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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D 오손에 따른 송전용자기애자의 누설전류 파형의 분석 

Analysis of Leakage Current Waveforms for Transmission Line Porcelain 
Insulators due to ESDD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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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reports the contamination performance of transmission line porcelain insulators tested under five 
different contaminant conditions – clean and ESDD (equivalent salt deposit density) level (A, B, C, and D) through 

measurement of their leakage current under drop of potential method. To estimate the contamination for transmission line 

porcelain insulators, leakage current waveform and its maximum value were measured under step-up power test. In the 

clean insulators test, % distortion factors decreased with increasing step-up power, and as the ESDD level increased,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frequency analysis, harmonics and % distortion facotor could be used for contamination 

diagnosis of the transmission line porcelain ins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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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송 용 자기애자의 경우 애자련의 길이, 인가 압 극성 

등, 이 에 연이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 오손측정기술  

오손도 ESDD(Equivalent Salt Deposit Density) 와의 계

가 무엇보다 요하다 할 것이다 [1, 2, 3, 4, 5]. 근본 으로 

오손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거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손물에 가량비, 겨울철 결빙, 안개 는 이슬이 존

재하여 용해되면, 애자표면에 도 성 층이 형성되어 설

류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부분 인 아크(건조 아크)가 발생

하여 결국은 섬락으로 이행되어진다. 건조  아크의 발생과 

진 으로 인하여 세라믹 애자의 젖음성 는 고분자애자의 

친수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6,7,8].          

애자의 오손에 계하는 주요한 문제로서 내 압의 하

에 의하여 섬락 과 건조  아크로 인한 열 인 쇼크를 들 

수가 있다. 이들의 상은 이미 보고 되어져왔으며[6,7,8,9] 

그리고 세라믹애자의 경우 핀으로부터 아크가 시작되어 갭

을 향하여 진행되어 진다[6,10,11,12]. 수애자는 오손습윤 

시 설 류에 의해 류 도가 높은 핀 주변의 계가 높

아지기 때문에 오손/습윤 복합으로 핀 주변으로부터 미소방

이 발생 되어지며, 더욱더 습윤한 기체가 가세됨으로  

류의 아크방 이 발생 하게된다[6,9,13]. 한 여러 연구자

들이 애자의 섬락 발생과 이론 인 모델의 제시 그리고 

설 류모니터링을 통한 지방법도 보고되어져 왔다[2, 6, 7, 

8, 10, 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손과 습윤환경을 모의하기 하여 

모의 챔버를 자체 제작하 으며, 정량화된 오손평가를 하

여 ESDD (Equivalent Salt Deposit Density)을 4개의 오손

벨 A, B ,C D 그리고 Clean 애자 등 5가지의 경우에 

한 설 류 형의 계측으로 오손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옥외용 송 용 자기애자의 경우 무엇보다 력의 원활

한 수송을 해서 오손정도가 가혹하게 되면, 표면 열화가 

격하게 이루어져서 섬락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오손도 진단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

와 같은 오손도의 진단을 해서 설 류 형의 계측으로 

주 수분석 즉, 기본 , 3고조  그리고 5고조 의 성분분석

을 실시하 다. 한 고조  성분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본 에 한 3고조 의 %왜형율 그리고 기본 에 한 5

고조 의 %왜형율 구하게 된다. 각각의 오손정도인 ESDD 

벨을 설정하여 인가 압 벨과 상 성을 %왜형율로 구

하 다.  

2. 본  론

2.1 실험  측정

(1) 실험장치

송 용 자기애자의 설 류 측정은 그림 1에서 나타낸 

송 용 자기애자를 이용하 으며, ESDD A,B,C,D오손 벨을  

모의하여 계측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송 용 자기애자 (Transmission Line 

Porcelain Suspension Insulators) 3개를 수하여 실험에 사

용하 다. 자체 제작된 포그 쳄버에 애자를 설치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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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실험  쳄버 내에 스 안개로 가습한 후 바닥에 

있는 선풍기를 이용하여 안개를 순환시킨 후 애자표면이 충

분히 젖도록 (습도:93%, 30℃)하 다. 압인가방법으로 

압을 단계별 승압시켜 인가하는 압상승법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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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송 용 자기애자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ransmission Line Porcelain Suspension 

