과 보다는 절연매질인 광유

의 고유한 절연특성이라 함이 더욱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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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저자들은 액체 유전체의 절연파괴에

기인하는인자를고려하였다. 그인자는기포와액체

유전체의 온도이다. 기포에 의한 절연파괴메커니즘

은외부열과코로나방전의미약한전류가발생시키

는기포의중첩과거동이다[8-10]. 그리고온도에의

한 절연파괴메커니즘은 온도의 상승이 분자들의 활

발한운동에기인하여전극사이에전자이동과거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광유는 실험

온도 (7℃)에서 액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열의

침입으로기포가발생하지않았다. 기포는코로나방

전으로생성되지만, 본실험을위한전극계는코로나

방전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절연파괴에서

기포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첫 번

째절연파괴전과 100번의절연파괴후, 광유의온도

는 각각 6.8℃와 7.3℃였으며 온도차이는 0.5℃였다.

이 온도변화는절연파괴에결정적인인자가되지못

한다. 따라서, 기포와 액체유전체의 온도변화는 

분산에 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림 5. 방전 후 구전극 표면과 전극사이에 분해생성물
Fig. 5. Decomposition products of electrode

environs after discharge

그림 4 (b)에서타원으로표시한부분은짧은 gap의

가 더긴 gap의 보다 높게 나타남을 강조한 것

이다. 이 특이한절연특성은분해생성물거동과함께

다음 항에서 설명할 것이다.

3.3 분해생성물의 거동과 절연파괴전압의 

분산

3.2항에서  분산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절연파

괴후재자전압을인가하는시간과전극주위에분해

생성물임을파악하였다. 본항은  분산의만족스러

운설명과고찰을위해, 분해생성물의거동을다룬다.

그거동은  분산을설명하는중요한요소이며, 방전

로의 관측으로부터 분석하였다.

그림 6은광유중첫번째절연파괴시방전로를촬

영한사진이다. 첫번째절연파괴의과정에서특별한

방전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분방전 또한 발생하

지 않았으며, 기포와 분해생성물은 절연파괴와 함께

발생하였다.

(a) AC HV 인가 중 (b) 절연파괴

그림 6. 광유 중 첫 번째 절연파괴에 대한 방전로
Fig. 6. Discharge path on first breakdown in

mineral oil (gap 5mm)

그림 7은 gap 5mm에서E-method 2에의한절연파

괴중촬영한방전로를보여준다. 분해생성물의거동

은그림 6과 분명히다르다. 그림 7 (a)는 분해생성물

이전극사이에집중한후인가전압의증가와함께좌

우양쪽으로확산하는것을보여주며 (패턴 1), 그림 7

(b)는 전극 사이에서 좌측으로만 확산함을 보여준다

(패턴 2). 이외에도, 그 생성물의거동은 전극사이에

서 좌우로 움직이다가 양쪽이나 한쪽 방향으로 확산

하는경우가 (패턴 3)존재하였다. 패턴 3은약 40번의

절연파괴를 경유하여 나타났지만 40번의 절연파괴로

발생한분해생성물이구전극과전극사이를에워싸기

때문에패턴 3은촬영하기어려웠다. 그리고그림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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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30번 사이의 절연파괴에서 관측한 분해생성물의 거동과 방전로 (gap 5mm)
Fig. 7. Decomposition products behavior and discharge path observed between 20-30 times of breakdown

(gap 5mm)

같이절연파괴의진전과정동안부분방전과기포는발

생하지않았다. 이러한현상은부분방전과기포가분

해생성물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분해생성물 거동패턴에 관한 특성과 절연파괴
데이터(gap 5mm)

Table 2. Properties and breakdown data on
behavior patterns of decomposition
products(gap 5mm)

