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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pace charge on the conduction current with the variation of 

applied time of electric field in polymer insulators. We had also improved the PEA method, and then we could measure a 

simultaneously the space charge and the conduction current in insulators under the DC electric field. From this experiment, we 

have known the variation of conduction current due to the existence of space charge in XLPE1 and XLPE2.

Key Words : Space charge, XLPE, PEA

*  회 원 : 호남 학교 공  기 자공학과 석사과정

** 정 회 원 : 호서  공  기공학과  교수

† 교신 자, 정회원 : 호남 학교 자 공학과 부교수

E-mail : hbs@honam.ac.kr

   수일자 : 2010년  9월  8일

  최종완료 : 2010년 10월 11일

1. 서  론

지 까지 고분자 연재료, 특히 PE의 고 계 기 도와 

연 괴에 한 많은 실험 , 이론 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1-4]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물리 인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4] 이러한 이유로서는 고분자 연재료

의 화학·물리  구조의 복잡·다양성과 불순물에 의한 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에서도 고 계에서는 고분자 

내에서 형성된 는 형성되고 있는 공간 하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5] 공간 하는 연체 내에서 포

함된 구조  결함과 첨가제 등에 의한 불순물등에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7] 직류고 압 하에서 

공간 하의 축 은 연재료 내의 계분포를 왜곡시켜 상

으로 낮은 인가 압에서도 연 열화가 진행되어 연

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0] 극- 연체 계면

계  내부 계를 왜곡시켜 도특성에 향을 미치고, 국

부 으로는 고 계를 유발하여 연 괴강도를 낮추거나 주

입 carrier의 비율을 억제하여 연 괴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따라서, 공간 하가 연재료의 

기 도  기 연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carrier의 종류  도기구와 연 괴기구 등을 규명하는

데 매우 요하며, 한 향후 력수요의 증가와 함께 필연

으로 발생하는 송 선의 고압화를 한 연체 두께의 

감문제, 신 연물질의 개발, 고 신뢰도의 연 설계 등을 

해서도 요하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에 한 연구는 고분자 연체에서의 

공간 하 형성 과정과 기 도  기 연 특성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간  비교만을 수행한 것이 부분이었으

며, 시간과 온도변화에 따른 공간 하분포와 기 도의 동

시측정을 통한 직 이고 정량 인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져 왔다. 이것은 고분자 연재료에서 공간 하분포와 류

의 동시측정이 상 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 측정 셀에서 공간 하분포와 류의 동시측정은 각각

을 별도로 측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  상태, 

표면에 지  등의 차이로 인한 도특성의 변화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 하분포

와 기 도 특성간의 직 인 상 계를 규명할 수 있으

며, 미리 연체 내에 형성되어있는 공간 하가 기 도  

기 연 특성에 미치는 향을 바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측정법과 련하여, 공간 하의 비 괴 

측정법 의 하나인 펄스 정  응력법(PEA:Pulsed Electro-

Acoustic method) 실험장치의 개선을 실시하 다. 한 

이러한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직류(DC) 압 하에서 공간

하분포와 류의 동시 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기 연분야

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XLPE에 하여 시간에 따른 

공간 하분포와 측정 류의 변화를 조사하 다.

2. 본  론

2.1 실험장치  방법

일본의 Takada 등에 의해 제작된 기존의 PEA 법에 의한 

측정시스템이 연체 내부의 공간 하분포 측정만을 목 으

로 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 하뿐만 아니라 충·방  

시에 흐르는 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시스템

을 개선하 다. 즉, 하부 극 가드(guard) 극과 면  스

치를 설치하여 공간 하분포와 도 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시간에 따른 공간 하분포와 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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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시 측정시스템은 본 연구에 의해서 시도된 방법으로서, 

연체의 기 도에 미치는 공간 하 효과를 직 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연구수단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직류 압 하에서의 측정시스템의 개략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measuring system under DC 

