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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upled simulation is performed to find out the interaction of arc plasmas with surrounding 
materials in a thermal puffer plasma chamber. In order to be more realistic, PTFE nozzle ablation and 
Cu electrode evaporation, which are caused by high temperature of arc plasmas, are considered 
together. Pressure rise and temperature inside the chamber generated during the whole arcing history 
are investigated with the applied currents. It is very important to define how thermal flow and mass 
transfer are processing between the arc plasma and surrounding materials for further understanding 
complex physics inside the chamber. It is concluded that the result might be very useful to understand 
the mechanism happened inside and to design thermal puffer plasma chambers, but further experimental 
studies are required to verify the results for the more pract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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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크 플라즈마 (또는 열플라즈마, thermal plasma)
를 포함한 유동장은 전자기장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학제적 (interdisciplinary) 분야로서 

원리의 이해 및 취급이 용이하지 않으나 주요 응

용분야의 확장으로 점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주요 응용분야로는 전기정련, 용접, 절단, 에칭이

나 CVD 등 반도체 제조공정, 조명, 추진, 에너지

원 등이며, 나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에어로졸 

연구의 나노입자 (nanoparticle) 발생장치 등에 적

용되고 있다(1).

산업용 기기분야의 전력용 개폐장치 중 하나인 

가스차단기에는 단락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정확하게 작동하여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데, 차단과정 중 절연성능이 우수한 

SF6 가스로 채워진 아크 챔버 (arc or plasma 
chamber)에서는 접점 분리에 의하여 고온의 아크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된 플라즈마는 

교류파형의 전류가 흐르는 대전류 구간 (high 
current period)동안 유지되며, 60Hz 주파수에 의해 

나타나는 전류영점 (current zero)에서는 에너지 

입력이 없게 되므로 아크 플라즈마가 자연스럽게 

거의 소멸된다. 하지만 전류영점 직후 에너지 차

단에 의한 반작용 현상으로 커다란 크기의 회복

전압 (recovery voltage)이 전극 사이에 인가되는 

것이 사고전류 차단성패에 중요한 검토 부분이

다. 두 접점 사이의 절연성능은 전기전도도, 온

도, 밀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전류 구간 

동안 발생되었던 고온 영역들을 짧은 시간동안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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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   and   for governing equations

Equations   

Continuity 1 0 0

z-momentum w  


×  ∇



r-momentum v  


×  ∇


 

Enthalpy h  


 




 


PTFE concentration c1  0

Cu concentration c2  0

분히 냉각시켜 주어야만 인가되는 회복전압에 견

디어 아크 플라즈마가 다시 발생하는 재발호 

(reignition)가 일어나지 않는다.
Zhang 등(2)은 상용 CFD 프로그램인 PHOENICS를 

이용하여 자동팽창 (auto-expansion) 소호부의 아

크 특성을 고찰하였다. 고온의 PTFE 증기에 의해 

팽창실로 유입된 에너지가 압력상승을 주도함을 

설명하였고, 계산된 압력결과를 실험데이터와 비

교하여 검증하였다.
Sedlacek 등(3)은 가스유동과 전자기장 계산을 

통하여 자력소호 (self-blast) 차단부의 최적화에 

적용하였다. 열팽창 용적의 형상을 변화시켜 양

호한 온도 및 유동 패턴을 갖는 챔버를 설계하였

으며, PTFE 노즐 형상을 변화시켜 계산을 수행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열파퍼 플라즈마 챔버에 주입되

는 교류전류에 의한 아크현상 이력 (압력, 온도 

및 농도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고온의 플라즈

마에 의한 주변 부품 (PTFE 노즐, 금속 전극)의 

용삭 (ablation) 및 용손 (evaporation) 발생을 추가

하여 해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해석적 접

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아크 플라즈마 모델링

 2.1 지배방정식 및 연계 (coupling) 방법

 열파퍼 챔버에서 발생하는 SF6 아크 플라즈마 

및 열유동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배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열유동장을 위한 Navier-Stokes 방정식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기장을 위한 Maxwell 방정식이다. 전
자기력이 아크 플라즈마의 운동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크 플라즈마 모델링을 위해서는 두 운

동장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

구에서는 보존형 Navier-Stokes 방정식 (식 (1))을 

계산하는 도중에 식 (2)와 같은 라플라스 방정식 

형태의 정전위 포텐셜 (electrostatic potential,  )을 

추가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전류밀도 ( ), 아크저항 

( ), 전계분포 ( ), 주울열 ( ) 등을 구하였다. 
또한 이들 결과를 운동량 및 에너지 방정식의 생

성항으로 결합하여 아크 플라즈마를 위한 로렌츠

힘과 주울열로 구성하였다. 




