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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ted voltage has been rising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es in power transmission. The high 

voltage electric machines should be minimized due to the constraints of space. Therefore, the temperature of 

high voltage electric apparatuses easily exceeds the temperature limits. In this paper, it is investigated that 

how to minimize the internal temperature rising of a high voltage switchgear by adjusting the arrangement of 

bus bars. High voltage switchgears consist of a circuit breaker, a CT, a PT, a earthing switches, bus bars, 

and so on.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the electromagnetic properties of a high voltage switchgear due to 

these various environments and structures. In this paper, analyses are focused on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bus bars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method and the enclosures to simplify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a switchgear. It i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ic field intensity 

and electromagnetic losses in bus bars are influenced by the arrangement method of bus bars.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enclosures are not affected by the arrangement of bus 

bars. In this paper, the arrangement methods of bus bars to minimize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and 

electromagnetic losses are suggest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results are helpful to design and develop 

an electrically reliable high voltage switch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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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세계가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 수용가의 

력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요량의 증가로 인해 

력계통은 기 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

화하기 하여 고 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

와 함께 력기기의 정격 압 한 상승하고 있다. 

력계통의 고 압화 추세에 따라 연 련 사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 , 기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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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확보를 하여 고 압 력기기도 형화되어  

가고 있다 [1]. 하지만 도심지에 설치되는 고압배 반 

등의 력기기는 정격 압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가

의 상승과 공간의 제약  한계로 인하여 소형화가 요

구되고 있다. 하지만 고 압화  소형화는 력기기

의 기  안정성을 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와 

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고 압 력기기의 

부피 축소는 부지비용의 감과 더불어 외함과 버스

바 등의 사용량 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기의 생산 유율은 국내 업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계 6  주요 기기 

기업이 세계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외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업체의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 확장을 해서 부피 축소  안정성 확

보를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심지에 설치되는 고 압 력기기 

 24 kV/2,000 A  고압배 반을 해석모델로 선정

하고 부피축소를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배 반은 

일반 으로 외함, 통  버스바, 개폐기, 계기부  제

어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배 반 내의 통  버스

바에 발생하는 발열이 고압배 반 발열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국내 제품개발에서는 버스

바의 체계 이고 논리 인 배치법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조업체에 따라 서로 다

른 배치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를 고려한 버스바의 

배치법에 따른 버스바  외함의 자기 손실을 분석

하 다. 한, 정격 압의 상승과 더불어 부피의 소형

화는 연 안정성을 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계

해석도 진행하여 연 특성도 고려하 으며, 결과값

을 비교 분석한 후 효율 인 배치방법을 제안하 다.

2. 실험 방법

2.1 배 반 계  손실해석 모델링

2.1.1 고압배 반의 구조  특성

고압배 반의 연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일반 으

로 차단기실(A), 압실(B), 모선실(C), cable실(D)로 

구분된다. 그림 1의 모선실에 있는 버스바에 류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high voltage switchgear.

가 흐르게 되면 도체에 흐르는 류에 의해 주울손이 

발생하게 되고, 흐르는 류가 시간 으로 변화한다

면 발생한 자계에 의해 도체에 인 한 주  속에 

와 류가 흐르게 된다. 이 게 발생한 주울손과 와

류의 손실은 열의 형태로 배 반 내에 존재하게 되어 

통   주변 연물에 향을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력기기

의 소형화  고차단 용량을 요구함에 따라 온도상승

의 원인  상 악, 과도한 온도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 한 과제로 두되고 있다 [2]. 

실제 력기기의 내부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지는 부분 류 열 달에 의해 방출된다. 따라서 

류 상은 배 반 열 해석에 있어서도 가장 요한 

열 달 상이다. 배 반의 류 상에 의한 열 손

실은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열손실, 는 외함의 내부  버스바의 

도체 표면 , 는 류계수, 는  배 반 외부온도, 

는 배 반 내부온도를 나타낸다. 이 식 (1)에서 와  

, 는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손

실 와 내부온도 와의 연 성을 알 수 있다 [2,3]. 