voltage

실험은 그림 1의 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극구성은 그림 

2와 같다. 하부 극의 직경은 2cm, guard 극과 하부 극

의 간격은 1mm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공간 하에 변 를 

주기 한 입력펄스로서 자체 제작한 펄스발생기(Pulse 

generator)를 사용하여 크기가 -4kV이고 폭이 약 5~20ns 인 

압펄스를 사용하 으며, BNC 이블 (특성 impedance가 

50Ω)을 사용하여 인가하 다. 그리고 입력 압펄스에 의해 

연체 내부와 극에서 발생한 압력 는 각각 Al인 

Delay-line을 통가하여 하부 극하단에 설치된 검출셀(압

소자와 (absorber로 구성)에서 압신호로 검출하 으며, 검

출된 출력 압신호는 역 증폭기인 AU-1332 

(bandwidth: 1KHz~500MHz, Gain: 51db, Ra: 50Ω)로 증폭하

여 digital oscilloscope(TDS3054B)로 측정을 실시하 다. 한

편, 압 소자로서는 두께가 약 28㎛인 PVDF를 사용하 으

며, Ringing 상을 방지하기 하여 absorber로서는 PE의 

계열인 고분자를 사용하 으며 압력을 변화시켜가며 정

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입력 압펄스와 동기화를 

한 trigger 신호는 입력 압펄스 항 분압 하여 사용하 으

며, 출력신호의 S/N 비를 향상시키기 하여 oscilloscope에

서 512회의 평균화 처리를 하 으며, LabVIEW S/W 으로 

필터링과 Deconvolution을 실시하여 측정신호에 한 보정

을 하 다. 한, 류는 pA까지 측정이 가능한 digital 

Multimeter(Keithley 6517A)를 사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후 

공간 하 신호와 마찬가지로 GPIB를 통해 PC와 interface를 

실시하 으며, 류 도 실험에서는 충·방  시 각각 18분 

동안 0.1 의 샘 링 비율로 측정을 실시하 다. 이 신호에 

한 데이터는 노이즈 감소를 해 데이터 평균법을 사용하

다.[9] 단(Short) 펄스에 의해 공간 하분포를 측정 시 주

의할 은 시스템회로를 분포정수회로로서 취 해야 하는 

이다. 즉, 입력 압펄스의 주 수 역(DC~200MHz)이 크

기 때문에, 회로의 주 수 특성이 요하며, 포유정 용량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한, 신호 에 따른 신호의 왜곡을 

이기 하여 주 수 특성이 우수한 coupling 콘덴서(Cc: 

250~2000pF), 항  BNC 이블이 필요하며, 노출된 속

부의 길이를 가능한 짧게( 장의 약 1/4 이하)할 필요가 있

다. 한, 입력 압펄스가 바르게 시료에 달되도록 하기 

해서는 측정셀과 펄스발생기의 임피던스 정합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실제 콘덴서의 주 수 특성에는 한계가 있

고, 시료의 두께는 가변 이기 때문에 가변콘덴서를 포함한 

정합회로가 필요하고 완 한 정합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피던스의 정합을 하여 측

정셀의 입구에 50Ω의 특성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Feed-Through를 설치하는 방법과 BNC 이블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반사 의 지연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

러나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 에 신호의 감쇄와 분

산이 발생함으로 공간분해능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시 측정시스템에서는 류를 측정하

기 해여 하부 극에 가드 극을 설치함으로서 공간 하분

포 측정 시 상 으로 지상태의 불안정에 의한 노이즈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한 책이 특히 요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부 극에 큰 단면

으로 스 치를 설계하여 공간 하 측정 시 문제가 되는 

항을 최 한 이고, 검출부의 이블을 이 차폐 처

리를 하 다. 

그림 2 극구조의 개략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electrode configuration

2.1.1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재료의 신뢰성과 련하여 주로 

고압 력 이블의 주 연체로 사용되는 XLPE 시편상 시

료(두께 약 800~890㎛)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압 각각 

(-16kV, 18kV)를 인가 후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 하의 형

성정도와 도 류의 변화에 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에는 사용된 시편은 국내에서 제조된 것으로 일반 고압 

력용 XLPE 1, 2를 다르게 compound 함으로써, 각각에 

한 실험을  실시하 다.

그림 3에서 (a)는 상온에서 시간에 따른(30, 60, 120, 240, 

360, 480)분 (-)DC 압(18kV)을 인가 한 후 측정한 XLPE1 

내의 공간 하분포이며, 두 신호모두 펄스 입력단에서 임피

던스 부정합, 콘덴서의 주 수특성, BNC 이블의 감쇄  

분산, 압 소자에 의한 Ringing 상 등에 의한 신호왜곡이 

발생한다. 그래서 순수한 공간 하에 의한 신호만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수학  보정처리에 의해서 측정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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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시간에 따른 공간 하분포의 XLPE 1의 실험결과 

((a) 압인가 시, (b) 방  후)

Fig. 3 Experimental results of XLPE 1 of space charge 

distribution according to time ((a) under applied field 

(b) after discharging)

불필요한 신호를 필터링하여 주 수의 달함수를 구해서 

측정신호 왜곡을 LabVIEW S/W로 Deconvolution 과정으로 

보정한 것이다. (b)는 (-)DC 압을 인가 후 각각 10분간 

방 한 신호이다. (a)에서 알 수 있듯이 음극 근처에 정(+)

