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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ross-linked polyethylene(XLPE) has been most widely used for the power cable insulating layer because of its 

outstanding properties such as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XLPE is unrecyclable when disposed after 

replacement and demolishing because it becomes thermosetting through cross-linked process. Recently, because of growing 

social awareness of recycling and eco-friendly, there is growing need for the development of recyclable insulating materials 

that can replace XLP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XLPE and recyclable 

thermoplastic insulating material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XLPE and group N2 

through AC breakdown test, accelerated water treeing test and accelerated life test(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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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교폴리에틸렌(cross-linked polyethylene: XLPE)은 1953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에서 처음으로 전

력용 케이블 절연체로 채택한 이후 뛰어난 전기적, 기계적 특

성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체이다[1]. 

그러나 XLPE는 제조과정에서 가교공정을 거치면서 열경화성

(thermosetting)을 띄게 되어 교체나 철거 후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친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높아지고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XLPE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절연재료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전력용 

배전케이블을 개발하기 위해 제조된 열가소성(thermoplastic) 고

분자 절연재료의 전기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후보군의 재료들에 대한 교류절연파괴시험(AC breakdown test)

과 가속워터트리시험(accelerated water treeing test)을 시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중장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수명

시험(accelerated life test: ALT)을 수행하였다. 신뢰성있는 시험

결과를 위하여 교류 절연파괴시험과 가속수명시험에는 McKeown

전극계를 제작, 사용하였다. 

2. 실  험

2.1.1 시료 구성

표 1은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준비한 시료의 구성과 그에 따

른 두께를 정리한 것이다. XLPE를 기준으로 모든 각각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시료군

시료 두께

교류 

절연파괴시험

가속 워터트리 

열화시험
가속수명시험

XLPE
200±10[㎛] 850±10[㎛] 220±10[㎛]

N2계열

표    1 시료의 구성

Table 1 Consist of samples

2.2 McKeown전극

그림 1은 교류 절연파괴시험과 가속수명시험에 사용된 

McKeown전극의 단면도이다. 기존의 ASMT(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D149에서 추천하는 구대평판전극은 

구와 시료의 접f 부분에서 연면방전이 발생하여 그림 2의 (a)에

서와 같이 연면방전의 끝부분이 침 전극화되어 전계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 낮은 전계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료와 구 전극이 한 점에서 접f되었던 것이 연면방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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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cKeown 전극을 이용한 교류 절연파괴시험 시스템

Fig. 3  AC breakdown system using McKeown electrode

그림 4 교류 절연파괴 시험장치(High voltage construction KIT)

Fig. 4 AC breakdown test equipment(High voltage Con- 

struction KIT)

그림 2의 (b)처럼 구전극이 평판 전극화되어 넓은 면적에서 접f

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파괴발생 가능한 면적이 증가하여 그 

안의 절연이 약한 부분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연파

괴 값이 낮아질 수 있다[3]. 이를 개선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ASTM D149에서 추천하는 구대평판전극 

대신에 McKeown전극을 사용하였다. McKeown전극의 장점은 기

존 ASTM D149에서 추천하는 방법에서는 할 수 없었던 전극 사

이에 삽입된 시료의 두께 측정이 가능하여 시료 두께 측정의 정

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계면과 주변 매질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파괴전계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 McKeown전극의 단면도

Fig. 1 Sectional view of McKeown electrode

그림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대평판 전극계에서 연면방전에 의

한 영향

Fig. 2 Influence of surface discharges occurred on conventional 

sphere-plane electrode system

2.3 교류 절연파괴시험

그림 3은 교류 절연파괴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류전압 파괴

시험의 개략도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절연체의 고유의 파괴전압을 보다 정확히 얻기 위해 McKeown 

전극을 사용하였다. McKeown전극을 평판전극으로 구성된 전극 

셀에 고정시킨 후 연면방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리콘절연유

(silicone oil)가 담긴 유조 안에 넣어 파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4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교류 절연파괴시험장치의 실제 

사진이다. 교류 절연파괴시험장치는 Haefely사의 high voltage 

construction KIT를 사용하였다. High voltage construction KIT

는 크게 고전압 전원을 만드는 변압기, 전압 분배를 위한 분압기, 

인가전압을 제어하는 OT276 (Operating Terminal)과 절연파괴전

압을 측정하기 위한 DMI551 (Digital Measuring Instrument)로 

구성되어 있다.