Insulators

이 방법은 비교  짧은시간 동안 통계자료를 획득할 수 있

는  장 을 갖고 있으며, 단 으로는 오염물질이 애자로부터 

쉽게 씻기어진다는 단 이 있다. 그런 이유로 실험 후 오손

을 모의하여 반복실험을 실시하 다. 반복된 실험과 측정결

과 최 한 유사한 자료를 본 연구결과에 사용하 다. 인가

압의 승압 속도는 1kV/s로 승압하 으며, 15kV～60kV까

지 단계 으로 5kV승압하여, 5분 동안 자료를 계측하 다. 

계측된 소요시간은 체 50분이 되도록 하 으며, 인가 압 

벨은 교류 상용주  압으로 애자련 체가 섬락 압의 

75%정도에 도달된 압으로 하 다[14,15,16]

송 용 고 압자기애자의 오손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오손처리는 등가염분부착 도(Equivalent Salt Deposit 

Density ; ESDD; 단 는 mg/cm
2
)를 근거로[2,14]하여 오손

벨을 Clean, A, B, C, D, 다섯 등 으로 실시하 다. 그러

나 일반 으로 오손 지역은 실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2]. 본 연구에는 용하지 않지만 카올린과 소 으로 오손

시키는 경우가 연구되어지곤 하 다[4,7]. 

그림 2에서 나타낸 설 류의 계측은 자기애자 표면에 

일정한 습도가 존재할 때 압을 인가하 다. 압이 인가

되면 애자의 표면에서 흐르는 표면 설 류를 압강하법

(Voltage Drop Methods)을 이용하여 설된 류를 측정하

다[6～10,13,14,17～21, 22, 23]. 즉, 설 류는 일정한 고

압이 인가되어 애자의 표면을 통하여 지로 흐르는 류

가 기 항 100Ω에 압강하된 류 형이, 차동 루  

(ADP305, Lecroy, 100:1)를 걸쳐 출력된 설 류를 디지털

오실로스코 (LeCroy;Wave Runner 6050A, 500MHz, 

4channel, Quad 5GS/s, Window XP환경)로 입력되어진다.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 형이 디스 이 되어 지고,  164ms

동안 10μs/pt로서 100kS/s을 갖는 설 류 형이 계측되어

졌다. 계측된 데이터는 필터링의 과정을 걸쳐 Matlab7.0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설 류 형의 최 값과 

FFT의 분석을 통하여 기본 로부터 13고조 까지 신호를 

분류하 다. 인가 압 벨에 따른 설 류 형의 홀수 고

조  즉 기본 , 3고조 , 5고조  그리고 7고조 와 ESDD 

와의 계를 정립했으며, 이를 토 로 송 용자기애자의 오

손특성을 % 왜형율로 평가 하 다. 

Differential Probe

A/D Converter

Digital 
Oscilloscope

Interface 
Lan Card

Remote Data Acqusition 

Computer

Transformer

220/100KV,50KVA

Test Chamber

R=100 Ω 

Printer

Monitor

Data Base

그림 2 설 류 측정 시스템 

Fig. 2 Measurement system for leakage current     

(2) ESDD의 과정

그림 3의 과정을 통하여 ESDD를 계산하여 오손도를 측

정하 고, ESDD의 측정 기 표와 용된 ESDD를 표 1에

서 나타내었다.     

증류수와 피뢰기 준비

증류수 초기 전도도 측정

브러쉬를 이용하여 피뢰기 표면 씻는다

오손된 물의 전도도 측정

조건값을 보상한다.

등가염분누적밀도(ESDD)를 계산

  

그림 3 오손도 측정과정

Fig. 3 Measurement Procedure for contamination Level 

(3) 오손도 측정방법

정 한 오손도 측정을 해서는 화학성분 분석  화학등

가법을 사용 한다. 가장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통 인 필세법(brush wiping method)으로서 해질에 따

른 25°C 수용액의 등가 도도를 이용하 다[14,15,16,24]. 

좀더 정확한 도도를 측정하기 하여 증류수를 이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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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도 측정장치인 Thermo Orion(Model:105 ,Made in 

USA) 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식(1)은 도도 값을 이용하

여 등가염부분착 도를 계산하는 식을 나타 내었다.