∇⋅ ∇    (1)

∇⋅∇   (2)

Table 1에 해석을 위한 변수 ()에 따른 확산계수 

( )와 생성항 ()을 나타내었다.

두 전극 사이에 발생된 아크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 흐름에 의하여 원주방향의 

자기장이 발생된다. 암페어의 주회법칙 (Ampere's 
circuital law)에 의해 원주방향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는 아크의 투자율이다 ( = 4π×10-7

H/m). 발생된 자기장은 아크에 로렌츠힘을 작용

시켜 유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Table 1
의 운동량 방정식의 생성항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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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thermal puffer plasma 
chamber

2.2 기타 아크 모델링

앞서 아크 플라즈마 유지 및 거동을 위한 주울

열과 로렌츠힘을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종합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고온의 아크 플라즈마로부터 발생

되는 복사에너지와 그로 인한 주변의 PTFE 노즐 

용삭 및 금속 전극 용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작동유체가 SF6나 N2 가스인 경우, 아크 플라

즈마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스펙트럼이 적외선으

로부터 자외선까지 분포하고 있고, 흡수계수가 

좁은 영역에서도 수백 배까지 변화되기 때문에 

복사현상을 모델링하는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현재까지 제안된 복사모델 중 중심영역 (central 
region), 흡수영역 (reabsorption region), 열층 (thermal 
layer)의 3가지 복사 특성 영역으로 구분한 실린

더형 모델인 근사복사모델 (approximate radiation 
model)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

으며, 여기에 사용된 순방출계수 (net emission 
coefficient)는 Liebermann & Lowke(4)가 제시한 값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순방출계수를 이

용한 근사복사모델을 적용하였다.
아크발생 영역은 절연성능이 우수한 PTFE 노

즐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아크발생 기간 동안 복

사에너지에 의해 노즐이 용삭되고, 노즐 표면에

서 용삭이 발생되면 증발된 PTFE 가스는 대류와 
확산에 의하여 SF6 가스와 혼합된다. 본 연구에

서는 PTFE 분자결합을 깨고, 단위질량의 3,400K 
온도를 가진 PTFE 용삭가스를 만드는데 소모되

는 총에너지를 1.19×104 kJ/kg이라 가정하였으며, 
이에 사용되는 용삭량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  (4)

여기서  ′은 노즐 표면에 도달하는 총복사량

이며, F는 경험 상수로 0.9를 사용하였다.
금속 전극 또한 고온의 아크에너지에 의하여 

용손되는데 PTFE 노즐의 용삭현상과는 다르게 

고체 전극으로의 에너지 수송은 열전도에 좌우되

며, 주울열에 의한 음극 영역 (cathode region)의 

온도상승은 아크 루트 (arc root)에 인접한 매우 

작은 영역들 (음극점, cathode spots)에서 발생한

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음극점들의 집중효

과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음극 선단 표면의 원형

영역을 설정하여 아크전류가 이곳에 집중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구리 전극이 용융점 (1,356K)에 

도달하면 증기발생이 시작되며 증발량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5).

   (5)

여기서 는 전극 표면을 용융점까지 가열하고 

(135 kJ/kg), 단위질량의 음극재료 (구리)를 상변화 

시키는데 (5,070 kJ/kg) 요구되는 총에너지이며, 는 

금속증발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이다.
작동유체인 SF6, PTFE 증기, 구리 증기 등이 

혼합된 가스상태에서 확산은 두 증기의 재분포에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Murphy 등(6)은 국소 

열적․화학적 평형상태 하에서 혼합 확산계수는 두 

기체의 혼합물 속에서 한 기체에 내포하는 종

(species)의 확산 정도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 (6)을 이용하여 

확산계수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Schmidt 수를 지

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층류와 난류 확산계수로 

각각 1의 값을 사용하였다.

