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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계에서 SF6 /N2 혼합가스의 AC 연 괴 압 

시뮬 이션  실험값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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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F6 is the most commonly used insulating gas in electrical systems. But In these days SF6 mixtures and 

alternative gas has been studied because of global warming. so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about 

binary gas mixtures with SF6, few studies were presented about breakdown characteristics of SF6/N2 mixtures. At 

present study the breakdown characteristics of SF6/N2 mixtures in Non-uniform field was performed.

In this paper, The simulation value ar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s. Streamer breakdown criterion was used for 

predicting breakdown voltage. For accurate simulation this simulation apply utilization factor using CST(computer 

simulation technology) EM studio
tm
 program. AC breakdown experiments in non-uniform field was performed to compare 

with the breakdown simulation values. The pressure range of gas mixtures was 0.4 MPa to 0.7 MPa. The rod-plane was 

used and mixture ratio is SF6 20% : N2 80%. The gap lengths are 10mm to 70mm. As the pressure increase, this 

simulation value does not correspond to the experiment value. So this simulation need surface roughness factor.

As a result of  applying surface roughness factor this simulation decrease a relative error ( ⃒ experiment value - 

simulation value︳/simula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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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SF6 가스는 연  소호능력이 우수하여 재 고압  

고압 개폐장치, 변압기 그리고 고압 이블과 같은 기 

산업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SF6가스는 무독성, 불연성, 

비폭발성과, 큰 자부착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연내력

을 지녔으며 방 시 자기회복성이 우수하다[1]. 하지만 지구 

환경을 고려하 을 때 GWP(Global Warming Potential)가 

23900배(CO2=1배)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교토의정서

(2005.2)에 의해 SF6가스가 온실가스로 지정되었다. 선진국

의 경우 2008년부터 유엔기후변화 약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의 경우 2013년부터 의무 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2]. 재 SF6가스의 사용량을 이면서 어느 정도의 연내

력을 유지하기 해 SF6가스에 N2, CO2, Dry-Air, 

PEC(Perfluorocarbons;과불화탄소)등의 가스를 혼합하는 방

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체가스로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던 

SF6/N2 가스의 연 내력 특성에 하여 조사하 다. 그 

에서 연 괴 압에 한 측은 력기기들의 연 설

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논문에

서 연 괴 압에 한 고찰이 있었지만 그에 한 검증

은 쉽지 않았다. 고압력 챔버에서 수백 kV 의 고 압의 

연 괴 압을 측정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

서는 그 동안 연구되어 왔던 연 괴 압의 측식과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 다. 하지만 최근 실험 데이터와 많은 오

차가 발생하 고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 다. 처음 

보정할 내용은 계이용률 부분이다. 계이용률은 최

계에 한 평균 계에 한 비율로 연 괴를 일으키는 

시 을 측하는데 큰 향을 끼친다. 기존에 Azer이 제시

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평  구조의 계이용률을 수

식으로 구하 지만 그 값을 연 괴 압 측식에 용한 

결과 많은 오차가 발생하 다. 그리하여 CST EM Studio
™

라는 계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확한 계 이용률을 

구하여 연 괴 압을 측하는데 용하 다.

 CST(computer simulation Technology) EM Studio
™
 는 

FI(finite Integration) 알고니즘과 PBA 메쉬 기법을 이용한 

로그램으로써 3D 주  자기장 해석분야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하지만 압력에 증가함에 따라 시뮬 이션값과 

실험값의 상  오차는 여 히 발생하 다. 그 향을 실

험시 발생하는 아크에 의한 표면이 거칠어 짐으로써 오차가 

발생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면 거칠기의 

향에 의한 연 괴 압의 하를 보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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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스트리머 식(streamer breakdown criterion)을 

이용하여 유도한 연 괴 압 시뮬 이션 식

실효 리계수(ɑ-ƞ)와 계와의 계를 다음과 같이 유도

할 수 있다. 실효 리 계수는 계에 비례하고 C값은 연

가스 기체마다 값이 다르다. (E/p)lim 이상으로 계가 상승

했을 시 실효 리계수가 0이상이 되어 연 괴가 일어나는 

모델을 용하고 있다.[3]




   lim         (1)

                  ɑ : 리계수
                  ƞ : 부착계수

                 ɑ-ƞ : 실효 리계수

       (E/p)lim : 실효 리계수가 0이 되는 (E/p) 값

           Bm : 실효 리계수와 (E/p)의 기울기

 한 1개의 기 자에 의해 자 어벌런치에 의한 총 

자수는 xc 만큼 진 했을 시 다음의 잘 알려진 스트리머 

식(streamer breakdown criter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이 두 식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lim  (3)

평등에 가까운 계에서 스트리머 발생은 바로 불꽃방

에 이르기 때문에 N=Ncrit 가 연 괴 조건이 된다. Ncrit 는 

Reather에 의하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10
8
 

정도라 한다. [4]

그림 1  극 표면의 계 강도

Fig. 1  Electric field of electrode surface

0<x<xc의 범 에서 xc는 극히 은 수치이므로 x<<R1R2

이다. 그러므로 R1과 R2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림의 

식 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근사시킬 수 있다.




