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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비가교 폴리에틸렌의 
전기적 특성과 워터트리 가속열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lectric Properties and Accelerated Water Tree Degrad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Non-crosslinked Poly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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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rosslinked polyethylene (XLPE) is the most widely used insulating material for power cable. Due to its 

thermosetting characteristics, the XLPE can not be recycled, while the needs for the environmental friendly and 

recyclable insulator is rapidly increasing. In this paper, some important and basic electrical properties of non-crosslinked 

polyethylene such as conduction current characteristics, water the tree characteristics, AC breakdown test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t was shown that some of the tested  samples had better performances from the application 

point of view for replacing current XL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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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고압 지  이블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 것  하나

가 가교폴리에틸 (cross-linked polythylene: XLPE)이다. 

XLPE는 1953년 미국의 제 럴 일 트릭(General Electric) 

사에서 처음으로 력용 이블 연체로 채택한 이후 뛰어

난 기 , 기계  특성으로 그 이용이 증하고 있는 유망

한 연재료이다[1]. 그리고 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약 85%이상의 배  이블에서 XLPE를 연체로 채택하

고 있다[2]. 하지만 XLPE는 제조과정에서 가교공정을 거쳐 

열경화성(thermosetting)이 되기 때문에 교체나 철거 후 재

활용이 어렵고 높은 처리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력설비에 해서도 친환경과 재활용에 

한 사회  인식이 증가와 국내외  련법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XLPE를 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연재료 개발에 한 기술 , 정책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재 력용 이블의 연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열경화성특징을 지니고 있어 재활용이 불

가능한 XLPE와 친환경 특성을 고려하고 열가소성

(thermoplastic) 특징을 지니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비가

교폴리에틸 (Non-crosslinked polyethylene) 시료를 사용하

여 기  기  물성을 비교 분석 하 다. 기  기  물

성 비교 방법으로는 도 류실험, Water Tree 가속열화시

험, AC 연 괴실험을 진행 하 다.

2. 실험 방법

2.1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총 6종류로 XLPE를 기 으로 

한 상  특성을 비교하 다. XLPE를 제외한 5종류의 시

료는 모두 비가교된 PE base의 시료이며, 도도실험은 

100±10[μm], 교류 압 괴실험은 110±10[μm], 워터트리가속

열화실험은 1,000±100[μm]의 두께로 비하 다. 한 시료 

표면의 불순물을 없애기 해 모든 실험에서 실험  표면

을 에칠알코올로 닦아서 불순물을 제거하 다. 그리고 워터

트리가속열화실험과 교류 압 괴실험은 상온에서 실험을 

진행하 으며 도 류 실험은 항온조 내에서 30, 50, 70, 

90°C로 조정하면서 실험을 진행하 다.

2.2 도 류 실험

  그림 1은 도 류 실험 개략도이다. 본 실험에서는 동일

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료를  사용하여 3번씩 실험을 반복하

다. 실험에 사용된 극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며 측정

극의 면 은  5.7×10
-4
[m
2
]이다. 

 먼  상부 극과 하부 극 사이에 시료를 올려놓는다. 그 

후 DC 원공 장치 KEITHLEY247 장비를 사용하여 압

을 인가한다. 이 때 계는 20[kV/mm]가 되도록 시료 두께에 

따라 압을 조정해가면서 실험하 다. 그리고 일 트로미터 

KEITHLEY6517 장비를 사용하여 류를 측정한다. 이 때 시

료의 면으로 흐르는 류가 일 트로미터 KEITHLEY6517

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하여  가드 극을 설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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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따로 지를 하 다. 그 후 GPIB통신을 통하여 PC에 

장을 하 고 로그램은 LabVIEW를 사용하 다. 그리고 

측정시간은 3600 를 측정하 다. 한 온도변화에 따른 

도 류 도를 비교하기 하여 항온조 내에서 온도를 30°C, 

50°C, 70°C 90°C 로 변화를 주었다. 

 데이터 분석 방법은 PC에 장된 도 류 값을 측정

극의 면 으로 나  후 1,501~2,000 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시료별로 온도변화에 따른 도 류 도 특성을 비교 분석 

하 다.

그림 1 도 류 실험의 개략도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conduction current measurement

2.3 워터트리 가속 열화실험

  그림 2는 워터트리를 성장시키기 한 워터트리 가속열화 

셀이다.  본 실험에서는 직경이 86[mm], 두께 1mm의 원반

형 시편을  각 시료 당 2개씩 비하여 워터트리 가속열화

실험을 진행하 다. 한 실험실의 온도는 상온으로 유지 

하 으며 열화시간은 모두 120시간으로 설정하 다. 