식 (1)을 통해 손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지는 

고압배 반의 온도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고압배 반의 부피 축소를 해

서는 버스바의 자기 특성을 분석하고 손실을 최소

화하는 연구가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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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  손실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 업체  하나를 선정하

다. 선택된 회사에서 개발 인 24 kV/2,000 A  제품

의 규격을 참고하여 모델링을 하 으며, 통  버스바에 

한 자기해석을 2차원으로 진행하 다. 유한요소해석 

툴은 Infolytica사의 ElecNet과 MagNet을 각각 계해석

과 손실해석에 사용하 으며, 해석모델에 한 자세한 

사양을 표 1에 나타내었다. 고압배 반 버스바의 자기 

해석을 한 모델링은 그림 1의 모선실(C)을 수직방향

에서 바라본 모습의 2차원 모델로, 그림 2와 같이 표

하 다. 버스바의 배치기법은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 3가

지 타입으로 구분하 으며, 타입별 배치방법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N타입은 버스바의 끝단 부분이 수직을 이

루며 배치되는 형태이며, H타입은 수평방향으로 동일한 

치에 배치시킨 형태, V타입은 수직방향으로 치를 

통일시킨 형태이다. 버스바의 기울기 는 타입에 따라 

0°에서 90°까지 15°씩 기울기의 변화를 주었다. 버스바

와 버스바 사이의 이격 거리는 R, S, T 각 상의 심을 

기 으로 270 mm 간격을 주었고, 외함 내부와 버스바 

심은 가로 290 mm, 세로 247 mm의 이격거리를 두었

다. 여기서 버스바의 기울기가 달라질수록 외함과 버스

바 끝단 사이의 이격거리가 변화하지만, 제조업체에서는 

외함의 크기를 고정하여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우선

이므로 외함의 크기를 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simulation modeling.

Bus bar 

Material Copper

Size (mm) 80×10 (W×H)

Radius (mm) 5

Degree (°) 0, 15, 30, 45, 60, 75, 90

Enclosure 
Material Stainless steel

Size (mm) 1,000×514×2.3 (W×H×T)

Insulating gas Air

Fig. 2. Sectional view of high voltage switchgear for 

the electromagnetic simulations of two dimensions at top 

view.

(a) N(Normal) type (b) H(Horizontal) type (c) V(Vertical) type 

Fig. 3. Arrangement methods of bus bars according to 

type.

 

2.3 계  손실해석 조건

버스바의 기울기가 0°와 90°일 때의 배치형태는 세 

가지 타입이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가지므로 이를 제외

한 총 17가지 모델을 시험모델로 선정하 다. 

고압배 반의 계해석을 하여 정격 압 24 kV

에 한 IEC의 뇌임펄스 연 괴 시험규정을 수

하여 125 kV의 압 원을 사용하 다. 실제로 고압

배 반의 연시험에서 R상에 한 시험에서는 S상

과 T상, 그리고 외함을 지한다. S상에 한 시험은 

해석결과 R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R상에 한 

시험을 수하여 계해석을 진행하 다. 

자기 손실해석을 한 시험 류의 선정은 R, S, T 

각 상에 120°의 상차를 가지는 2,000 A  배 반의 실

효 류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 해석을 진행하 다. 손실

해석은 선정된 고압배 반의 자기해석을 실시한 후 해석 

툴을 이용하여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3. 결과  고찰

3.1 배 반의 계  손실 계산

3.1.1 계해석 결과  고찰

일반 으로 기체 연매질의 연내력특성은 극

시스템에서의 최  계(EMAX) 크기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알려져 있다 [4].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고압배

반은 기체 연물인 공기를 연체로 사용하므로 해

석모델의 최  계에 한 결과값을 정리하 다. 

의 표 1에서 제시한 사양을 가지는 버스바의 배치타

입별 기울기에 따른 모델에 하여 R상의 연시험

에 한 계해석을 하 으며, 결과값을 그림 4에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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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MAX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types and   

difference of bus bars at dielectric tests of R phase.

