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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rona방전

Corona방전은 원래 고전계(高電界)하에서 도체 외주의 기체가 전리상태

(Plasma=기체원자에서 전자가 유리(遊離))에

의해 발광하는 현상이다.

고압송전 및 고전압 기기에서는 이러한 공기중

방전뿐만 아니라 절연체의 표면 및 내부 공동(空洞)

등에서 발생하는 방전현상을 포함하여 부분방전

(Parial Discharge)라고 부르고 있다.

1-1전계의 크기

일반적으로 공기중에서는 3KV/mm가 방전의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전계가 집중하기 쉬운 형상이나

전위경도가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재질

구조에서는 수 10Volt의 인가전압에도

부분방전이 발생한다.

Ceramic Chip Capacitor(그림2참조)는

20u정도의 Ceramic층을 적층하는데 만약

적층부에 5u정도의 벗겨짐(Gap,Voide,Crack

이 있으면 Capacitor에 25Volt가 인가되어도

벗겨진 부분에는 5KV/mm에 상당하는 전위차

가 있다.또 극세선(極細線)을 사용한 트랜스

에서는 수10um의 부분에 전계가 집중하여

평판에 비해 3~5배의 전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형상효과)

1-2부분방전(Partial Discharge)

현재는 Corona방전을 부분방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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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은 (그림4)와 같이 미소한 전하의 이동에 의해 부분방전이 일어

나는 제1 Stage, 이동하는 전하량이 증가하는 제2 Stage, 그리고 최

후에 축적된 전하를 일시에 방전하는 제3 Stage(Arc)라는 Process로

분석되어진다.

방전파괴현상은 처음에는 적은 전하의 이동으로 시작되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전하량이 증가하여 최후에 Arc방전에 의해 Break Down

하는것으로 고찰되어지는데 부분방전 상태에서 더 이상 전하량의 증

가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것은 절연재료의 내 Corona성

(耐Corona 性)등에 관계하는데 저 Level의 부분방전을

『무해Corona』라고 한다.

그 크기는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50pC~1500pC정도이다.

지속성의 부분방전이 절연재료의 열화를 진행시키는 Level에 있으면

(그림4)와 같이 방전의 전하량이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Arc방전이 일

어나 절연을 파괴시킨다.

절연 파괴의 흔적에는 (그림4)의 Process진행 상황을 추측할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다. 파괴의 흔적에 대한 분석은 고장원인의 해석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1-3 부분방전의 방지 대책

(1)기체의 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는것이

제 1의 대책이고

(2)절연수지,절연기체,액체로 봉입하는것도 효과가 있다.

(3)전계가 집중하지 않도록 전극의 형상 및 배치가 중요하다.

(4)전계의 집중점에는 미세한 먼지가 부착하여도 발생하기 때문에

방진 Cover도 효과가 있다.

2냉음극관용 Inverter 트랜스의 절연불량

2-1절연불량 현상과 대책

열음극관의 점등에는 2~3KV의 시동전압이 필요하고 점등후에는

300~600Volt의 고주파(30~40KHz)전압이 발생한다.

트랜스의 절연설계에는 전위차에 따른 연면과 공간의 절연거리와

Bobbin의 관통 내전압이 고려되어지지만 그래도 고장의 발생은 생긴

다.

절연고장의 주요한 내용은 실험적으로 (그림 5)에 표시한 부분에 많

이 발생한다.

①1차 권선은 권선간의 교차가 많아 권선 및 배선에 의한 피막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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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기 쉽다.

동선의 취급에 주의함과

동시에 0,1종의 UEW,NY

2중 Coating 선을 사용

한다.Corona 방전은 DC

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절연물에 분극(分極)이

일어나 그 극이 변화

하므로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는것이므로 교류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방전

이 심해진다.이 부분은

배선의 교차를 최소화하

고 작업에 의한 동선의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납땜이 동선의 내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절연은 내열 Varnish 처리를 하던지 Silicone

수지로 Potting하면 확실하다.

Wax는 연화점(軟化点)이 80~100℃인 것은

서서히 절연에 공동(空洞)이 발생한다.

②1차와 2차간의 Bobbin Section에 권선이

가득 찰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1,2차간의 벽을 이중으로 하는방법도 있으나

권선량과 작업에 주위한다. (그림6 참조)

③2차권선의 Return선은 Section 벽의 Guide

를 통하여 배선하는데 2차권선에 가까우면

방전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그림7참조)

④2차권선의 Section 간은 벽의 면을 따라

2mm정도의 거리가 유지하도로 하고 전위차는

600Volt 이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그러나 권선의 양이 많던지 권선상태가 나쁘면 연면에서 방전이 일어

난다.(그림8,9 참조)

그림6

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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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2차권선과 Core 사이는 설계시 1.2mm~1.5mm 떨어져 있다.

Core는 도전성(Mn계 Ferrite는 102~103Ω㎝)이기 때문에 권선의 일

부가 돌기(突起)되어 전계가 집중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으면 부분방전

이 일어난다.

대책으로는 전계의 집중이 완화되도록 권선전체를 절연 필름으로 감

싸던지 절연 수지로 Molding 한다. (그림10 참조)

⑥2차권선 내부의 Layer Shot

2차권선의 시작과 끝은 2~3㎸정도의 전위차

가 있다.따라서 동선의 절연 피막 및 내압에는

충분히 주위가 필요하다.

Section 내부의 권선은 층을 쌓는 방식으로

하는데 Section 내부의 권선에도 시작과 끝이

서로 접촉하지 않는 Bobbin구조와 작업이 필요하다.(그림11 참조)

φ0.03~Φ0.05㎜ 동선의 장력은 20~50g이다.

신장하여 가늘워지기 쉽고 절연피막이 손상되기 쉽다는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Φ0.04mm이하는 세가닥 Twist하여 납땜하는것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

가 많다.

--이상--

그림11

그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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