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2, No. 5, pp. 643～648, 2013

http://dx.doi.org/10.5370/KIEE.2013.62.5.643

인 인 자외선 조사량에 따른 폴리머애자에서의 코로나 방  특성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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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rona Discharge in Polymer Insulators by Artificial UV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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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degradation was observed by irradiating UV rays to the polymer insulator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in outdoor electric power facilities. For an indoor accelerated UV test, 0.55 w/m2 of UV rays were applied 

using a xenon-arc method. A UV detection system with 65 Ø㎜ in diameter, 100 ㎜ in length and 1.0 of brightness (F/#) 

has been designed. Even though efflorescence on the surface of polymer insulators wasn't observed according to the 

accelerated UV test. UV rays were detected at around 50% and 40% of insulation breakdown in EPDM and silicone-type 

insulators respectively. As degradation continued because of an indoor accelerated UV test, breakdown voltage with 

which UV rays can be detected in an early stage decreased as well. A silicone polymer insulator would be severer than 

EPDM polymer insulator in terms of surface degradation because of UV strength against Vm/VBD was high in silicone 

polymer insulators. UV strength in silicone-type insulators increased at 1,000 kJ/㎡ because contact angle at the intial 

stage sharply decreased to from 113° to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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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설비의 용량화, 정보화에 따라 력산업은 형화, 

다양한 된 기능으로 변화되었으며, 고품질의 력 안정화가 

무엇보다 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철과 겨울철에 력수 에 비상이 걸려 있는 사항이며, 정

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송 선로, 배 선로, 옥내 

력설비에 해 진단  유지 리가 요하다. 송 선로, 

배 선로 등의 력설비  옥내 력설비에 사용되는 폴리

머 계열의 연애자는 가공 선을 지지물로부터 기 으로 

연하는 목 뿐만 아니라, 각 종 원인에 의한 외력과 선

을 기계 으로 지지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1-3].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환경에서 폴리머 계열의 

연애자는 염분에 의한 표면열화, 옥외에 노출된 장소에서 

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태양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태

양 에 포함된 자외선 등으로 인해 백화 상이 발생하여 

연이 약화되는 문제 이 있다. 즉, 태양 에 포함된 자외선 

노출에 의해 폴리머의 화학구조 분열이 발생하여 폴리머애

자의 연면방  압을 하시켜 기 연을 약화 시키게 된

다[4-5]. 따라서 태양 에 포함된 자외선인 290～340 ㎚의 

장 역에서 폴리머애자의 표면 열화 상을 측하고 가

속열화에 의한 연내역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폴리머애

자의 교체시기 등의 력설비 진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옥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 애자 등을 포함하는 

력설비의 노출충 부는 외선 열화상 이미지를 촬 하거

나 음  검출, UHF 센서에 의한 검출, 자외선 코로나 카

메라 등을 이용하여 설비상태를 진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방 에 의한 자외선 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자외선 코로나 카메라가 많이 활용되

고 있다. 하지만, 자외선 코로나 카메라의 경우 량 수입되

고 자외선 상 이미지에 사용되는 센서의 가격이 수천만원 

등의 비싸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개발된 소

형화된 자외선 검출 장비는 내부 방 극의 효과와 가

스증폭 기술을 이용하여 자외선을 감지하는 기술로서 기존 

자외선 코로나 카메라의 증배 (MCP) 센서 보다 가격이 

렴하고, 코로나 방 에서 발생하는 자외선 장(UV-C) 

역인 260 nm 이하의 장을 측정할 수 있어 쉽게 코로나 

방  상을 검출 할 수 있다[6-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옥외 력설비의 연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폴리머 애자를 상으로 자외선을 인 으로 

조사하여 표면의 백화 상을 측하고, 학 즈가 포함된 

자외선 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외선 열화에 의한 코로나 

방 량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옥외 폴리머애자의 

열화 상태를 진단하여 이상 유무를 별할 수 있는 기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2. 실내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

