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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rc flash hazard study is required for the electric
power system of industrial plant nowadays. Arc flash incident energy
and level are calculated by arc flash hazard study. The arcing fault
clearing time is determined by the response time of protection
devices. This paper is protection devices coordination study to reduce
potential incident energy for industrial electric power system.

1. 서    론

아크플래시는 전력설비 상간 도체가 공기 중에서 단락 또는 이온화로
전기적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크 고장은 과도한 열에너
지를 발산한다. 열에너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옷
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아크 고장은 용해 물질을 분사하고
또한 매우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켜 인접한 사람을 불어 내기도 한다.
전기적인 손상은 아크플래시로부터 화상과 가연성 의복 연소에 의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아크 온도는 35,000℉까지 상승하며 이는 태양표면 온
도의 4배 정도 뜨거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크폭발은 부수적인
손상을 입힌다. 아크고장은 용해물질을 불어 내어 개폐장치를 폭파시키
기도 한다. 아크플래시는 단위 면적당 칼로리(Cal/cm2)인 열에너지로 표
시한다. 아크플래시 해석은 사고에너지(Incident energy)를 계산하는 것
으로 사람 피부에 2도 화상을 입히는 사고에너지 1.2(Cal/cm2) 정도가
한계이다. 에너지 1.0(Cal/cm2)는 담배용 라이터로 1초 동안 발생한 열에
너지와 같다[1].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체 전력계통 건설 단계에서 아크플래시 장해 해
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 결과에 따라서 아크플래시
장해 저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아울러 전력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
하는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력설비에 적정 아크플래시 장해 라벨
을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전반과 같은
전력설비에 접근하게 되는 근무자들이 아크플래시 장해에 대처할 수 있
는 적정 레벨의 개인안전장구(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 PPE)를
구비해야한다.
최근에 아크플래시 위험과 관련하여 제안된 지침과 규정 등은 저압
및 고압 전력설비의 아크플래시 사고 위험 정도를 정량화하여 이의 대
처 방안을 명확하게 하였다. 아크고장으로부터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사
고에너지 크기는 아크고장 제거 시간에 비례한다. 따라서 아크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아크 지속시간을 단축 시켜야 된다. 즉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설비의 동작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아크위험으로부터
유리하다. 본 논문은 산업체 전력계통의 아크플래시 위험 정도를 나타내
는 사고에너지를 계산하고 아크플래시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보호계
전기 정정 방안을 제시한 사례이다.

2. 본    론

  2.1 아크전류 및 입사에너지 계산
아크플래시 장해에 관련해서 국제전기전자엔지니어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는 IEEE 1584로 경험적 방법
으로 208V에서 15kV까지의 전기시스템 작업 관련 아크고장전류(Arcing
fault current), 입사에너지 및 플래시 경계거리(Flash boundary
distances) 추정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아크전류는 대상 전력계통 정격전
압이 1000V 이하인 경우와 1000V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2].

1000V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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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g : log10
Ia : 아크고장전류(kA)
K : 구성형태 상수, 개방: -0.15, 박스: –0.097
Ibf : 3상단락대칭고장전류(kA)
V : 전압
G : 도체간격(mm)

사고에너지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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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n : 시간과 거리에 대한 사고에너지(cal/cm

2)
K1 : 구성형태 상수, 개방:–0.792, 박스:–0.555
K2 : 접지상수, 비접지 또는 고저항접지:0, 접지:-0.311
E : 사고에너지(cal/cm2)
Cf : 계산상수, 1kV이하:1.0, 1kV이상:1.5
t : 아크지속시간(초)
D : 사람과 아크가능지점간의 거리(mm)
x : 설비 및 전압별계수

아크플래시 전류는 3상단락대칭전류로 부터 계산하게 되며 아크 장해
정도를 나타내는 사고에너지는 아크플래시 전류로부터 구해진다.

  2.2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
<그림 1>은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이 요구된 산업체 전력계통도를 나
타낸 것으로 계통연점은 34.5kV이다. 여기서 34.5/4.16kV, 15MVA변압기
를 통하여 고압전동기 부하 및 4.16/0.48kV 배전변압기들에 전력을 공급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아크고장전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장
전류는 전원으로부터의 유입은 물론 부하설비인 유도전동기에서도 유입
되다.

