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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scharge analysis technique for dielectric liquid was presented by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FEA) 

under a lightning impulse incorporating two-phase flow phenomena which described gas and liquid phases in discharge 

space. Until now, the response of step voltage has been extensively explored, but that of lightning impulse voltage was 

rarely viewed in the literature. We, therefore, developed an analyzing technique for dielectric liquid in a tip-sphere 

electrode stressed by a high electric field. To capture the bubble phase, the Heaviside function was introduced 

mathematically and the material functions for the ionization, dissociation, recombination, and attachment were defined in 

liquid and bubble, respectively. By using this numerical setup, the molecular dissociation and ionization mechanisms were 

tested under low and high electric fields resulted from the lightning impulse voltage of 1.2/50 μs. To verify our 

numerical results, the velocity of electric field wave was measured and compared to the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which can be viewed in many papers. Those results had good agreement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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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유체에는 고체와 같이 단 체  당 분자 수는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기체와 같이 분자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 도성이나 연 괴 특성

이 상당히 복잡하다. 일반 으로 연유체 내 연 괴 

상의 진행과정에서 생성되는 기포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의해 기체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자유 자 충돌 시 유체 이

온의 해리에 의한 가스 발생, 극표면의 거칠기에 의한 기

포, 유체의 기화등도 연유체 내 2상유동의 원인이다. 2상

유동의 에 향을  수 있는 인자는 물질의 유 율, 압

력, 온도, 유  미립자, 불순물 함유 유무 등이 변수로 작용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재까지 연유체 내 연 괴에 한 이론 인 연구는 

많이 진 되지 못하고 있으며, 력기기에 이용되는 연유

체의 경우 실험 인 결과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CIGRE WG A3.20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선진업체들은 고

압 력기기 개발에 따른 축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상용 수치해석 로그램을 자사 제품 개발에 합하

도록 수정하여 개발한 독자 인 연 괴 수치해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련 기업에서 신뢰성이 높은 독자 인 수치해석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고 압 력기기 개발을 하여 고

비용의 반복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측면에서 막 한 경제  손실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유체 내 연 괴 과정에서 발생

하는 주요한 물리  상을 수학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매질에 용  응용이 가능한 기수력학 인 방 상 수

치해석법을 제시하고자한다. 수치해석 모델은 국제표 인  

IEC 60897에서 제시되어 있는 침-구형 극모델을 도입하

고 2상유동은 스트리머 채  형성과 과정에서 유동

이 나타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유체 내 다양한 

원인으로 생성된 기체상과 액체상이 복합 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1, 3-5]. 정극성 스트리머를 발생하기 해서는 강

한 기장 역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해리작

용과 리작용으로 생성되는 자유 하들의 단 체  당 

하량을 비교하기 해 100 [kV]와 300 [kV]의 뇌충격 압을 

인가하여 기장을 발생시켜 해석하 다. 수학  모델링을 

통해 뇌충격 압을 수치해석모델에 용하 으며 2상유동이 

고려된 스트리머 채  내 계 의 를 기존의 실험치와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수치해석법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2. 2상유동이 고려된 방 해석 모델 

  2.1 자기 유체역학 모델링

연유체 내 2상유동의 연 괴 모의해석은 유 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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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공간 하를 고려한 계에 한 푸아송방정식과 

자, 양이온, 음이온에 한 하연속방정식, 하들의 운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  에 지 손실을 반 한 온도에 한 

열 확산 방정식으로 구성이 된다. 각 지배방정식의 변수들

은 시간에 따른 변형량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에 용하 으

며 유한요소법과 결합하 다[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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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는 계의 세기에 련된 ,  ,  , 는 자, 