그림 1은 폴리머애자의 실내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 개략

도를 나타낸다. 실험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산옥

외폭로시험장에서 제논-아크 시험장치(CI-4000, Atlas)를 이

용하 다. 자외선  가속열화 시험은 폴리머애자를 제논-

아크 원에 온도, 습도, 수분, 암흑기간 사이클 등의 시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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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통해 노출시키는 시험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물리·

화학  성질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폴리

머애자는 25kV  폴리머 애자 B호로서 EPDM 타입과 

Silicone 타입 2가지를 선정하 다. 폴리머애자는 상부와 하

부 쪽에 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상, 하에 고정시켰다.

실내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의 제논 아크의 량 조사는 

ISO 4892-2[9]의 기 에 의해 태양  필터를 이용한 인공 

폭로실험의 값인 0.55 w/m2로 선택 하 다. 제논 아크는 여

러 가지 필터 조합을 통하여 자외선(UV) 역과 가시

(Visible) 역에서 다른 어떤 인공 원보다도 자연 에 가

까운 빛을 모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다양한 필터

조합을 통하여 시험 목 에 맞는 분 분포를 얻을 수 있으

며, 시험편 표면의 방사조도를 재료  제품의 사용 환경에 

맞추어 조 이 가능하다. 가속열화 실험 내부에 조사되는 

자외선 장은 290～800 ㎚ 이며, 상 습도는 50±5%이다. 

물 분무 사이클은 자외선이 102분간 조사 되는 동안에 18분

간은 자외선과 물을 동시에 분무하 다. 

  

그림 1 실내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 개략도(Xenon-Arc)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 set-up for Xenon-Arc.

  

자외선 조사 실험 사이클은 노출 조사량 0.55 W/㎡에 시

간을 곱하면 J/㎡으로 표시되며, 이를 500 kJ/㎡, 1,000 kJ/

㎡, 1,500 kJ/㎡, 2,000 kJ/㎡, 2,500 kJ/㎡, 3,000 kJ/㎡의 총 6

단계별로 실험을 하 다. 실제로 3,000 kJ/㎡까지 제논-아크 

자외선을 노출시켰을 경우의 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sec                 (1)

이를 계산하면, 1,515시간이 소요되며, 일수로는 63일이 

소요된다. 한 이 값을 이용하여 실제로 옥외에서 폴리머

애자에 자외선이 조사된 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10].  

54.5 W/㎡ 1,515 hr J/sec 3600 sec
= 297 MJ/㎡

W hr  (2)

여기서, 54.5 W/㎡은 ATLAS Irradiance conversion 

calculator에 의해 계산된 값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옥외폭

로시험장에서 얻어진 연간 총 자외선량은 약 270 MJ/㎡ 

(315～400 ㎚)이었으며, 이들 조건으로 제논 아크 시험을 할 

경우 서산옥외폭로시험장에서 직 폭로시험을 하면 약 13개

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제논 아크의 장 역(300～400 

㎚)과 옥외폭로시험장에 설치된 자외선센서의 장 역(31

5～400 ㎚)의 범 가 다르므로 1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단된다.

3. 자외선 센서 감지 시스템 구성  실험

자외선 센서를 이용한 감지 시스템은 학 즈를 이용하

여 력설비와의 거리에 따른 자외선 특성 조사하고 자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력설비 노출 충 부(부싱, 연애자)에서