×
××

  (1)

  여기서, 는 세정용액의 체 도도 S/cm, 는 세정용 

용액의 체  500cc, 는 세정 상의 송 용 자기애자의 표

면 (상부 : 550 cm
2 
,
 
하부 : 850 cm

2
, 상부+하부 : 1400 

cm
2
)으로 본 연구의 ESDD 용은 체 표면  1400 cm

2
으

로 하 다.

표 1 ESDD 오손도 벨

Table 1 Contamination Level of ESDD

Contamination Level

Symbol
Equivalent Salt Deposit Density: ESDD(mg/cm

2
)

Standard Contamination Used Contamination 

Clean 27.6μS

A 0～0.063 0.0459 mg/cm
2

B 0.063～0.125 0.1097 mg/cm
2

C 0.125～0.25 0.1382 mg/cm
2

D 0.25～0.5 0.275 mg/cm2

2.2 결과  검토 

1. 오손되지 않은 자기애자의 인가 압에 따른 

설 류 형, 고조 분석 그리고 %왜형율 

(1) 설 류 형  주 수분석 

송 용 자기애자 3개를 ESDD A,B,C,D 벨에 기 하여 

오손을 용 후, 태양빛으로 자연건조 후 자체 제작된 챔버

에  애자를 수하 다. 일정시간동안 음  가습기로 가

습 후, 애자가 젖도록 하여 교류 상용 주  고 압을 인가하

다. 챔버 내의 가습기는 아래에서 쪽방향으로 용하

으며, 애자의 하부  체분 기가 고른분포가 되도록 하기 

하여 송풍  흡입장치를 통하여 온도는 30℃, 습도는 

93%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용된 증류수의 도도는 

27.6μS이었다. 표 2에서는 ESDD 벨로 오손된 애자에 인

가 압 승압에따른 설 류 형의 최 값 변화를 나타내었

다. 계측된  자료는 매 5kV마다 30개 일의 자료를 평균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인가 압  오손도 증가에따라 비례하

여 설 류 형의 최 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는 Clean Insulator로서 오손특성의 기 으로 평

가하기 하여 사용된 송 용 자기애자를 깨끗이 세척하여 

안개를 용 후 50kV 압을 인가후 측정한 설 류 형 

 주 수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인가 압 벨 증가

(20,30,40,50,60kV)에따라 설 류 형의 주 수 분석 결과 

기본 (60Hz) 스펙트럼( 0.1, 0.16, 0.23, 0.28, 0.34)이 비례하

여 증가되었다. 그림 4(b)는 그림 4(a)의 설 류 형의 주

수 분석결과를 의미한 것으로, 체 고조 에 해서 일정

한 크기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짝수 고조 보다 

홀수 고조 가 상 으로 스펙트럼이 크게 나타났으며, 주

 고조 보다 고주  고조 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인가 압  ESDD 벨에따른 설 류 형 최

값의 변화 [단  A]

Table 2 Maximum Variation of Leakage Current Waveform 

according to Applied Voltage and ESDD Leve 

[Unit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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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 류 형의 최 값  주 수 분석 (clean 

insulator)  

Fig. 4 Maximum Value and Frequency Analysis for Leakage 

Current Waveform (clean insulator)



기학회논문지 61권 10호 2012년 10월

1464

0

5

10

15

20

25

30

P
er

ce
nt

ag
e 

3r
d 

H
ar

m
on

ic
s 

fo
r F

un
da

m
en

ta
l o

f 
Le

ak
ag

e 
C

ur
re

nt
[%

]

Applied Voltage[kV]

Clean Insulator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a) % distortion factor for 3rd harmonics

0

10

20

30

40

Pe
rc

en
ta

ge
 5

th
 H

ar
m

on
ic

s 
fo

r F
un

da
m

en
ta

l o
f 

Le
ak

ag
e 

C
ur

re
nt

[%
]

Applied Voltage[kV]

Clean Insulator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b) % distortion factor for 5th harmonics

그림 6 % 왜형율의  변화 

Fig.  6 Variation of % Distortion factor   

(2) 고조  분석 

그림 5에서는 인가 압 벨 증가에따라 설 류 형의 

기본 , 3고조 , 5고조 의 스펙트럼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

림 5(a)는 기본  스펙트럼 진폭변화로서 인가 압에따라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증가율은 3.9μ