양이온, 음이온의 하 도이다. 양이온, 음이온, 자의 

류 도는  , 
 , 

로 나타낸다. 
 는 계에 반응하

는 연유체 내 리 소스 항, 
 는 해리 소스 항, τ

a

는 유체 내 자가 성종(neutral species)에 부착하는 것에 

한 자수명으로 2×10
-7
[s]로 주어진다.  , 는 연

유체 내 이온-이온, 이온- 자의 재결합 비율상수로 기본

인 랑제방 재결합상수를 따라 1.64×10
-17
[m
3
/s]와 같이 동일

하게 가정하 다. 
 는 타운젠트 작용을 고려한 2상

유동의 기체에서 생성되는 리 소스 항이다. 은 연유

체의 질량 도, 는 비열, 는 유 체의 온도, 는 유

체 유동흐름속도, 는 열 확산 상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

에서는 유 체 내 유동흐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는 유

체 내 류, 도 상을 포함한 에 지 손실 항을 반 하

며, ⋅로 가정한다. 

  연유체 내 2상유동을 고려하기 해 헤비사이드

(Heaviside) 함수를 도입하 다. 따라서 양이온, 음이온, 

자의 류 도는 다음과 같이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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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일반 으로 정극성 스트리머 모델은 류항에 비해 확산

항이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무시하 고, 각 자유 하들의 

확산항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치 인 오차는 

인공 확산항을 고려하여 해결하 다.

  2.2 2상유동 기체상에서의 리작용

고 계에 의한 2상유동의 기체 리 소스 항은 타운젠트 

기체방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수학  모델링이 가능하다. 

기체공간에서의 자는 성입자와 부딪히기까지의 자유행

정운동을 하며, 고 계에 의해 가속되어 큰 에 지를 갖게 

된 자는 새로운 성입자를 리시키고 기하 수 으로 

자유 자를 생성시킨다. 타운젠트 이론에 기인한 물리  작

용은 고 계에 의해 가속된 자가 공간상의 성입자를 

리시키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류가 격히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2상유동의 기체 리 소스항은 타운젠트 이론을 

도입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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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타운젠트 이온화 1차 계수로 기체상에서 단

거리 당 리하는 하의 충돌수를 나타내며, 는 기체상

에서의 자유 자 이동도를 나타낸다. 는 자유행정거리, 는 

기체에서 분자의 이온화 에 지를 나타낸다. 2상유동의 기

체 리 소스항은 스트리머 채  내에서  강하로 이어

진다[3].

  2.3 2상유동 유체상에서의 리작용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연유체에서 원자들

은 자를 공유하며 안정된 상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성 분자들은 강한 계의 향을 받으면 최외각의 자를 

잃어버리고 하 되어 양이온과 자유 자로 분리된다. 고

계에 반응하는 하의 리원 항은 유 체의 자 터 링 

작용을 바탕으로 한 하 도 비율로 표 되며 제  이온

화 모델에 용하여 나타낸다[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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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리할 수 있는 분자의 도 수, 는 분자 분

리 상수, ∗은 연유체 내 효과 인 질량, 는 랑크 상

수, ∆은 분자의 리에 지이다. 분자 리의 경우 많은 화

학작용을 수반하지만 본 논문은 계의 향 하에서 반응하

는 성분자는 양이온과 자로 분리하여 2개의 자유 하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국한한다.

 

  2.4 이온의 해리작용

온사거(L. Onsager)는 약 해질의 유 체에서 계의 

향으로 인한 이온의 해리 작용을 기 도성의 변화로 설

명하 다[8].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안정된 해질에서는 화

학 결합력의 원인인 원자에 기 인 인력이 발생하여 양이

온과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겨 화 상태를 유지하며 많은 

성의 이온 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서 화학 결합력보다 

큰 기 인 힘이 가해지면 성 이온 은 양이온과 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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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리된다. 이 게 화학 으로 결합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을 자유 이온 하로 해리시키는 비율과 자유 이

온 하를 성의 이온 으로 재결합시키는 비율은 각각 운

동 비율 상수  , 로 조 되어지며 계의 향을 받는 

해리 상수의 표 은 다음과 같다.


  

                                   (11)

여기서 
는 외부의 기 인 에 지가 작용하지 않을 경

우의 해리상수이며,  는 계에 의한 함수로 나타낸다. 

계 벨에 따라 해리상수는 변화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 한다.