 


  

  (6)

아크 플라즈마 영역에서의 난류 모델링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Yan 등은 Prandtl의 
혼합거리모델을 수정하여 SF6 노즐 아크 유동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난류점성 
(turbulent viscosity)을 구하기 위하여 아크영역을 

5,000K 이상으로 가정하였고, 식 (7)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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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pressure-rise inside EC 
for the whole arcing history

3. 결과 및 검토

3.1 대전류 구간의 압력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열파퍼 챔버와 팽창실에 설

치된 유동 가이드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한 쌍의 구리 금속전극 (이동전극과 고정전

극), PTFE 노즐,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
축력을 얻기 위한 챔버는 격벽에 의하여 압축실 

(compression chamber, CC)과 팽창실 (expansion 
chamber, EC)로 구분된다. 

Figure 2에 전체 아크발생 구간에서 나타나는 

팽창실 압력상승을 나타내었다. 좌측 y축의 전류비 
(current ration)는 최대 전류치 71.3 kA (=50 kArms)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우측 y축의 압력비 (pressure 
ratio)는 유동 가이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팽창실 최대 압력상승치로 나눈 값으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전류비 곡선에 표시된 6개의 점들은 
결과비교를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각각 초기단

계인 시점 "a" (t=2.12 ms, I=-4.8 kA), "b" (t=3.12 ms, 
I=15.1 kA), "c" (t=5.62 ms, I=57.0 kA), 최대전류치

를 나타내는 시점 "d" (t=7.72 ms, I=71.3 kA), 전류

최대치를 지나 에너지 입력이 하향곡선에 접어선 

시점 "e" (t=10.9 ms, I=39.7 kA), 전류영점 직전의 

시점 "f" (t=13.1 ms, I=0.1 kA)를 나타낸다. 아크발

생 영역에서 발생한 고온 용삭가스는 유동채널 

(flow channel)을 통해 EC로 유입된다. EC로의 유

입은 최대전류치를 지난 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

되며, 유입된 고온 가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저온 

작동가스를 압축하게 되므로 팽창실의 압력은 상

승하게 된다. 팽창실의 압력상승은 전류영점 부

근에서 팽창실로부터 아크발생 영역으로의 아크 

냉각을 위한 흐름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된다.

3.2 아크 플라즈마 및 열유동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전극이 분리됨에 의해 두 

전극 사이에는 지속되려는 전류에너지 흐름에 의한 

아크 플라즈마가 발생되며, 이동접점이 완전히 이

동을 끝마칠 때까지 아크 발생 영역은 확대된다. 
차단과정에서 발생되는 아크 플라즈마에 의한 온도

분포 및 유동양상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검토에 

사용된 시점 "a"에서 "f"의 시간과 전류크기는 Fig. 
2를 참고하기 바란다. 

접점 이동의 초기 단계인 시점 "a" (t=2.12ms, 
I=-4.8kA)에서는 음극 (이동전극)이 PTFE 노즐을 폐

쇄한 상태이므로 양극 (고정전극)과 음극 사이에서 

발생된 아크 에너지의 대부분은 좌측의 유동 출구

로 빠져 나가며, 일부분은 상부 유로를 따라 팽창

실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점 "b" 
(t=3.12ms, I=15.1kA)는 첫 번째 전류영점을 통과한 

직후이기 때문에 시점 "a"와는 다르게 상부 유로를 

따라 팽창실에서 아크 영역으로의 반대 흐름을 나

타내고 있다. 전류영점 부근에서는 아크 영역의 에

너지 크기보다 팽창실의 축적된 에너지가 크기 때

문에 발생되는 양상으로, 에너지 보존의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점 "c" 
(t=5.62ms, I=57.0kA)는 전류가 상승하는 부분으로서 

아크 영역에 공급된 큰 에너지가 좌측 유출구 및 

상부 유로로의 활발한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점 "d" (t=7.72ms, I=71.3kA)에서

는 최대전류값이 입력되기 때문에 더욱 활발한 상

부 유로를 통한 팽창실로의 에너지 유입을 나타내

고 있다. 시점 "e" (t=10.9ms, I=39.7kA)는 전류최대

치를 지나 에너지 입력이 하향곡선에 접어선 시점

이며, 이동전극이 PTFE 노즐목을 빠져 나온 상태

이므로 좌우 유출구로의 유출량이 증가한다. 따라

서 그 동안 축척된 팽창실의 압력에너지가 아크 영

역보다 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팽창실에서 

아크 영역으로의 흐름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ASB 챔버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며, 상부 유로의 흐름방향 전환 시점은 챔버 설계