A/kV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b)는 3고조 에 한 스펙트

럼의 변화를 그리고 그림 5(c)에서는 5고조 에 한 스펙

트럼 변화를 나타내었다. clean insulator에서는 인가 압증

가에 따라 3고조  성분과 5고조 성분이 유사한 경향을 갖

고 있으며, 인가 압이 증가할수록 고조 스펙트럼이 증가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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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th Harmonics

그림 5 설 류 형의 고조  분석

Fig. 5 Harmonics Analysis of Leakage Current Waveform 

(3) 왜형율 

주  고조 (기본 , 3rd , 5th)를 이용한 열화정도를 

정하기 한 도구로서 고조 의 왜형율을 용하 다. 사

용된 왜형율은 식(2)에서 나타내었다[17,18,19]. 

  


×

  


×

(2)

그림 6(a)는 기본 에 한 3고조 의 % 왜형율, 그림 

6(b)는 기본 에 한 5고조 의 % 왜형율을 나타낸 결과

이다. 그림 6(a)에서는 인가 압 벨이 낮을수록 % 왜형율

이 큰 결과를 나타내었고, 역으로 인가 압 벨이 높을수록  

% 왜형율이 작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15kV～50kV까지는 

왜형율이 약 5～20%범 , 50kV～60kV까지는 2.5%～12.5% 

범 의 왜형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6(b)의 경우는 기본 에 한 5고조 의 %왜형율로

서, 3고조 의 %왜형율에 비하여 5고조 의 %왜형율 경향

이 좀더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인가 압 벨이 15kV～

50kV까지 % 왜형율 크기는 약2～25%로서 증가되었고, 50 

～60kV까지 % 왜형율은 약2.5～15%로 감소되어졌다. 

3고조 와 5고조 의 %왜형율의 경향은 거의 유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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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SDD A 벨에 한 최 값  주 수 분석

Fig. 7 Maximum and Frequency Analysis for ESD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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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조  분석 (ESDD: A level)

Fig.  8 Harmonics Analysis(ESDD :A level)

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clean insulator에서는 3고조 의 성

분보다 5고조  성분의 크기가 더욱 크게 나타내었다. 왜형

율은 기본 에 한 3고조   5고조 에 한 비율로서 

설 류 형의 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화된 값이다. 

 압인가 기( 압)에 상 으로 송 용자기애자의 

연 항이 인가 압 벨에 비하여 크게 나타낸 결과를 의미

한 것이며, 인가 압이 더욱 고 압부분으로 갈수록 왜형율

이 작게 나타난 이유는 설 류크기의 증가 폭이 커지고 

형이 기본 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작은 값을 

나타낸 것이다.           

 

2. ESDD: A level로 오손된 애자의 설 류 형, 

고조  분석 그리고 왜형율

  

(1) 설 류 형  주 수분석 

ESDD A 벨 오손특성의 기 으로서 0.0459 mg/cm
2
의 

오손도를 갖는 송 용 자기애자 3개를 수하여 챔버 내의 

환경조건을 증류수로 가습한 후, 압을 인가 후 설 류

형을 계측한 것이다. 그림에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인가 

압 벨 증가(20, 30, 40, 50, 60kV)에 따라 설 류 형의 

최 값의 변화로서 0.09 , 0.133 , 0.189 ,0.259 , 0.735μA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7(a), (b)의 경우는 인가 압 50kV를 인가 할 때 

설 류 형  주 수 분석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설

류 형의 주 수 분석된 결과는 기본 (60Hz)의 스펙트럼 

경우 0.093 0.14, 0.20, 0.25, 0.37μA로서 일정한 증가를 나타

내었고, 주 의 고조 인 3,5,7고조 에서는 거의 같은 크

기를 갖고 있지만 , 오히려 고주 의 고조 인 9, 11고조

에서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고조  분석 

그림 8는 ESDD A 벨 오손 시 설 류 형의 고조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a)는 인가 압 승압에따