 <그림 1> 전력계통도

<표 1>은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
난 것과 같이 LV_A2 저압모선의 사고에너지가 64.185(Cal/cm2)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아크플래시장해레벨이 최대 한계치인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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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크플래시장해레벨이 한계치인 40(Cal/cm2)
를 벗어나게 되면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NFPA)에서 고용인 작업 환경을 위해 제시한 개인안전장구 한계를 벗어
나게 된다. 따라서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 결과가 작업 환경 한계를 초과
하는 경우 사고에너지 저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3].

 <표 1>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 결과

모선명
전압

[kV]

고장전류[kA] 고장제거

시간[초]

사고에너지

[Cal/cm]

작업거

리[m]

위험

레벨Bolted Arcing

MV_1 34.5 16.894 16.894 0.092 32.846 0.91 4

MV_2 4.16 27.973 26.679 0.509 21.559 0.91 3

MV_3 4.16 25.818 24.657 0.507 19.715 0.91 3

LV_A1 0.48 53.590 25.494 0.160 9.274 0.61 3

LV_A2 0.48 57.446 22.961 1.240 64.185 0.61 초과

LV_B1 0.48 53.898 25.616 0.160 9.322 0.61 3

LV_B2 0.48 52.195 24.940 0.160 9.057 0.61 3

LM_B3 0.48 57.446 27.013 0.160 9.873 0.61 3

<그림 2>는 전력계통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 결과를 단선도에 나타낸 것으로 이다[4].

<그림 2>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 결과

사고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장전류를 낮추거나 또는 고장제거시
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고장전류 저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
다. 따라서 보호계전기 정정치를 조정하여 고장제거시간을 단축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

  2.2 아크플래시 장해 대책 보호계전기 정정
<그림 3>은 앞에서 제시한 아크프래시 해석 결과 과도한 사고에너지
가 나타난 모선 관련 보호설비인 OCR 및 ACB의 Time current curve
(TCC)를 나타낸 것이다. 아크고장 지속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OCR의
시간레버를 낮추는 방법과 ACB 단한시트립 검출값(Short time pickup)
을 낮추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첫째 OCR의 동작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동작시간 레버를 기존 0.2
에서 0.1로 단축하였다. 이 결과 고장제거시간이 1.24초에서 0.646초로
단축되었고 사고에너지는 64.185(Cal/cm2)에서 33.438(Cal/cm2)로 감소하
였으며 아크플래시 장해레벨은 4로 떨어졌다.
두 번째 ACB 단한시트립 검출값을 5(p.u)에서 4(p.u)로 낮추어 아크
고장제거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장제거시간이 1.24초에서 0.16초로 단축
되었고 이에 따라 아크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너지가 64.185(Cal/cm2)에
서 9.873(Cal/cm2)로 감소하였으며 아크플래시 장해레벨은 3으로 떨어졌
다. <표 2>는 아크플래시 장해 저감 대책을 고려하여 보호계전 설비를
조정한 결과 비교이다.

 <표 2> 사고에너지 저감 대책 결과 비교

모선명
전압

[kV]

고장전류[kA] 고장제거

시간[초]

사고에너지

[Cal/cm2]

작업거

리[m]

위험

레벨Bolted Arcing

변경전 0.48 57.446 22.961 1.240 64.185 0.610 초과

OCR 0.48 57.446 22.961 0.646 33.438 0.610 4

ACB 0.48 57.446 22.961 0.160 9.873 0.610 3

<그림 3> LV_A2 모선보호 보호계전기 TCC

3. 결    론

아크플래시 정도를 나타내는 사고에너지 크기는 고장전류 크기 및 고
장제거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산업체 전력계통의 저압용 배전변압
기 용량이 점점 증대되는 추세이다. 저압용 배전변압기 용량이 커지면
변압기 2차측인 저압모선 고장전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큰 고장전류가 나타는 경우 아크플래시 장해를 일으키는 사고에너
지가 크게 되어 고용인 작업 환경을 위해 제시한 개인안전장구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아크플래시 장해 정도를 나타내는 사고에너지가 한계치
를 벗어날 경우 보호계전 설비 정정치를 조정하여 사고에너지를 저감시
켜야한다.
아크플래시 사고 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대부분 사람에
의해 것이므로 사전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 이를 예방해야 하고, 근무
자가 점검 또는 보수를 위해 전력설비를 조작하는 경우 아크플래시 장
해 정도에 적합한 개인안전장구를 구비해야 한다. 적정 개인안전장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크플래시 장해 해석을 수행하여 아크플래
시 장해레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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