  

  비된 시료는 심의 직경 36[mm] 원 안에 거칠기 220 

사포(sand paper)를 사용하여 인공 인 표면 스크래치

(scratch)를 만들었으며 한 쪽 방향으로 균일한 스크래치를 

내었다. 스크래치를 낸 표면은 알코올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 다. 그리고 스크래치를 낸 시편 반 쪽 표면에 실

버페이스트(Dotite D-500)를 얇게 도포하여 극을 형성하

다. 이 게 비된 시편은 워터트리 가속열화 셀에 조립

한 후 가속 열화시켜 인공 인 워터트리를 발생시켰고 압

인가  수용액을 스크래치가 난 면의 미세 흡집의 틈새 끝

까지 침투시키기 하여 10~20[Torr] 정도의 약한 진공으로 

처리하여 탈기시켰다.

  실험에 사용한 수용액은 1.0M의  NaCl용액이고, 인가 원

은 워터트리 성장속도를 가속시키기 해 주 수 1.0[kHz], 

압 10[kVrms]인 주 수가속 원을 사용하 다. 120시간

이 지난 후 압을 끄고 워터트리 가속 열화 셀에서 시료를 

분리한 뒤 메틸블루 용액을 사용하여 염색을 하 다. 염색

시간은 10분 이상 하 다. 염색이 된 시료는 학 미경을 

사용하여 120시간 열화 된 시료의 표면과 단면을 찰 하

다. 그리고 워터트리 성장 길이와 시료 두께를 워터트리 성

장비율로 계산하여 시료별 워터트리 성장률을 비교 분석 하

다.

그림 2 워터트리 가속열화 셀

Fig. 2 Accelerating water tree test cell

2.4 교류 압 괴시험

그림 3은 교류 압 괴강도를 측정하기 한 교류 압 

괴실험 개략도 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료의 크기는 구 구 

극의 크기를 고려하여 비하 다. 극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며 극의 형태는 ASTM(America Standard Test 

Method) D149-92규정  극의 직경이 12.7[mm]의 구

구 극을 사용하 다[4]. 그리고 연면방 의 향을 최소화

시키기 하여 실리콘 연유(silicone oil)내에서 실험을 실시

하 다. 그리고 실험실은 온도는 상온에서 진행하 다.

실험방법은 0[V]에서 시작하여 괴가 발생할 때까지 구

구 극에 일정하게 압을 인가시키는 단시간 시험법

(short time test)을 사용하 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15

번씩 교류 압 괴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종료 후 시료 

두께를 괴 압으로 나  후 괴 계[kV/mm]값을 구한

다. 데이터 분석 방법은 신뢰성 평가  수명 측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와이블 분포함수 값을 사용하여 63.2[%]의 

괴 계　값을 구하고 시료별 교류 압 괴 특성을 비교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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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도에 따른 평균 도 류 도 추이

(b) 온도별 시료의 도 류 도 박스차트

그림 4 온도에 따른 도 류 도

Fig. 4 Conduction current densit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그림 5 시간에 따른 도 류 도

Fig. 5 Conduction current density as a function of time

그림 3 교류 압 괴실험 장치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AC breakdown test

3. 결과  검토

3.1 기 도실험 결과

 

그림 4는 각 시료별 온도변화에 따른 도 류 도를 비

교한 한 것이다. 그림 4(a)의 도 류 도 값을 3번 동안 

측정한 데이터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 고 (b)의 도 류

도 값은 3번 동안 측정한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각 시료별 

온도 변화에 따른 도 류 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XLPE시료가 상 으로 다른 시료에 비하여 높

은 도 류 도를 보 다. 그리고 30°C에서는 #5  시료가 

가장 낮은 도 류 도를 보 으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하게 도 류 도가 증가함을 보 다. 그리고 #1, #2, 

#3 시료는 상 으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 류 도

가 크게 변화 하지 않았다. 따라서 #4, #5 시료는 온도의존

성이 높으며 #1, #2, #3 시료는 온도의존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5는 시간에 따른 도 류 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30, 50C°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 류 도도 

감소하 으나 70, 90C°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 류

도가 감소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 류 도가 

증가함을 보 다. 이러한 도 류의 감소 후 증가 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2가지 메커니즘을 고려 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DC 류가 흐르는 동안 Joule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료의 온도가 증가하여 류가 증가하는 Joule효과(Joule 

effect)의 향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료 내 존재하거

나 극으로부터 주입된 캐리어가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고 

이로 인한 국부  계집  등이 발생하는 공간 하효과

(space charge effect)에 의한 향을 고려할 수 있다[5].