                           (4)

Emax는 극 끝단에서의 최  계이고 R1, R2는 극의 

곡률반경이다. 의 식에서 x=xc이면 E(xc)/p=(E/p)lim이 되 

어 xc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lim∙


 



                 (5)

식 (4), (5) 식을 (3)식에 입하면 연 괴가 일어나는 

최 계값은 다음과 같다.



 
 

lim


                       (6)

 




lim



주어진 갭의 방 개시 압 V는 계 이용율 u

(   )를 이용하여 구한다.

                            (7)

최  계값을 의 식에 입하면 다음과 같은 연 

괴 압공식이 유도되어진다.

  lim∙∙∙





 


              (8)

 

∙lim

∙

SF6/N2 혼합가스 비율이 20:80일 때 (E/P)lim값은 602.1 

(kPa·cm)
0.5
,  Cm값은 2.10 [cm·kPa]

-1
으로 알려져있다.[5]

2.2 실험 장치  구성 

그림 2은 실험의 간략한 구성도이다. 혼합가스를 주입하

기 해 SF6/N2 용 혼합기를 사용하 고 고 압 측정을 

해 Voltage divider를 사용하 다. 

그림 2 실험 장치의 개락도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그림 3는 이 실험에 사용된 극의 구체 인 치수이다. 

부싱부의 상,하부에는 실험 압 인가시 계완화를 한 코

로나 쉴드링을 그림과 같이 용하 고, 상용 고압 GIS 

스페이서로 부싱부와 챔버 탱크부와 격리시켜 부싱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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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SF6 가스 8-9기압으로 연하 다. 극은 극과 

평  극을 이용하여 불평등 계를 형성하 다. 극의 

끝 부분은 의 직경이 15∅ 반구 형태이다. 평 극은 평

면부를 직경 150 mm로 하고 곡면 부분을 포함한 체직경

을 300 mm로 설계하 다. 이들 극 표면의 앙 는  

극의 끝 부분은 모두 구리-텅스텐 합 (80:20)을 사용하

다. 

그림 3 사용된  극과 평  극 개략도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rod-plane electrode

실험은   평 의 불평등 계구조에서 SF6/N2 혼합

비 20:80에서 압력과 갭간격의 변화에 따른 연 괴 압을 

측정하 다. 압력범 는 0.4 MPa - 0.7 MPa에서 0.1 MPa 

단 로 변화하 고 갭간격은 10 - 70 mm 사이로 10 mm 

단 로 변화하면서 연 괴 압을 측정하 다.

2- 3. CST  로그램을 이용한 계 이용률 계산

계 이용률(Eav/Emax)은 표 인 방  상  연 

괴 상을 측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한다. 계 이용률은 

최  계에 한 평균 계의 값이며 갭간격과 극의 형태

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진다. 그 수치는 갭간격이나 극의 

형태에 따른 연 괴 압 측식에 이용되고 실험에서는 

갭간격이 10 mm - 70 mm 까지 10 mm 단 로 연 괴실

험을 하 다. 극은 압이 가해지는 극 직경이 15 ∅로 

고정이므로 극에 의한 계 이용률은 변화가 없고 갭간격

에 의한 계 이용률의 변화를 계산하 다. 그 동안 공학의 

여러분야에서 범용 으로 계의 계산은 유한요소법을 많이 

사용하 다. 한 많은 연구자들이   평 에 한 계 

이용률 계산식을 밝 왔다. 하지만 3차원 인 구 모형의 

계해석을 2차원  수치 인 근으로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한 계해석을 해 CST EM 

Studio
™
을 이용하여 정확한 계이용률을 계산하 고 그에 

따라 연 괴 측식의 오차를 이도록 노력하 다. 그림 

4는 CST EM Studio
™
을 이용하여 300 kV 인가시의 갭거리 

30 mm 계해석에 한 그림이다.