  

 
                                    (12)

with 



 

여기서 은 제 1종 변형 베셀 함수(modified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 는 볼츠만 상수, 는 연유체

의 온도를 나타낸다. 해리상수는 인가된 계의 향과 

열 특성 시정수에 계되는 온도에 의해 정의된다. 온사거 

이론에 따라 열 평형상태이고 계의 향이 없을 때, 유

체 내 존재하는 성 이온 의 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유

체에 용가능하게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여기서 는 성 이온 의 농도를 나타낸다. 본 본문에서 

는 계와 온도에 의해 가변 인 향을 받지만 은 

계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5 IEC 60897 수치해석 모델

본 논문의 경우 IEC 60897 표  규격 모델에 따라 수치

해석 모델을 침-구형 극으로 구성하게 되며 2차원 축 칭 

공간 차원을 고려하여 z축을 따라 좌·우 칭 구조로 모델

링되었다.  

그림 1 IEC 60897 시험모델인 침-원형 극

Fig. 1 Tip-sphere electrodes expressed in the IEC 60897[9]

정극성 스트리머와 같은 복잡한 다 물리 상의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해석결과의 산출을 해서 조

한 요소망이 생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과도하게 해

석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심 역을 부분구조로 분할

하고 특정 면, 선, 노드에 한 정보를 변화시키는 국부 인 

요소망 생성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특정 행렬 요소의 

형태로 표 하는 용요소법을 고려하 고 0∼2[μs]까지 

0.2[μs]의 시간간격 두어 10단계의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분

석시스템 자원부족을 막고 효율 인 해석이 가능하 다.

 

  2.5 2상유동에서의 정극성 스트리머 해석

IEC 60897모델의 연물은 순수 변압기유로 가정하고, 외

부에서 강한 계가 인가되는 경우에는 정극성 스트리머가 

발생한다. 침 극에 계가 집 되면 침-구형의 극구조

로부터 불평등 계가 형성되어 스트리머 채 로 이어진다. 

인가된 계가 10
6
∼10

8
[V/m]이상이 되면 극으로부터 자

유 자가 방출되며 연유체 내 성입자와 충돌하는 리, 

해리, 재결합, 자부착 등의 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2 계가 형성된 침 극의 기장 분포 (V=100kV)

Fig. 2 The electric field distribution at tip electrode (V=100kV)

그림 3 자 도와 양이온 도 분포 (V=100kV)

Fig. 3 Distributions of electron density and positive ion 

density along with the axial symmetry line (V=10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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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 도와 음이온 도 분포 (V=100kV)

Fig. 4 Distributions of electron charge density and negative 

ion density along with the axial symmetry line 

(V=100kV)

그림 5 시간에 따른 침 극의 온도 상승(V=100kV)

Fig. 5 Temperature rise of time-steps at the tip electrode 

(V=100kV)

그림 2∼5는 침 극에 100[kV]가 인가되어 형성된 기

장 분포와 각 자유 하들의 공간상의 분포, 에 지손실에 

한 해리 상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2는 연 괴 상

이 발생하는 시  이  단계에 해당되며 극 곡률 반경이 

최소화되는 침 극에 강한 기장 역이 형성되었다. 그

림 3∼4는 침 극에 집 되어 있는 각 자유 하들의 공간

상 분포를 나타낸다. 각 자유 하들의 단  체  당 하량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분자의 리작용으로 발생한 하보

다 많은 이온 하들이 침 극에 집 되어 분포한다. 이는 

기 스트리머가 발생하는 연 괴 이  시 에서는 이온

의 해리작용이 분자의 리작용보다 주요한 자유 하 생성

원인으로 단하는 근거가 된다. 온사거 이론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이온의 해리작용은 열 확산에 계된 온도변수와 

한 연 성이 있다. 그림 5의 그래 는 이러한 에서 

이온의 해리작용을 침 극에서의 온도상승의 주요인으로 

단할 수 있다. 

