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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력 이블 연 코어의 열이력을 추정하기 
해 DSC를 이용한 열 이력 분석을 진행하 다. 일반 으로 력 이
블 연코어에 인가된 열이력은 온도이력, 시간에 따라 그 열 거동이 
달라지며

[1][2]
,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제조공정 이력  운 시 부하온

도 추정이 가능하다. 재까지 보고된 열이력 추정연구는 XLPE 연체
에 국한 되어 있으며, 온도 이력과 시간이 열 거동에 미치는 향  
반도 층 자재까지 확 하여 용한 사례는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DSC 모의실험을 통한 연코어 샘 에 하여, 열이
력 추정 분석법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1. 서    론

  일반 으로 고압 력 이블은 연성능이 우수하고 가공이 비교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진 가교폴리에틸 (XLPE)

[3]
을 연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반도 층은 카본블랙(Carbon Black)을 갖는 폴리올 핀 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XLPE 력 이블 연열화 발생시, 열 , 기
, 기계  스트 스와 환경 인 요인, 특히, 기 /열 인 스트 스가 
복합되어져 연 성능이 크게 하되며, 연 괴로 이어지게 된다. 이
러한 이블 고장 원인 분석을 해 일정시간 열이력을 인가하여 XLPE 
연체에 가해진 온도를 추정하는 연구는 보고되어 왔지만, 온도 로

일과 열이 인가되는 시간에 따른 열이력 거동평가에 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 반도 층 자재까지 확 하여 열이력 
인가 추정법의 유효성에 한 규명은 거의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조 공정 온도  운 온도에 의한 연체 열
화 시 이블에서 발생되는 열이력을 모의 실험하여, 연코어 샘 에 
해당하는 XLPE 연체와 반도 층의 열이력 피크를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분석에 의해 측정하 다.

2. 본    론

  2.1 실험 방법
  실험 재료는 건조공정  고압 이블에서 슬라이싱한 XLPE 연
체  반도 층 재료이다. 
  샘 들의 열  특성은 DSC(TA Instrument, DSC Q20)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건조공정 온도 조건으로는 10[℃/min]의 승온속도로  60, 
80, 100, 120[℃]의 온도지 에서 2시간동안 XLPE 연체에 열이력을 
인가시켰으며, 10[℃/min]의 승온속도로  60, 80, 100[℃]의 온도지 에서 
2시간동안 반도 층에 열이력을 인가시켜 DSC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블에 복합 인 부하온도(60[℃], 80[℃])가 일정시간 동안 
인가될 경우 발생하는 열이력 거동에 한 연구 한 진행하 다.

  2.2 실험 결과
  일정 시간동안 열이력이 인가된 샘 들의 DSC 실험결과는 표 1과 그
림 1,2와 같다.
 <표 1> 케이블 절연체 실험 결과

.

샘
Sub-Peak 
Temp[℃]

Tm[℃] 샘
Sub-Peak 
Temp[℃]

Tm[℃]

XLPE
연체

a - 106.35

반도
층

a 47.72 89.85

b 68.96 107.07 b 68.76 90.54

c 87.04 107.14 c 68.64 86.74

d 93.32 106.98 d - 89.02

e - 106.67

 
(a) 열이력이 인가되지 않은 XLPE 연체
(b) 60℃에서 2시간 열이력이 인가된 XLPE 연체
(c) 80℃에서 2시간 열이력이 인가된 XLPE 연체
(d) 100℃에서 2시간 열이력이 인가된 XLPE 연체
(e) 120℃에서 2시간 열이력이 인가된 XLPE 연체

<그림 1> XLPE 절연체 열이력 거동

(a) 열이력이 인가되지 않은 반도 층
(b) 60℃에서 2시간 열이력이 인가된 반도 층
(c) 80℃에서 2시간 열이력이 인가된 반도 층
(d) 100℃에서 2시간 열이력이 인가된 반도 층
(e) 120℃에서 2시간 열이력이 인가된 반도 층

<그림 2> 반도전층 열이력 거동

  그림 1에서 제시 된 XLPE 연체 a, b, c, d, e 샘 들의 Tm Peak는 
106∼107[℃]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Sub-Peak에 해당하는 열이력 
온도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열이력이 인가되지 않은 a샘 은 
Sub-Peak 거동이 보이지 않았으며, 60[℃], 80[℃]의 열이 인가된 b, c 
샘 은 열이력이 인가 된 온도보다 7∼8[℃]정도 높은 온도구간에서 
Sub-Peak를 나타냈다. 그리고 100[℃]의 열이력이 인가된 d 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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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eak가 b, c에 비해 완만해지는 거동을 보 으며, 120[℃]의 열이력
이 인가된 e 샘 은 Sub-Peak가 사라지는 거동을 나타냈다.
  그림 2에서 제시된 반도 층 a, b, c, d 샘 들은 유지온도에 따라 서
로 다른 거동이 나타났다. 반도 층의 Tm(약 90[℃]) 보다 낮은 열이력
이 인가된 a, b, c샘 은 Sub-Peak가 나타났지만, Tm 보다 높은 열이력
이 인가된 d 샘 은 Tm만 보여지는 거동을 나타냈다.
  와 같은 결과로부터 고압 이블 용 자재 XLPE 연체와 반도
층은 Tm 이하의 온도에서 열이력이 인가될 경우, DSC 분석으로 온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Tm 이상의 온도에서 열이력이 인가되면 Sub-Peak가 
사라지면서 Tm에 해당하는 주용융 Peak 형태가 열이력이 인가되지 않
은 샘 보다 Sharp해 짐을 알 수 있었다[1][4].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압 력 이블 용 XLPE 연체와 반도 층에 인
가된 열이력을 모의 실험하여 인가된 열이력을 추정하 다.
  XLPE 연체와 반도 층은 Tm 이하의 온도에서 열이력이 인가될 경
우 Sub-Peak거동이 나타나며, DSC 분석으로 열이력 온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Tm 이상의 온도에서 열이력이 인가되면 Sub-Peak가 사라지면
서 Tm에 해당하는 주용융 Peak 형태가 Sharp해지고 융 이상의 부하온
도가 인가된 것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융  이하의 범 에서 
XLPE 연체에 복합 인 부하온도(60[℃], 80[℃])가 가해질 경우, 
Sub-Peak 거동이 다르게 나타내었다.
  이 결과들은 이블 제조/운 에 있어서, 고장원인 분석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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