그림 4  300 kV 인가시 갭거리 30 mm에 한 계분포

Fig. 4 When Supplying 300 kV, E-field for gap distance of 

30mm

의 계해석을  z축(갭거리)을 심으로 E-field의 

값을 그림 5와 같은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 5  300 kV 인가시 갭거리 30mm  극에서 평 극

까지 계 강도(z축 기 )

Fig. 5 When Supplying 300 kV, E-field(Es)_Abs(Z) for gap 

distance of 30 mm

그림 5를 보면 극 표면 부근에서 계의 세기는 최고

치를 기록하고 평 극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극 

표면의 최 계의 값에 따라 연 괴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CST EM Studio
™
 평균값을 산출하

는 기능을 이용하여 갭거리에 따른 평균 계(Eav)값을 구할 

수 있고 한 최 계는 그림 3에 Miximum-2D에 표시된

다. 평균 계와 최 계를 이용하여 구한 계 이용률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한 Azer이 제시한 유한요소법에 의한 Rod-plane의 

계 이용률 계산식과 비교해 보았다. 그 식은 식(9)와 같고 

식이 성립되는 범 는 0.8<a/r<40이다. [6]

 



  


                   (9)

                    a : 갭거리

                    r : 극의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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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거리
(mm)

 Emax     
  (V/m) 

 Eav     
   (V/m)

계이용률  
    (CST)

계이용률  
    (Azer)

10 4.349*10
7

2.654*10
7

0.610 0.6438

20 3.384*10
7

1.376*10
7

0.406 0.5121

30 2.927*10
7

9.315*10
6

0.3182 0.4262

40 2.711*10
7

7.022*10
6

0.259 0.3655

50 2.511*10
7

5.667*10
6

0.225 0.3202

60 2.20*10
7

4.569*10
6

0.207 0.2851

70 2.18*107 4.090*106 0.187 0.2571

표  1 300 kV 인가시 최 계와 평균 계  계 이용

률 값

T able 1 When Supplying 300 kV, Emax and Eav and E filed 

utilization following change of gap distance 

의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면 CST EM Studio
™
을 이용

하여 구한 계이용률 계산값이 더 작았고 그 수치를 연

괴 측식에 용하 을 때 오차를 크게 일 수 있었다.

그림 6  0.4 MPa에서 시뮬 이션 값과 실험값 비교

Fig. 6 Simulation valu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in 

SF6/N2 mixture(20:80), 0.4 MPa

그림 7  0.5 MPa에서 시뮬 이션 값과 실험값 비교

Fig. 7 Simulating breakdown voltag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in SF6/N2 mixture(20:80), 0.5 MPa

그림 8  0.6 MPa에서 시뮬 이션 값과 실험값 비교

Fig. 8 Simulation valu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in 

SF6/N2 mixture(20:80), 0.6 MPa

그림 9  0.7 MPa에서 시뮬 이션 값과 실험값 비교

Fig. 9 Simulation valu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in 

SF6/N2 mixture(20:80), 0.7 MPa

그림 6에서 그림 9는 압력에 따른 실험값과 시뮬 이션 

값들의 비교 그래 이다. CST EM Studio
™
 이용하여 구한 

계 이용률을 용한 결과 기존의 Azer이 제시한 유한요소

법을 이용한 계 이용률보다 실험값에 근 함을  알 수 있

다.. 특히 갭거리에 따른 연 괴 압의 포화되는 상를 

좀 더 보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압력에 따라 실험값과 시

뮬 이션 값과의 오차는 여 히 문제가 있었다.

2- 4 . 표 면  거 칠기 에 따른 오차의 보정

CST EM Studio
™
을 이용한 계 이용률의 계산에도 불

구하고 압력에 따른 측치와 실측치의 오차가 발생하 다. 

여러 논문을 참고하면 이런 오차의 원인으로 극의 표면 

거칠기의 향을 들 수 있다. 극 표면의 아크에 의한 불

순물이나 극 가공시에 미세하지만 어느정도의 거칠기가 

존재한다. 그림 10는 실험에 사용하 던 극을 camscope라

는 미경을 이용하여 촬 하 다. 극 표면이 아크나 방

에 의한 불순물에 의해 거칠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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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0 )/(/ pEpE ξ= 10 ≤< ξ

그림 1 0  실험 후  극 표면

Fig. 1 0  After experiment rod electrode surface

SF6 가스는 강한 부극성 기체이므로 표면 거칠기나 불순

물에 의한 계의 불평등은 연 내력 하에 큰 향을 미

친다.[8] 특히 (E/p)lim 값은 실효 리계수(ɑ)가 0이 되는 지
인 계값인데 이 시 에서 자 어벌런치에 의한 연

괴가 속히 일어나므로 이 값은 상당히 요하다. 하지만 

표면 거칠기에 의해 (E/p)lim 값은 기존의 값보다 하가 일

어나기 때문에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I.W.McAllister은 

표면거칠기 상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값들은 그림 

11과 같은 그래 로 나타내었다.[9]

    with      

그림 1 1  표면 거칠기 D에 따른 표면거칠기 상수

Fig. 1 1  Surface roughness factor  

이번 실험에 사용된 극과 평  극을 속 표면 거

칠기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표면의 거칠기를 정

량 으로 분석하는데 이용이 가능하다. 장비분해능은 

0.01um이고 침식 측정방법을 사용하 다. 측정 라미터

로는 Ra, Rz, Rmax을 측정할 수 있다. 표 2는 극과 평  

극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값이다.