의 방 상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출력되는 자외

선 카운트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단하는 것이 가능

한 장비로서 학계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2는 자외선 감

지 시스템의 자외선 학계 개략도  센서 치를 나타낸

다. 자외선 학계의 크기는 직경 65 Ø㎜이고 길이 100 ㎜

이며, 밝기(F/#)가 1.0인 것으로 설계하 다. 학 즈의 재

질은 자외선 투과율이 좋은 Fused Silica 즈를 사용하여 

구면 즈 2개를 사용하 으며, 장범 는 213～260 ㎚로 하

다. 시야각(FOV)은 ±3.2°으로 하 으며, 그림에서 자외선

이 투과되면 즈 2개를 통해 앙에 자외선이 집 되는 구

조로 설계하 다. 한 학계 우측에 자외선 센서를 고정

시켜 방 에 의해 발생하는 자외선을 검출하도록 하 고 자

외선 검출을 한 자외선 센서의 압은 직류 380V를 공

하 다. 즉, 소형화된 UV 검출 시스템은 폴리머애자에서의 

코로나 방 에 의해 자외선이 발생하면, 효과에 의해 애

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미소방 으로 자외선을 검출하게 되

며, 시간에 따른 자외선 발생횟수를 카운트하게 되어 코로나 

방 량을 기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력설비에서 발

생하는 고 압 방 상의 검출이 가능하며, 가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그림 2 자외선 감지 시스템의 자외선 학계 개략도

Fig. 2 Schematic of UV optical system for UV detection.

그림 3은 폴리머 애자의 코로나 방  실험 개략도를 나타

낸다. 고 압 인가 실험은 IEC 60060-1[11]에 의해 정의된 

고 압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력 설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하 다. 고 압 실험은 주변 환경의 향에 의해 약간

씩 차이가 발생하지만, 측정거리는 5 m에서 폴리머애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방 을 측정하 으며, 측정횟수를 10회 이

상으로 하여 평균값을 취하 다. 고 압 실험 동안의 주변

온도는 15℃ 으며, 습도는 45% 다. 고 압발생장치 

(Hipotronics, 0～200 kV, USA)를 이용하여 기  연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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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로나 방  측정 개략도

Fig. 3 Diagram of the high-voltage generator for corona 

discharge measurement.

가 될 때 까지 1 kV/sec 압을 상승시키며 그 때 발생되는 

자외선을 검출하 다. 

4. 실험결과  검토

  

그림 4는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따른 EPDM 폴리머애

자의 자외선 세기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Vm은 인가 고

압을 나타내며, VBD는 폴리머애자의 연 괴 압을 나

타낸다. EPDM 폴리머애자 B호의 연 괴를 해 압을 

1kV/sec당 상승시켰으며, 연 괴 압은 123 kV 다. 

연 괴 후, 폴리머애자에서의 표면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에서 자외선 세기는 연 괴 압에서 근 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PDM 폴리머 애자는 연 괴

의 50 % 근처에서 정상상태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의

한 시료 모두 자외선이 검출되기 시작하 으며, 실내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의해 500 kJ/㎡에서 3,000 kJ/㎡으로 열화 

시간이 많아질수록 검출되는 자외선 세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실내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의해 열화

가 진행됨에 따라 기에 자외선을 검출 할 수 있는 연

괴 압도 낮아졌다. 즉, Vm/VBD 값이 약 30 % 부근에서 자

외선 조사량이 2,500 kJ/㎡, 3,000 kJ/㎡에서는 각각 8 

N/sec, 4 N/sec 의 자외선 세기가 검출되었다. Vm/VBD 값이 

감소하게 되면 EPDM 폴리머 애자 표면의 열화에 의해 표

면방 의 발생으로 자외선이 검출된 것으로 단되며, 

 

그림 4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따른 EPDM 폴리머 애자의 

자외선 세기 변화 

Fig. 4 Variation of UV strength of EPDM polymer insulator 

according to UV radiation. 

Vm/VBD 값이 약 100 %에 근 할수록 자외선 세기는 포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5는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따른 Silicone 폴리머애

자의 자외선 세기 변화를 나타낸다. Silicone 폴리머애자 B

호의 연 괴 압은 129 kV이며, EPDM 폴리머애자와 동

일하게 연 괴 후의 표면변화는 측되지 않았다. 그림 4

와 동일하게 체 으로 연 괴 압에 근 할수록 자외

선 세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PDM 폴리머애자와 

약간 다른 경향으로 Silicone 폴리머 애자는 연 괴의 40 

% 근처에서 정상상태  자외선 열화에 의한 시료 모두 자

외선이 검출되기 시작하 다. 한 자외선 세기도 EPDM 

폴리머애자에 비해 격하게 증가하 다.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의해 열화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기에 검출할 수 

있는 자외선 세기는 EPDM 폴리머애자와 유사하게 Vm/VBD 

값이 약 30 % 정도일 때 검출하 으며, 자외선 조사량이 

2,500 kJ/㎡, 3,000 kJ/㎡에서는 각각 17 N/sec, 3 N/sec 의 

자외선 세기가 검출되었다.