다. 해석결과 그림 4와 같이 H타입과 V타입에 비

하여 N타입의 최  계가 상 으로 낮은 특성을 

보 으며, 버스바의 기울기 변화에 따른 최  계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  계

값이 작을수록 연 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반 로 계값이 클수록 연 으로 불안정하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N타입이 다른 H타입과 V타입에 

비해 연 으로 안정한 결과를 보 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계이용률을 이용한다면 기

에서의 기 계를 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 계이용

률이란, 계의 평등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연 괴

특성은 계이용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

연을 사용하는 극시스템의 연 괴 특성은 계이

용률에 따른 최  계가 4.5 kV/mm에서 포화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포화된 계값은 기

에서의 기 계로 사용할 수 있었다 [1]. 선행연구

결과는 극시스템에서의 최  계가 4.5 kV/mm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연 괴 상이 일어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 로 기 계 이하의 최  

계값을 가질 때 연 으로 안정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버스바의 배치기법에 따른 계해

석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한 기 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 으며 그림 4에 표시하 다. 그림 4에서 

처럼 H타입의 기울기가 15°와 30°일 때 기 계 이

상의 값을 보여 연 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보 으

며, 이는 배 반의 연설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배치 형태로 사료된다. 두 모델을 제외한 15개의 모

델에 해서는 기 계 이하의 값을 가져 연설계

에 있어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버스바의 

기울기가 90°일 때 3.72 kV/mm로 가장 낮은 최  

계값을 보이므로 가장 한 연설계 구조로 단

된다.

3.2 자기 손실해석 결과  고찰

고압배 반의 버스바와 외함을 구분하여 손실계산

을 하 으며, 결과값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Fig. 5. Comparisons on the electromagnetic losses of bus 

bars and enclosure according to arrangement type.

배치법에 따른 표 방법은 앞에 배치타입을, 뒤에는 

기울기를 나타내어 표 하 다. 를 들어 N 타입의 

기울기가 0°인 경우 N0와 같이 나타내었다. 해석 결

과 버스바의 손실은 버스바의 기울기가 0°에서 가장 

높은 손실값을 보 으며, 이때의 버스바 손실은 

261.74 kW/m2, 외함의 손실은 33.14 kW/m2를 가졌으

며, 버스바의 손실이 가장 은 모델은 N90으로 

221.55 kW/m2의 손실값을 가졌다. 버스바의 손실은 

버스바의 상간 자속수가 0°의 기울기를 가질 때 쇄교

자 면 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쇄교하는 자속의 수가 

다른 모델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작용을 하고 반

로, 기울기가 90°일 때의 자속은 버스바의 가장 작

은 면 으로 쇄교하기 때문에 N90 모델에서 버스바

의 손실이 가장 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외

함의 손실에서는 버스바와는 다르게 H15에서 25.98 

kW/m2의 가장 은 손실을 보 다. 하지만 H15모델

의 계해석 결과 선행 연구에서 구한 기 계 이상

의 최  계를 가져 연 으로 불안한 특성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연 괴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고압배 반의 연설계 시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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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외함의 크기  버스바 상간 이격거리를 증가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버스바와 외함 손실의 총합을 비교해 본 결과 N90

모델이 가장 작은값을 가져 배 반의 손실 설계에 

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일반 인 배 반 설계  

에 있어 열 류  기타 온도상승의 원인으로 인한 

외함의 온도상승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

하기 때문에 의 결과를 참고하여 버스바와 외함의 

손실량에 따른 한 설계 모델의 선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4. 결 론

고압배 반 내에서의 열화 상은 여러 가지의 열원

과 복잡한 열 달 상, 다양한 내부구조 등으로 인

하여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고 정량 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본 논

문에서는 고압배 반 버스바만을 고려하여 배치기법

에 따른 계  손실계산을 하 으며, 결과값을 비

교·분석하고 효율 인 배치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버스바 배치기법에 따른 총 17가지 모델

을 선정하고 이에 한 계해석과 손실 계산을 하

다. 연구 결과 연측면에서 V15와 V30 모델은 기

계 이상의 최  계값을 가지는 불안정한 연구

조로, 배 반 설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모델로 

사료된다. 타입별 가장 우수한 연 특성은 N타입으

로 특히 기울기가 90°일 때 가장 우수한 연 특성을 

보 다. 17가지 모델의 손실해석 결과 기울기의 증가

에 따라 총 손실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기

울기가 0°일 때 가장 많은 손실량을 가지는 단 을 

가졌다. 버스바의 기울기가 90°인 모델은 손실 측면에

서도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여 연 측면과 손실 측

면 모두 가장 우수한 모델로 단된다.

향후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고압

배 반 설계에 좀 더 정확한 근을 하여 연구 결

과와 배 반을 이용한 온도상승 시험을 통해 얻은 결

과를 이용하여 온도해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효율  부피 축소를 한 고압배 반

의 설계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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