교류 절연파괴시험은 전압인가를 0[V]부터 시작하여 대상 시

료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전압을 인가시키는 단시간 시

험법(short time test)을 사용하였고 1가지 종류의 시료에 대해 

15회의 파괴시험을 통해 파괴전압을 측정하였다. 교류 절연파괴

시험으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시료의 두께로 나누어 파괴전계 

값을 계산하고 Reliasoft사의 Weibull++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합도 판정 후 적절한 분포함수를 선정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2.4 가속 워터트리 열화시험

본 연구에서는 각 시료 당 2개씩 준비하여 가속 워터트리 열

화시험을 진행하였다. 넓은 면적에 균일한 워터트리 성장을 위해 

시료의 한쪽 면에 거칠기 220의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한쪽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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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스크래치를 형성시키고 다른 한쪽 면에는 전극을 형성시

키기 위하여 실버페이스트(silver paste: Dotite D-500)을 얇게 

도포하였다. 준비된 시료를 그림 5와 같이 본 대학의 연구팀이 

개발한 워터트리 열화 셀에 고정시킨 후 가속 워터트리 열화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워터트리의 성장속도를 가

속시키기 위하여 주파수 400[Hz]의 전압 8.5[kV]를 인가하였고 

시험시간은 300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주파수가 400[Hz]일 

경우 60[Hz]의 경우보다 약 6.67배의 가속효과를 볼 수 있으므

로 약 83일의 가속효과를 볼 수 있다. 300시간이 지난 후 인가된 

전압을 제거하고 워터트리 가속 열화 셀에서 시료를 분리한 뒤 

메틸렌블루 용액을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염색이 완료된 시료는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워터트리의 평면과 단면을 관찰하여 워터

트리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였다.

전압인가 300시간 종료 후, 전압을 끄고 가속 워터트리 열화 

셀에서 시료를 분리한 후 실버페이스트를 시료로부터 닦아내고 

메틸렌 블루 용액을 이용하여 염색하여 준다. 염색된 시료를 광

학현미경을 이용해 평면과 단면을 관찰하여 워터트리의 성장 정

도를 측정하여 준다.

그림 5 워터트리 시험용 셀

Fig. 5  Cell for water tree test 

2.5 가속수명시험(accelerated life test: ALT)

가속수명시험은 높은 신뢰도를 갖는 시스템이나 부품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할 때, 사용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하여 아

이템의 고장을 가속시키고, 이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 

시험조건에서의 분포를 추정하고, 각 조건에서의 수명간의 관계

를 파악하여 가속조건에서의 수명 데이터로 정상 사용조건에서의 

신뢰성을 추측하는 방법이다.[4] 본 연구에서는 전계를 스트레스

로 선정하여 가속수명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앞서 수행

된 교류 절연파괴시험과 유사하나 교류절연파괴시험에서는 파괴

전압을 측정하여 통계처리 하는 반면, 가속수명시험에서는 일정

한 전압을 고정하여 인가하고 절연파괴시간을 측정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또한, 교류절연파괴시험과 같이 McKeown 전극을 사용하

였다. 스트레스 레벨은 교류절연파괴시험 데이터를 참조하여 

22[kV], 26[kV]의 전압으로 설정하였다. 각 시료에 대해 12~15 

파괴시험을 반복하여 파괴시간을 측정한 후 통계처리 하였다. 

그림 6은 가속수명시험 시스템의 사진이다. 본 시스템은 가속

수명시험을 위해 본 연구팀이 설계하여 제작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각각 6개의 채널을 보유하여 동시에 12개의 시료를 테

스트 할 수 있다. 또한, 각 채널별로 타이머를 장착하여 절연파괴

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정전 시에도 정전 시점에서

의 데이터 값을 기억하도록 설계하였다. 주파수는 60[Hz]이고, 

출력 전압 최대 30[kV]까지 인가 가능하다.