그림 5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따른 Silicone 폴리머 애자

의 자외선 세기 변화 

Fig. 5 Variation of UV strength of Silicone polymer insulator 

according to UV radiation.

그림 6은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따른 EPDM  

Silicone 폴리머애자의 자외선 세기를 비교한 것을 나타낸

다. 그림 (a)는 자외선 조사량이 1,000 kJ/㎡이며, 그림 (b)는 

2,500 kJ/㎡을 나타낸다. 두 결과 모두 Silicone 폴리머애자

에서 Vm/VBD 비 자외선 세기가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a)에서 Silicone 폴리머애자의 경우는 Vm/VBD의 

40 % 부근에서 자외선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60 N/sec 값을 가졌다. 하지만, EPDM 폴리머애자에서는 

Vm/VBD의 40 % 부근에서 자외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Vm/VBD의 40～70 % 구간에서는 Silicone 타입과 EPDM 타

입의 자외선 세기 차이가 발생하지만, 연 괴에 근 할수

록 자외선 세기는 폴리머애자 모두 약 120 N/sec 값을 가졌

으며,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b)의 2,500 kJ/㎡에

서는 Silicone 타입  EPDM 타입 모두 Vm/VBD의 30 % 

부근에서 자외선이 검출되었으며, 자외선 세기는 Silicone 

타입의 경우 17 N/sec, EPDM 타입의 경우에는 약 8 N/sec

의 값을 가졌으며,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인 인 

자외선 가속열화에 의한 폴리머애자의 열화 상태는 Sili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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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kJ/㎡ (b) 1,000 kJ/㎡ (c) 1,500 kJ/㎡

 

(d) 2,000 kJ/㎡ (e) 2,500 kJ/㎡ (f) 3,000 kJ/㎡

그림 7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 후의 EPDM 애자 사진

Fig. 7 Photograph of EPDM type insulator after Xenon-Arc. 

(a) 500 kJ/㎡ (b) 1,000 kJ/㎡ (c) 1,500 kJ/㎡

 

(d) 2,000 kJ/㎡ (e) 2,500 kJ/㎡ (f) 3,000 kJ/㎡

그림 8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 후의 Silicone 애자 사진

Fig. 8  Photograph of Silicone type insulator after Xenon-Arc. 

타입이 기 자외선 열화에 의해 표면의 열화 정도가 

EPDM 타입보다 특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폴리머애자의 경우, 자외선 가속열

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코로나 방 량을 나타내는 자

외선은 낮은 압에서 검출이 가능하며, 력계통의 운

압에서 자외선 세기의 크기 변화를 통해 폴리머애자의 상태

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a) UV radiation = 1,000 kJ/㎡   

(b) UV radiation = 2,500 kJ/㎡

그림 6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의한 폴리머 애자의 자외선 

세기 비교 

Fig. 6 Comparison of UV strength of polymer insulator by 

UV radiation.

그림 7과 8은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 후의 EPDM 타입과 

Silicone 타입의 표면 사진을 나타낸다. EPDM  Silicone 

타입 모두 육안으로 찰 한 표면 색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일반 으로 폴리머애자의 경우 자외선 조사에 의해 화

학구조의 분열이 발생하여 표면에 백화 상이 발생하여 

연을 약화시키게 된다. 즉, 본 실험의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

에 의한 표면의 백화 상은 측되지 않았다. 