그림 6 계가 형성된 침 극의 기장 분포 (V=300kV)

Fig. 6 The electric field distribution at tip electrode (V=300kV)

그림 7 양이온 도와 음이온 도 분포 (V=300kV)

Fig. 7 Distributions of positive ion density and negative ion 

density along the axial symmetry line (V=300kV)

.

그림 8 공간 하 와 자 도 분포 (V=300kV)

Fig. 8 Propagation of space charge density and distribution 

of electron charge density along the axial symmetry 

line (V=30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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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간에 따른 양극 의 온도 상승(V=300kV)

Fig. 9 Temperature rise of time-steps at the tip electrode 

(V=300kV)

그림 6∼9는 본 논문의 수치해석 모델인 IEC 60897모델

에서 연 괴 시 정극성 스트리머의 과정을 모의하기 

해 300[kV]의 높은 압을 인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해석

기에 라 라시안 계분포를 따라 침 극에 고 계 역

이 형성되고 약 0.4[μs]이후 5.5×108[V/m]의 계 벨로 

계 가 한다. 그림 6은 2[μs]의 기장 분포를 나타내며 

기장을 공간 역으로 확장하여 계   분포를 분석

해보면 계 의 피크치에서 격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2상유동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은 스트리머

가 침 극(x=0)으로부터 구 극으로 하는 의 시간에 

따른 양이온과 음이온 분포를 나타낸다. 스트리머 채  내 

양이온은 음이온보다 상 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분

자의 리작용으로 인한 하생성에서 기인한다. 그림 8은 

계방출과 열 자 방출로 주입된 자가 공간상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4와 비교하여 계 의 피크

치가 형성된 공간에서 공간 하가 집 되며 자유 자는 이

온들보다 빠른 속도로 침 극으로 이동하고 상 으로 이

동속도가 느린 이온 하들은 공간상에 남아 리, 해리, 재

결합, 자 부착 상으로 이어진다. 그림 9는 고 계 역

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이온의 해리작용과 분자의 리작

용이 발생하는 복합 다 물리 상이 반 된 결과를 나타낸

다. 에 지 손실을 고려한 이온의 해리작용과 연 괴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분자의 리작용에 의해 계 가 

할 수 있는 기장이 형성될 시 기장 분포를 따라 온

도분포 한 공간상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 계 

역에서는 의한 분자의 리작용을 자유 하생성의 주요원

인으로 단하 으며 안정된 성종으로부터 분리된 하들

은 유 체 내에서 기장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 자와 이

온들의 서로 다른 이동도로 인해 공간 하를 형성하게 되어 

정극성 스트리머가 하게 된다.

3. 결  론

 

연 괴 상이 발생하기 이  시 , 즉 계 역에

서는 이온의 해리작용으로 발생한 이온 하들이 분자의 

리작용으로 발생한 자유 하보다 상 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온의 해리작용이 스트리머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단된다. 반면, 공간 하 에 의해 연 괴 상이 발

생하는 시 은 고 계 역에 해당되며 계 (electric field 

wave) 효과를 수반한다. 고 계 역에서는 양이온, 음

이온, 자 자유 하들이 모두 발생하고 단  체  당 하

량과 공간 상 분포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유 자분

포가 공간 하 분포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침 극에 기

장이 집 되는 과정에서 공간 하 분포 형성과 스트리머 

과정에서 분자의 리작용이 이온의 해리작용보다 물리  

향력이 큰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결국 연 괴 상의 

주원인은 스트리머의 이며 주요인은 분자의 리작용으

로 단할 수 있다. 

2상유동이 고려된 연유체 내 정극성 스트리머는 국부

인 불평등 계가 형성되는 침 극에서 발생하여 구 극으

로 스트리머 채 이 진 된다. 스트리머 채  내 2상유동 

내에는 약 10
6
∼10

7
[V/m]의 불연속 계가 분포하며 스트리

머 주변에 나타나는 기포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2상유동이 

고려된 연유체 내 스트리머 속도는 1.6[km/s]로 동일 

모델을 이용한 실험치와 히 부합함을 확인하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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