기학회논문지 61권 10호 2012년 10월

1466

른 기본 의 변화, 그림 8(b)는 3고조 의 변화, 그림 8(c)는 

5고조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a)의 경우 인가

압 증가에따라 기본 의 변화는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고, 그림 8(b)의 경우 3고조  변화로서 15kV～

55kV까지는 반 으로 진  증가를 나타낸 반면 60kV인

가 후 5분 동안 격한 증가를 보이고 말기에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한 그림 8(c)의 경우 5고조  변화로서 

같은 인가 압 범 인 15～55kV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는 변화를 나타낸 반면 60kV인가 후 5분 동안 가 르게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ESDD A 벨에서의 경우 인가 압에 한 기본 , 3고조

 그리고 5고조 의 고조  분석결과로서 그림 7(a)와 그

림 4(a)의 설 류 형을 비교한 결과 오손된 애자의 경

우가 clean insulator에 비하여 반 으로 매끈한 주기  

형을 나타내었다. 이에 한 주 수 분석결과에서 나타내

었듯이,   clean insulator 고조 의 경우 3,5,7,9고조  순으

로 스펙트럼의 크기가 증가되었고 , ESDD A오손 벨 애자

에서는 3,5,7고조 의 경우 미약한 반면 9,11고조 가 상

으로 증가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한 특징으로 그림 7(a)

에서 보듯이 주기  설 류 형의 피크부분에서 왜곡된 

형이 이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60kV 압을 인

가후 5분동안 계측한 결과, 3고조   5고조  모두 크게 

55kV에 비하여 2배정도 증가한 결과는 도 성 류에의한 

설 류발생에서 ESDD A 벨 오손된 애자표면의 아크성 

방 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6,7,8]. 본 연구자들

[17,18,19,]이 고분자애자의 연구에서 아크성 류의 고조  

분석시 기본 , 3고조 , 5고조  순으로 스펙트럼의 크기가 

감소되고 있응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lean insulator에서 나

타나지 않았던 아크성 방 의 진 은 소 이온의 도성과 

과도한 류의 발생으로 설 류 도가 높게 되어 국부

인 표면가열로인하여 수분증발 즉, 건조 가 형성되어진 결

과이다. 도성과 항성 그리고 도성이 연결상태에서 

항성을 뛰어넘은 방 의 결과에 기인 한 것이다. 여러 연구

자의 경우 애자핀 근처의 표면상 건조 에서 발생하고 있음

을 보고하 다[6,7,8].           

(3) 왜형율 

그림 9의 경우는 ESDD A level의 기본 에 한 3고조  

 5고조  % 왜형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a)의 경우는 

기본 에 한 3고조 의 % 왜형율로 15～55kV까지는 지수

함수 으로 감쇄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인가 압 60kV이

후 5분 동안 측정된 결과 증가와 약간의 감소되는 정량화된 

결과를 얻었다. 이는 clean insulator와 ESDD A 벨과 왜형

율를 비교분석하여 볼때, clean insulator의 경우 15～60kV까

지 정량화된 왜형율의 변화는 2.5～20를 나타낸 반면, ESDD 

A 벨의 경우 15～55kV까지 1～9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60kV에서 5분동안 왜형율의 변화는 3.8～5.3의 결과를 얻었

다. 그리고 그림 9(b)의 경우는 기본 에 한 5고조 의 % 

왜형율로 15～55kV까지는 3고조 와 유사하게 지수함수 으

로 감쇄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 으로 3고조 스펙트

럼의 진폭크기가 5고조 의 경우보다 큰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러 연구자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7,16,17,18]. 도성에 기인한 설 류 형은 인가 압이 

낮은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는 왜형율이 크게 나

타나고 반면 아크성 방 에 의한 왜형율의 경우 왜형율이 

낮게 나타난다. 한 아크성의 경우 왜형율은 5고조 에 비

하여 3고조 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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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왜형율의  변화 (ESDD :A level)

Fig.  9 Variation of % Distortion factor(ESDD :A level) 

 