3.2 워터트리 가속열화실험 결과

그림 6과 그림 7은 120시간 동안 성장한 열화된 시료를 

메틸  블루 용액으로 염색한 후 학 미경으로 시료의 평

면과 단면을 찰한 사진이다. 학 미경의 배율은 평면은 

100배, 단면은 150배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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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20시간동안 성장한 워터트리의 평편사진

Fig. 6 Top view picture of water tree grown for 120 hours

그림 7 120시간동안 성장한 워터트리의 단면사진

Fig. 7 Cross section pictures of water tree grown for 120 

hours

그림 9 시료별 교류 괴 계 결과

Fig. 9 Results of AC breakdown test of each samples

그 결과 시료 평면에서는 거칠기 220의 사포를 사용하여 

인 으로 스크래치를 형성한 부분에서 워터트리가 성장하

고 스크래치가 없는 부분에서는 워터트리가 성장 하지 않

았다. 한 넓은 시료 표면에서도 워터트리가 성장함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워터트리 가속열화

시험법이 넓은 표면 에서도 워터트리를 인공 으로 성장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시료 단면에서

는 워터트리가 균일하게 성장함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표 1과 같이 시료의 두께[μm], 워터트리 성장 길

이[μm]를 사용하여 워터트리 성장비율로 계산을 한 후 각 

시료별로 워터트리 성장률을 비교하 다. 그 결과 XLPE시

료를 기 으로 할 때 #1, #3 시료가 낮은 성장률을 보 으며 

#4, #5시료가 높은 성장률을 보 다. 그리고 #2시료는 XLPE 

시료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 다.

3.3 교류 압 괴 실험 결과

그림 8은 63.2[%] 괴 계 값을 구하기 하여 각 시료 

당 15번의 교류 압 괴 계 값을 가지고 Weibull 확률 

분포함수를 사용하여 그래 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시료별 워터트리 성장 비율

Table 1 Comparison of water tree growth rate among 

samples  

그림 8 시료별 연 괴 데이터의 와이블 그래 와 근사화

된 직선

Fig. 8 Weibull plot and fitted line of AC breakdown test 

data 

그림 9는 각 시료 당 교류 압 괴 계 결과를 비교 정리

한 것이다. E_Weibull 값은 Weibull 확률분포에서 

63.2[%]의 괴 계를 의미한다. 그 결과 XLPE의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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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할 때 #1시료가 낮은 괴 계 값을 보 으며 #4, 

#5시료는 XLPE와 비슷한 괴 계 값을 보 고 #1, #2, #3, 

#4, #5, XLPE 순으로 괴 계 값이 증가함을 보 다.

그림 10은 15번의 측정된 괴 계 값을 사용하여 각 시

료의 교류 압 괴 계 분포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XLPE 시료를 기 으로 하 을 때 #5시료가 가장 넓게 분포 

되었으며 #2, #4시료가 가장 게 분포하 다. #1, #3 시료는 

XLPE와 비슷한 분포를 보 다.

그림 10 시료별 교류 괴 계의 박스차트비교

Fig. 10 Comparion of AC breakdown test results using box 

chart

4. 결  론

본 논문에서 친환경 력용 이블 연체를 구 하기 

한 기단계로 비가교 폴리에틸 에 한 기  기본특성

실험, 즉 도 류특성 실험, 워터트리 가속열화시험  교

류 압 괴 특성 실험을 행하 고 이에 한 결과 정리를 

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 다.

1) 기 도특성 실험의 경우 XLPE시료가 상 으로 다른 

시료에 비하여 높음 도 류 도를 보 다. #4, #5시료

는 온도의존성이 높으며 #1, #2, #3 시료는 온도의존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 하 다.

2) 워터트리 가속열화 실험의 경우 시료 평면에서는 인

으로 스크래치를 낸 부분에서 워터트리가 성장하 고 넓

은 표면에서도 워터트리가 성장함을 확인 하 다. 

3) 워터트리 가속열화 실험의 경우 시료 단면에서 워터트리

가 균일하게 성장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XLPE시료를 

기 으로 할 때 #1, #3 시료가 낮은 워터트리 성장률을 

보 으며 #4, #5시료가 높은 워터트리 성장률을 보 다. 

그리고 #2시료는 XLPE 시료와 비슷한 워터트리 성장률

을 보 다.

4) 교류 압 괴 계 실험의 경우 XLPE 시료를 기 으로 

할 때, #1시료가 낮은 괴 계 값을 보 으며 #4, #5시료

는 XLPE와 비슷한 괴 계 값을 보 고, #1, #2, #3, #4, 

#5 XLPE 순으로 괴 계 값이 증가함을 보 다.

향후 XLPE를 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비

가교 폴리에틸  연체 연구에 있어, 보다 다양한 기  

특성( 계변화에 따른 도도, 공간 하분포측정)에 한 실

험과 분석과 함께 장기  스트 스에 한 시험에 수행되

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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