그림 9는 폴리머애자 표면에 액체방울을 떨어트려 각

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각 측정 장치는 Theta 

2.0을 사용하 으며, 액 법(Sessile drop)으로 측정하 다. 

이는 고체표면에 액체방울을 떨어뜨리면 표면에 지(surface 

energy)  계면장력(interface energy)의 균형에 의해 액체

방울은 특정한 형태(곡면)을 나타낸다. 이때 액체의 표면 

선과 액체-고체 간에 계면이 이루는 각을 각(contact 

그림 9 각 측정에 한 개략도

Fig. 9 Schematics of contact angle measurement.

angle)이라 한다. 여기서 각()의 젖음 정도에 있어서 

  일 때는 액체는 고체표면에 완 히 퍼지고  

일 때는 젖으며   일 때는 젖지 않는다. 그리고 

  일 때는 완 히 젖지 않는다. 

그림 10은 EPDM 타입  Silicone 타입 애자의 각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자외선 조사량에 따라 폴리머애자의 

각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정상상태의 

각 특성에서는 Silicone 타입 애자가 좋은 특성을 가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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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수성이 우수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EPDM 타입의 애자의 경우, 정상상태의 각이 108°에서 

3,000 kJ/㎡일 때 86.6°로 약 21.4°의 각 변화가 발생하

여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범 의 젖음 상태로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하지만, Silicone 타입 애자의 경우는 기 정상상태

의 각이 113°에서 약 1,000 kJ/㎡에서 격하게 각

이 92.1°로 감소하 으며, 3,000 kJ/㎡일 때는 83.2°로 기상

태와 비교하여 약 30°의 각 변화가 발생하 다. 앞에서 

나타낸 그림 6에서 Silicone 타입 애자가 1,000 kJ/㎡일 때의 

자외선 세기가 격하게 증가한 것은 각이 92.1°로서 젖

음 상태를 나타내는 90° 이하에 근 하게 되어 애자 표면의 

발수성 특성이 나빠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단되며, 표면의 

성분변화를 조사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고할 정이다.  

그림 10 자외선 조사량에 따른 폴리머애자의 각 결과

Fig. 10 Results of contact angle of polymer insulator by UV 

radi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 폴리머 애자를 상으로 자외선을 인 으

로 조사하여 열화 상을 측하고 자외선 검출 시스템을 이

용하여 코로나 방 량을 조사하 다. 실내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은 제논 아크 방법을 이용하여 0.55 w/m2로의 자외선 

빛을 비추었으며, 500 kJ/㎡에서 3,000 kJ/㎡까지 단계별로 

실시하 다. 자외선 검출 시스템은 자외선 학계를 설계하

고  직경 65 ㎜Ø이고 길이 100 ㎜이며, 밝기(F/#)가 1.0인 

것으로 제작하 다. 학 즈는 Fused Silica 즈를 2개 사

용하여 자외선 센서 앙에 자외선이 집 되도록 하 다.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 결과, EPDM 타입 애자는 연 괴

의 50 % 부근, Silicone 타입 애자는 연 괴의 40 % 부근

에서 정상상태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의한 시료 모두 

자외선이 검출되기 시작하 다. 자외선 조사량에 따라 폴리

머 애자 표면의 열화에 의해 표면방 이 발생하여 Vm/VBD 

값이 낮아지며, Vm/VBD 값이 약 100 %에 근 할수록 자외

선 세기는 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외선 가속열화 

실험에 의한 폴리머애자 표면의 백화 상은 측되지 않았

지만, 각 측정을 통해 애자 표면의 열화가 진행되는 것

을 확인하 다. EPDM 타입의 애자의 경우, 각의 변화

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Silicone 타

입 애자의 경우는 기 정상상태에 비해 약 1,000 kJ/㎡에서 

격하게 각이 감소하 다. 따라서 Silicone 타입 애자

의 자외선 세기가 변화 폭이 큰 것은 애자 표면의 열화에 

의한 친수성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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