3. ESDD: D level로 오손된 애자의 설 류 형, 

고조  분석 그리고 왜형율 

(1) 설 류 형  주 수분석 

ESDD D 오손 벨의 경우 송 용 자기애자 3개를 평균

한 값으로 0.275 mg/cm
2
의 오손도를 갖는 자기애자를 실험

으로 사용하 다. 그림 11에서는 ESDD D level로 오손된 

자기 애자에 인가 압을 승압하여 설 류 형  주 수 

분석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가 압 벨증가(20, 30, 40, 

50, 60kV)에 따른 설 류 형의 최 값(0.168 ,0.237 ,0.262 

,1.129 ,12.859 μA)으로 선형 으로 증가되었다. 설 류

형의 주 수 분석결과 기본 (60Hz)의 스펙트럼진폭의 경우 

인가 압에따라 0.13, 0.19, 0.26, 0.34, 1.3μA로서 일정한 증

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ESDD A오손 벨에 비하여 인가

압 20～50kV까지 약 1.35배(135%)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60kV에서는 3.5배(350%)의 큰 증가를 기록하 다. 이는 

ESDD의 오손농도가 증가됨에따라 자기애자의 표면방  즉, 

아크성의 방 이 격렬하게 발생됨을 의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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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설 류 형의 고조  분석 (ESDD: D level)

Fig. 10 Harmonics Analysis for Leakage Current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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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왜형율의  변화(ESDD : D level)

Fig.  11 Variation of % Distortion factor (ESDD : D level)

(2) 고조  분석 

그림 10에서는 인가 압에 따른 ESDD D level의 설

류 형에 한 고조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a)는 기본 에 한 스펙트럼 진폭변화, 그림 10(b) 3고

조 에 한 스펙트럼 변화 그리고 그림 10(c)는 5고조 에 

한 스펙트럼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 의 경우 15～55kV까지 단계별 승압에따라 일정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60kV에서 5분동안 측정결과 격

한 증가 즉, 스펙트럼의 진폭이 0.445μA에서 1.2μA로 약 3

배의 스펙트럼 진폭증가를 나타내었다.    

그림 10(b)는 3고조 에 한 스펙트럼 진폭변화로서, 15 

～55kV까지 3고조 성분의 변화는 0.00946μA 정도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 다. 그러나 이 의 기본 의 경우처럼 60kV

인가 후 5분 동안 스펙트럼 진폭크기가 0.17μA 크기로 증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5kV에서 60kV증가시 증가되는 비율

이 18배 증가된 결과를 얻었다. 한 그림 10(c)는 5고조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55kV까지는 인가 압 승압에

따라 진 인 증가를 가져오지만 60kV 인가후 5분 동안  3

고조  성분 변화와 같이 증가폭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첫째, 오손 벨이 A에서 D로 증가됨에따라 인가 압 15 

～55kV까지 3고조 에 한 스펙트럼의 변화는 5배의 증가

를 가져왔으며, 60kV에서 5분 동안의 분석결과 7.7배로 

단히 큰 증가를 가져왔다.    

둘째, 3고조 는 5고조 에 비하여 60kV에서 5분 동안 

스펙트럼 분석한 결과 3고조 가 5고조 에 비하여 1.6배 

큰 스펙트럼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형 인 아크방 에 의

한 설 류 형의 스펙트럼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하고 있다.

셋째, 이처럼 오손도가 심한 경우 일정 압이상이 되면 

도성보다는 아크성 방 에 의해 3고조 의 증가를 가져오

게된다 [6,7,8,18,19,22,23].               

(3) 왜형율

그림 11는 인가 압에 따른 기본 에 한 3고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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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requency Analysis : ESDD : D level

그림 12 설 류 형  스펙트럼 분석 (ESDD : D level) 

Fig. 12 Leakage Current Waveform and Spectrum Analysis 

(ESDD : D level)

고조 의 %왜형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a)는 기본 에 

한 3고조  % 왜형율로서 15kV～55kV까지는 지수함수

으로 감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60kV에서 5분동안 측정

된  %왜형율이 격하게 증가된 결과를 가져왔다. 한 그

림 11(b)는 기본 에 한 5고조 의 % 왜형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본 에 한 5고조 의 %왜형율은 15kV～

55kV까지의 결과에서 인가 압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결

과를 가져왔으며, 60kV에서 5분동안 측정결과 %왜형율은 

오히려 더욱 작아진 결과를 가져왔다. ESDD D오손 벨에

서 인가 압 증가에따라 3고조   5고조  % 왜형율의 

변화결과 60kV에서 5분동안 설 류의 형은 도성일 

때와 아크성일 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오손도

가 높을 때 아크성 류 형이 크게 나타날수록 기본 의 

진폭이 단히 크고 그다음 3고조  성분, 5고조 의 성분순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런 애자 표면에서 발생된 

기  활동인 아크방  발생 시 설 류크기가 크면, 상

으로 왜형률이 작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이유로 왜

곡도를 용하여 송 용애자의 오손특성의 평가기법으로 

용할 때 신뢰성평가에 합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18,19,22,23). 