표   2 극과 평  극의 거칠기 측정

T able 2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of rod and plane 

electrode 

           

 
     Ra       Rz      Rmax

   극     4 um      6 um      7 um

 평  극     5 um      4 um     10 um

그 에서 최  Rmax(표면 거칠기  가장 높은 지 )가 

계 집 에 의한 연 괴에 향을 미치므로 Rmax 값을 

용하 다.  극과 평 극의 표면거칠기의 합으로 17 

um 정도의 표면거칠기로 체 인 라미터로 잡고 보정해 

보았다. 그림 9 그래 의 경향성을 해석하여 0.4 MPa에서 

표면거칠기 상수값이 0.99, 0.5 MPa에서는 0.93, 0.6 MPa에

서는 0.87, 0.7 MPa 에서는 0.84로 용하 다.

그림 1 2 표면 거칠기 상수를 용한 0.4 MPa에서 시뮬     

이션 값와 실험값 비교

Fig. 1 2 After applying surface roughness factor, Simulation 

valu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in 0.4 MPa

그림 1 3 표면 거칠기 상수를 용한 0.5 MPa에서 시뮬     

이션 값와 실험값 비교

Fig. 1 3 After applying surface roughness factor, Simulation 

valu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in 0.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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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 표면 거칠기 상수를 용한 0.6 MPa에서 시뮬     

이션 값와 실험값 비교

Fig. 1 4 After applying surface roughness factor, Simulation 

valu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in 0.6 MPa

그림 1 5 표면 거칠기 상수를 용한 0.7 MPa에서 시뮬     

이션 값와 실험값 비교

Fig. 1 5 After applying surface roughness factor, Simulation 

value compared with experiment value in 0.7 MPa

표 3은 표면거칠기 상수를 용한 경우에 한 압력에 따

른 상 오차(실험값-시뮬 이션 값/시뮬 이션 값)의 평균값

이다. 표면거칠기 상수를 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보았

을 시 0.4 MPa에서는 표면거칠기의 향을 게 받기 때문

에 오차의 차이는 없지만 압력이 높아질수록 오차는 커진

다. 하지만 표면 거칠기 상수를 용하 을 경우 오차는 다

음과 같이 어든다.

표  3 압력에 따른 실험값와 시뮬 이션 값과의 상 오차

T able 3 Relative error between experimental value and 

simulation value by incresing Pressure

0.4MPa 0.5MPa
0.6MP

a
0.7MPa

표면거칠기 상수 

용  오차
 3.8%  8.4%

 

17.2%
 18.2%

표면거칠기 상수 

용 후 오차
 3.5%  2.3%  2.1%  2.4%

3. 결  론

재 온실가스로 규정되어 있는 SF6 가스의 양을 감하

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가스의 연내력에 한 실

험들과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챔버를 이용하여 고압, 불평등 계에서 실

험한 데이터와 시뮬 이션 된 측치를 비교해 보았다. 하지

만 가스 방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힘들다. 한 

기존의 논문들에서 제시한 연 괴 압 측식 한 최근 

실험 데이터와 많은 오차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오차를 이

기 해 본 논문에서는 CST EM Studio
™
 을 이용한 계해

석 통해 정확한 계 이용률을 계산하 다. 갭거리에 따른 

실측치와 측치의 오차를 최 한 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압력에 따른 오차를 이기 해 다른 요인을 분

석하 다. 많은 논문에서는 시뮬 이션 값와 실험값의 오차

의 원인을 표면 거칠기로 보았다. 한 표면 거칠기는 고압

력에 따라 더욱 향을 미친다. 그래서 압력에 따른 실험값

와 시뮬 이션 값과의 오차를 표면 거칠기 상수를 용하여 

보정해 보았는데 압력에 따른 상  오차의 평균값을 표면거

칠기 상수 용 과 비교해보면 0.4 MPa에서는 0.3%, 0.5 

MPa에서는 6.1%, 0.6 MPa에서는 15.1%, 0.7 MPa에서는 

15.8%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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