그림 6 가속수명시험 시스템

Fig. 6  ALT(Accelerated Life Test) system

그림 7 그룹 N2와 XLPE의 교류 절연파괴시험 결과

Fig. 7  Results of ACBD test of group N2 and XLPE

3. 결과 및 검토

3.1 교류 절연파괴시험

그림 7은 교류 절연파괴시험 데이터를 Weibull++7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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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워터트리 테스트된 그룹 N2의 평면사진

Fig. 10 Surface pictures of water tree tested samples in 

group N2

   

그림 11 워터트리 테스트된 그룹 N2의 평면사진

Fig. 11 Cross section pictures of water tree tested samples 

in group N1

그림 12 22[kVrms stress]에서의 그룹 N2와 XLPE의 가속수명

시험 결과

Fig. 12 Results of ALT for group N2 and XLPE at 22 

[kVrms stress]

scale parameter: 척도모수)는 63.2[%]에서의 특성파괴전계를 의

미하고, 베타(  shape parameter: 형상모수)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림 8은 각 시료의 63.2[%]에서의 파괴전계 값을 막대 그래

프로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XLPE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N22, N24 그리고 N25의 시료가 XLPE 대비 약 90[%] 이

상의 파괴전계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8 각 시료의 교류절연파괴시험 결과

Fig. 8 Results of ACBD test for each samples

3.2 워터트리 가속열화시험

그림 9는 300시간 동안 가속열화된 XLPE를 메틸렌 블루 용액

으로 염색하여 그 평면과 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

다. 평면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스크래치를 따라 워터트리

가 넓게 분포하여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단면에서는 워터

트리가 균일하게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평면

단면

그림 9 워터트리 열화된 XLPE의 평면 및 단면사진

Fig. 9 Surface and Cross section pictures of water tree 

degraded XLPE

그림 10과 11은 300시간 동안 워터트리 가속열화 시험을 진

행한 후, 그룹 N2의 평면과 단면을 관찰한 사진이다. 광학현미경

을 이용하여 XLPE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워터트리의 성장을 관

찰하였지만 어떠한 시료에서도 워터트리가 관찰되지 않았다. 

3.3 가속수명시험

그림 12는 가속스트레스 22[kVrms stress]에서의 가속수명시

험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교류 절연파괴시험과는 다르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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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는 해당 시료의 특성 수명을 나타낸다. N21을 제외한 그

룹 N2의 모든 시료들이 XLPE보다 높은 특성 수명을 보였다. 

그림 13 26[kVrms stress]에서의 그룹 N2와 XLPE의 가속수명

시험 결과

Fig. 13 Results of ALT for group N2 and XLPE at 26 [kVrms 

stress]

위의 그림 13은 26[kVrms stress]에서의 가속수명시험을 통

해 얻은 결과이다. 본 스트레스 레벨에서는 N24와 N25가 XLPE

보다 우수한 특성수명을 나타내었다. 그림 12에서 N23는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다른 시료들에 비해 약 100배 이상 값이 차이가 

나 막대그래프 상에서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14는 각 스트레스 레벨에서의 가속수명시험 결과를 

Reliasoft사의 ALT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수명-스트레스 그

래프이다. 한국의 배전급인 22.9[kV] 케이블의 실제 사용 스트레

스에서 N22와 N24의 시료가 XLPE보다 우수한 특성 수명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14 ALT의 Life-Stress 그래프

Fig. 14 Life-Stress graph of ALT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고분자 절연재료와 

XLPE의 전기적 특성을 교류 절연파괴시험, 가속 워터트리 열화

시험 그리고 가속수명시험을 통해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교류 절연파괴시험

- 그룹 N2에서는, N22, N24, N25의 파괴전계가 XLPE에 비

해 약 90[%] 이상의 값을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가속 워터트리 열화시험

- XLPE에서 워터트리가 균일하게 성장하였음이 관찰되었다.

- 그룹 N2에서는 워터트리가 관찰되지 않았다.

가속수명시험

- 배전급(22.9[kV]) 케이블의 사용 스트레스에서, N21의 시료

는 XLPE보다 낮거나 거의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N22와 N24의 시료는 XLPE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 교류 절연파괴시험의 결과와 가속수명시험의 결과가 현저하

게 불일치하였다.

- 단기적인 특성만을 평가할 수 있는 절연파괴시험으로는 절

연재료의 중장기적 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 가속수명시험은 절연재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수단이 됨을 확인하였다.

기존 배전급 전력케이블용 절연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XLPE와 그룹 N2의 전기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N21～

N25까지의 후보 중 N22와 N24의 재료가 XLPE대비 우수한 특

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친환경 전력케이블용 절연

재료로서 N22와 N24가 유망한 후보군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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