(4) 아크방 시 설 류 형과 스펙트럼 분석

이상의 결과를 분석 검토한 결과, Obenaus[25]가 처음으

로 세라믹 애자의 오손섬락을 한 모델을 제안하 다. 

항이 직렬로 연결된 방 으로서 섬락과정을 모델화 하 다. 

이 방 은 아크가 건조 라는 다리를 넘은 것을 말하고 그

리고 오손 항은 애자의 다리가 없는 부분의 방 을 말한

다. 항을 가로지르는 압강하는 류의 함수로 표 된다. 

즉, 오손층의 계강도는 아크 계강도보다 더욱더 크다

[6,25]. 섬락은 아크가 진 되어 궁극 으로 애자라는 다리를 

넘을 때 발생한 것이다. 이는 애자의 젖음 비율과 안개타입

은 NCl의 표면 항에 향을 다 [1, 15, 16]. 한 설

류로부터 발생된 얕은 막의 해질 용액이 증발되어 좁은 

건조 의 갭을 형성하게 된다. 부분의 인가 압은 좁은 

건조  갭에 할당되어져서 그리하여 건조  아크로 드러나

게 된다. Zafer[6]는 자기애자의 한 에서 시작하여 방 이 

연장될 때, 건조 는 같은 시간에 설 류가 다른 역에까

지 일어나는 아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그래

서 체 아크 발생 시 압강하는   

arc arc arc arc arc (3)

만일 R이 아크와 직렬로 연결된 체 오손 항이라면  

     (4)

가된다. 그리고 아크가 없는 지역을 따라 오손 항의 압

강하는    로 된다. 아크의 발생 역시 열에 지를 유발

하여, 항 R에서 발생한  열에 지는  연표면의 오손층

으로 인하여 류흐름에 기인되고, 그것은 얇게 젖은 필름 

층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5)  

3. 결  론

이상의 결과를 인가 압 벨증가에 따라 송 용 자기애

자에 5가지 오손조건(clean insulator, ESDD A,B,C,D)을 모

의하여 설 류 형, 고조 분석 그리고 기본 에 한 3고

조   5고조  %왜형율의 정량 인 오손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clean insulator의 경우 오손평가의 기 모델로 하기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낮은주 수 고조 보다 높은 주

수 고조 의 스펙트럼 진폭이 상 으로 증가된 결과

를 얻었다. 이는 애자표면의 항성이 크기 때문에 그

러진 형이 발생된 결과로 단된다. %왜형율의 결과 

인가 압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정량 인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ESDD A,D로 오손된 애자를 연구한 결과 고조  분석:

  오손 벨 B,C의 경우는 지면 계상 나타낼 수 없었다. 

그러나 오손이 A에서 D로 가혹하게 됨으로서 압에서

는 도성의 설 류 형을 그리고 고 압으로 갈수록 

즉, 60kV에서 5분동안 측정시 설 류 형의 격한 증

가를 가져왔다. 이에 한 고조 분석 결과 아크성 류

형으로 증가를 가져왔으며, 고조  분석결과 기본 , 3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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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그리고 5고조  순으로 스펙트럼 진폭크기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 연구자의 결과와 일치하 다. 한 아크

성이 클수록 3고조 의 성분이 크고 반면 5고조 의 성분

이 상 으로 작은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이런 기본 에 한 3고조   5고조  %왜형율의 경

우 왜형율이 큰 경우는 애자표면이 항성이 클수록 큰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오손된 결과 오손도가 클수록 

%왜형율이 작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기본 에 한 

고조 의 상 인 크기에 따라 정량화된 값으로 표 되

어 송 용 자기애자의 오손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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