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점 "f" (t=13.1ms, 
I=0.1kA)은 전류영점 직전으로 이전의 대전류 구간 

동안 축적된 팽창실의 압력에너지에 의하여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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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volution of the arc column in terms of 
temperature and flow pattern for five instants 

(points a~f)

영역으로의 흐름을 발생시켜 두 접점 사이에 발생

되었던 고온의 플라즈마를 냉각시키고 작동가스의 

절연능력을 원활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ASB 챔버에서의 

아크 플라즈마 및 유동 특성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

함으로써 두 접점 사이에 발생된 아크 플라즈마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하고, 챔버의 최적 설계에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3.3 용삭 및 용손 가스의 확산 특성

아크 발생 영역은 절연성능이 우수한 PTFE 노즐

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아크 발생 기간 동안 복사

에너지에 의해 노즐이 용삭되고, 노즐 표면에서 용

삭이 발생되면 증발된 PTFE 가스는 대류와 확산에 

의해 SF6 가스와 혼합된다. 금속 전극 또한 고온의 

아크에너지에 의하여 용손되는데, PTFE 노즐의 용

삭현상과는 다르게 고체 전극으로의 에너지 수송은 

열전도에 좌우되며 주울열에 의한 음극 영역의 온

도상승은 음극점에서 발생한다. 구리전극에서 발생

된 금속증기는 높은 전기전도도를 갖기 때문에 전

류영점 후 가해지는 커다란 절연부하에 견디기 위

해서는 원활한 가스흐름이 두 접점 사이의 전기전

도도를 충분히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Figure 4는 시점 "a", "c", "f"에서의 PTFE 용삭가

스와 Cu 용손가스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축을 

중심으로 상부에 PTFE, 하부에 Cu의 가스농도를 

표현한다. 접점 이동의 초기 단계인 시점 "a"에서는 

접점 사이에 발생된 아크 플라즈마에 의하여 보조 

PTFE 노즐에서 용삭가스가 발생되며, 금속전극에

서 용손가스가 발생되고 있다. 발생된 증기들은 

Fig. 3에서 설명한 상부 유로를 향하는 유동 흐름과 

함께 유로를 통해 팽창실로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전류가 상승하는 시점인 "c"에서는 주 PTFE 노
즐에서 많은 양의 용삭가스가 발생되고, 발생된 용

삭가스는 상부 유로를 통해 팽창실로 많은 양이 유

입되고 있다. 이러한 용삭가스의 팽창실 유입이 팽

창실의 압력상승을 유발하며 전류영점 부근에서 아

크 영역으로의 냉각 가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에

너지로 사용된다. PTFE 노즐 표면에서의 많은 용

삭가스 발생으로 금속전극에서 발생되는 용손가스

는 원추형을 나타내면서 좌측 유출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또한 금속전극 선단에서 발생하는 충돌에 의

하여 용손가스의 분포가 축중심에서 약간 바깥쪽으

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류영점 직전의 시

점 "f"에서는 아크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용삭 

및 용손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전 단계에

서 발생되었던 가스들이 원활히 두 접점 사이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금속증기는 작동가스에 비하여 전기전도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 정도의 존재도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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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volution of concentrations in terms of 
PTFE (upper) and Cu (lower) for three instants 

(points a, c and f)

소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동 특성의 

분석과 더불어 고온의 아크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

된 용삭․용손 가스의 시간적 변화의 분석 또한 열

파퍼 플라즈마 챔버의 원리 파악 및 최적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파퍼 플라즈마 챔버에서 발생

하는 아크 플라즈마 현상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

고,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고온의 플라즈마에 

의한 주변 부품 (PTFE 노즐, 금속 전극)의 용삭 

및 용손 현상을 추가하여 계산하였다.
아크에너지에 의해 발생된 용삭 및 용손 가스

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발생된 증기들은 

대전류 영역에서는 팽창실로 유입되어 압력상승

을 유발하고, 전류영점 부근에서는 아크 냉각을 

위한 가스 흐름을 만드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

다. 전류영점 부근에서의 두 접점 사이 금속증기 

분포는 작동가스의 전기전도도와 절연능력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침이 자명하므로, 용삭․용손 모델

링을 통하여 구한 금속전극 사이의 잔류 금속증

기 농도는 열파퍼 플라즈마 챔버 최적설계에 주

요인자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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