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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상용 CAE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전자기해석과 유동해석을 연계 계산하였고, 전류크기를 변수로 하여 접
점 사이에 발생되는 온도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컵형 AMF 전극의 아크
집중 현상을 예측하였다.

1. 서    론

진공차단기(vacuum circuit breaker)의 역할은 중전압(medium-
voltage) 차단 시스템에서 50kA까지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며, 진
공차단기의 핵심 부품인 진공차단부(vacuum interrupter)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검토 항목은 접점(electrode) 설계의 적합성이다[1]. 이를 실험
적으로 고찰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설계
초기에는 해석적 방법으로 검토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계 해석 및 유
동 해석이 함께 연계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전류 크기가 10kA 이하인 경우 금속증기 플라즈마 내에서 확산아크
(diffused arc)가 형성되며, 전류가 이보다 높아지게 되면 초고온의 양극
점(anode spot)이 형성되고 기둥(column) 모양으로 아크를 수축
(constriction)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아크집중이라 하며, 접점 재료
의 증발에 의한 과도한 접점 손상 및 절연회복 강도를 감소시켜 차단
성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2]. 대전류(10kA 이상)에서 차단 성능을 개
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접점을 통해 흐르는 전류에 의해 형성된 축방향
자기장(axial magnetic field, AMF)을 이용하여 양극점이 형성되는 전류
한계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상용 CAE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전자기해석
과 유동해석을 연계 계산하였고, 전류크기를 변수로 하여 접점 사이에
발생되는 온도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컵형 AMF 전극의 아크집중 현상을
예측하였다.

2. 본    론

진공차단부의 전자계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Maxwell 방정식이며,
유동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4]을 참고하기 바란다. 해석대상은 현재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컵형(cup-type) AMF 전극으로 전극의 직경은 84mm, 접
점 사이의 거리는 10mm 이며, 해석을 위한 격자계 및 각 부분의 물성
치를 그림 1과 표 1에 나타내었다. 전류에 따라 접점 간극에서 발생하는
초기 진공아크의 직경은 접점 전극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온도에 따라
변하는 도전율을 가진 원통형 도체로 격자계를 구성하였다.

 <표 1> 지배방정식 및 주요 변수

<그림 1> 전자계해석을 위한 격자계 및 경계조건

구성된 격자계 및 경계조건에 관하여 시간에 따른(주파수 60Hz) 전자
계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자계 해석
전용 S/W로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4]. 전자계
해석에서 얻어진 로렌츠힘과 주울열을 Navier-Stokes 방정식의 생성항
으로 설정하여 아크영역(그림 1의 4)만에서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유동해석의 경계조건으로는 음극면에서 공급되는 플라즈
마의 속도 800m/s, 온도 15,000K으로 설정하였으며, 양극면은 완전한 수
동적 싱크로 가정하여 출구 조건을 적용하였다. 이외 나머지 부분은 외
부 진공과의 경계면으로 단열조건을 적용하였다.
전자기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로렌츠 힘의 반경방향 성분을 +r(확산력)
과 -r(수축력) 성분으로 구분하면, 전극면 근처의 아크가 수축될 것인지
확산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극면 근처의 아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로렌츠 힘의 +r 성분이 컵형
AMF 전극 특성에 맞게 잘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크를 수축시
키는 로렌츠 힘의 -r 성분은 전극의 중앙에 대부분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하의 전류크기에서는 AMF 전극 구조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아크가 확산형태를 유지할 것이며, AMF의 영향을 넘어
서는 전류가 인가될 경우에는 집중아크가 발생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 유동해석을 위한 격자계 및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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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확산력, Fr (b) 수축력, -Fr

<그림 3> 전자계해석으로부터 구한 로렌츠힘의 분포

전류 크기에 따라 접점 간 플라즈마 중앙 단면 온도 분포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음극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며, 전류 크기 변
화(7, 15, 30, 50kA)에 따라 양극 표면 중앙 영역에서 온도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전류 증가에 따른 아크 플라즈마의 수축 현
상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음극에서 양극까지 z축을 기준으로 아크 중
앙 지점 축 방향 온도 분포는 전류 증가에 따라 양극으로의 축 방향 온
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크 전류 50kA에서는 양
극 표면 중앙점 온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차
단부의 차단 가능한 전류 크기의 한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로
연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극으로의 온도 구배가 증가하는 것은 전
류 증가에 따른 아크 수축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로렌츠힘의 확산력 성분이 양극면에서의 아크 집중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전류크기가 30kA인 경우에서의 주울열을 기준
으로 해서 전류크기 변화(7, 15, 30, 50kA)에 따른 로렌츠힘을 변수로
하는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로렌츠힘의 세기
가 작을수록 아크 영역에 분포하는 온도가 높고, 국소적인 부분에 열점
(hot spot)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로렌츠힘의 분포와 크기가 아크 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결과로부터 로렌츠힘의 세기가 클수록 즉,
AMF의 강도가 클수록 같은 세기의 전류를 인가시켜도 아크집중 정도
가 약해지기 때문에 AMF가 큰 전극을 설계하면 진공차단부의 차단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수치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 CAE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전자기해석
과 유동해석을 연계 계산하였고, 전류크기를 변수로 하여 접점 사이에
발생되는 온도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컵형 AMF 전극의 아크집중 현상을
예측하였다. 로렌츠힘의 분포와 크기가 아크 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AMF가 큰 전극을 설계하면 진공차단부의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수치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a) 7kA

(b) 15kA

(c) 30kA

(d) 50kA

<그림 4> 유동해석으로부터 구한 접점 사이에서의 온도분포

(a) 주울열 30kA, 로렌츠힘 7kA

(b) 주울열 30kA, 로렌츠힘 15kA

(c) 주울열 30kA, 로렌츠힘 30kA

(d) 주울열 30kA, 로렌츠힘 50kA

<그림 5> 로렌츠힘 크기 변화에 따른 접점 사이에서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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