분해생성물

거동패턴
거동특징

의 값 [kV] /

절연파괴 구간

패턴 1
전극사이에 집중 후

양방향으로 확산
25-32 / 20-80

패턴 2
전극사이에 집중 후

한방향으로 확산
25-30 / 10-80

패턴 3

전극 사이에서 좌우

거동 후 한쪽,

양쪽으로 확산

40-57 / 40-80

표 2는 gap 5mm에서 언급한 각각의 패턴에 관한

의값, 거동특징, 그 거동을 보이는절연파괴횟수

의범위를정리하였다. 그결과 는분해생성물의거

동패턴과관계가있음을명백하게알수있다. 그리고

그거동패턴은절연파괴횟수로구분되며, 패턴 1-3은

각각 20, 10, 40번의절연파괴후에나타났다. 게다가,

의값또한그거동패턴별로차이가발생하였으며

는 거동패턴 3에서 가장 높았고, 패턴 2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7과표 2로부터절연파괴발생과분해생성물의

확산소요시간을 추측할 수 있다. 절연파괴발생은 전

극사이에분해생성물이확산된후발생하였고, 분해

생성물의확산소요시간은패턴 3이가장긴것이자명

하다. 따라서 분해생성물의 양이 많고, 분해생성물의

확산소요시간이 길수록 가 높으며, 연속적인 절연

파괴는분해생성물의양과거동패턴 3이나타나는확

률을 증가시킨다. 언급한 고찰로부터 gap 5mm에서

의분산은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해석할수있다.

1) 절연파괴횟수 0-10 : 분해생성물이 형성되나 그

영향이 미비하여 일정한 로 나타난다.

2) 절연파괴횟수 10-40 : 분해생성물의양이증가하

여 거동패턴 1과 2에 의해 의 분산이 나타난

다. 표 2에서거동패턴 1과 2에기인한 값은차

이가거의없으므로, 이구간의 분산은거동패

턴보다는그들패턴에서확산소요시간에더의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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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연파괴횟수 40-80 : 거동패턴 1-3이 혼재하는

구간으로  분산은 거동패턴으로부터 최대

32kV이다. 그 분산의경향은거동패턴과확산소

요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급한 두 구간보다

더욱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더짧은 gap에서 가더높은특이현

상이 있음을 3.2항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이현상

은거동패턴과분해생성물의확산시간에기인하는것

으로판단된다. 짧은 gap에서더긴확산시간을가지

는거동패턴 3이 나타나고, 긴 gap에서 더짧은확산

시간의 거동패턴 1이나 2가 나타나면 그 특이현상이

초래된다. 그림 4 (b)로부터이특이현상은 40번의절

연파괴 후에 나타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연파괴 횟수에 대한 특이현상은 일정한 패턴을 가

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거동패턴과 확산소요시

간이 연속적인 절연파괴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나타

난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더욱이절연파괴횟수

에따른거동패턴과확산시간의일정한관계는본실

험의 결과만으로 도출하기 어렵다.

4. 결  론

본논문은주상변압기의절연매질인광유중절연파

괴전압의 분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들이제안한실험기법은 (E-method 2) 광유

의절연특성에서절연파괴로인한분해생성물의

영향을 확인하는데 유효하였다.

2) 절연파괴로부터발생한분해생성물은구전극표

면과 전극 사이에 분포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광유의 표면으로 서서히 이동하였다.

3) E-method 2에 의한 절연파괴실험은광유중절

연파괴전압의 분산을 초래하였고, 그 분산에 영

향을미치는요소는잇따른절연파괴에서발생한

분해생성물임을 확인하였다.

4) 분해생성물의거동패턴은세가지가존재하였고,

그 패턴에 의한 절연파괴전압의 차이는 5mm

gap에서최대 32kV였다. 그전압의차이는분해

생성물의 거동, 확산시간 및 그 양과 관련된다.

5) 분해생성물의거동패턴과확산시간은광유중절

연파괴전압분산의특성을해석, 설명하는데유용

하였고, 뚜렷한절연특성을보이는세구간을명

확히 구분가능하게 하였다.

6) 더짧은전극거리를가지는경우가더긴경우보

다절연파괴전압이높게나타나는특이현상이관

측되었는데, 이러한현상은분해생성물의거동패

턴과 확산시간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 특이현상

은 40번을초과하는절연파괴횟수에서더욱더잘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본논문의결과는변압기절연유의유전특성을고찰

하는데활용할수있으며, 향후연구는불평등전계에

대한 절연유의 절연특성과 분해생성물 거동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첫걸음기술개발사업 (C0103793)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으며 관계부처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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