의 공간 하가, 양극 근처에는 부(-)의 공간 하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양은 압증가에 따라 공간 하 형성

(주입)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극 근

처에서는 이종 하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종 하는 상 편 극에서 주입된 carrier가 시료를 도

하여 반 편 극에서 계면장벽(potential barrier) 는 표면 

트랩(surface traps)에 의해서 포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부분의 하는 그림 3의 (b)에 비교에 의해서 지

한 후에도 부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종(hetero) 하의 축 은 극-시료계면에서의 계를 증

가시켜 carrier의 주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상 으로 양극근처에 축 된 부(-)의 공간 하가 큰 

것으로부터 음극에서 주입된 자에 의한 도가 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의 (a)는 상온에서 DC 압 -16kV (30, 60, 120, 

240, 360, 480)분을 각각 인가하 을 때의 XLPE 2의 공간

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Deconvolution 후에 공간 하분포

를 나타내며, 시료 내에서의 hopping 는 정공(hole)와 

     

      (a)                   

(b)

그림 4 시간에 따른 공간 하분포의 XLPE 2의 실험결과 

((a)  압인가 시,  (b) 방 후)

Fig. 4 Experimental results of XLPE 2 of space charge 

distribution according to time ((a) under applied field 

(b) after discharging)

정공이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하는 동정

(homo) 하로서 극-시료 계면 계를 낮추어 carrier의 

주입을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 하는 주로 주입 carrier

가 결정성 역과 비정질 역의 계면에 존재하는 traps에 

의해 포획됨으로서 발생하고, PE의 short chain 수가 증가

할수록 trap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극의 

공간 하가 음(cathode) 부근에 형성되었으며, 계증가에 

따라 공간 하량이 서서히 포화되고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 (b)에서는 상온에서 DC 압 

-16kV 30분~480분을 각각 인가 후 10분 방 하 을 때의 

공간 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방  후에도 시료내부에 공

간 하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Deconvolution 후 

실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  후에도 시간에 따라 시료내

부로 공간 하가 주입되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homo charge가 형성되어 남아 있다. 음극과 양극으로부

터 주입된 자와 정공의 일부가 트랩에 포획되었음을 나타

내며, 한 극으로부터 주입된 carrier에 의한 도가 시료 

내부에서 생성된 carrier에 의한 도보다는 지배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 으로 큰 음의 공간 하가 음

극근처에 형성된, 자와 정공이 트랩에 포획될 확률이 거의 

같다고 가정하면, 도특성은 양극으로부터의 정공주입( 는 

하교환)보다는 음극으로부터의 자주입에 의해 지배되는 

자성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음극에서의 



기학회논문지 59권 12호 2010년 12월

2228

자주입에 한 활성화 에 지(activation energy)가 양극

에서의 정공주입에 한 활성화 에 지 보다 낮다는 것을 

설명해 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공간 하 형성되는 

것과 련하여 매우 요한 상으로서 향후 보다 체계 인 

연구를 수행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 압에 따른 류 도

Fig. 5 Current Density According to Voltage Level

그림 5는 공간 하 형성 후의 각각 (-)DC 압 (1, 2, 4, 

6, 8, 10, 12, 16kV)을 18분 동안 인가하면서 측정한 도

류의 시간의존을 나타낸 것으로써, XLPE 2는 시료내부에 

homo charge 가 형성된 것으로서, 공간 하가 생성 과 후

의 도 류를 비교해 보며,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으

나, XLPE 1에서는 hetero charge가 형성되었으며, XLPE 2

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에서 나타낸 

공간 하 분포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

하에 의한 계면 계의 증가에 의해 극으로부터 carrier 

주입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류의 계 의존성을 나타낸 것으로 XLPE 1에서는 

XLPE 2에 비해 증가하며, 공간 하는 도특성에도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고분자 

재료의 연 특성, 특히 장기 인 연 신뢰성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고체 고분자 재료내의 공간 하 측정법과 련하여, 공간

하의 비 괴 측정법 의 하나인 펄스정 응력법(PEA법)을 

개선시켜 공간 하분포와 도 류의 동시 측정을 성공 으

로 실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류 압 하에서 고분자 

연재료의 도특성에 미치는 공간 하의 향을 분석하

다. 한, XLPE의 고 계 도특성은 시간에 따라서 공간

하가 형성되는 것과 방  후에도 공간 하가 주입되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고압 력 이블 

연체로 사용되는 2종의 XLPE 1, 2에 하여 공간 하와 

도 류의 동시 측정결과 도 류의 시간의존성 등이 공

간 하와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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