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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압 중전기기용 에폭시 수지 3종에 대한 교류트리잉 파괴특성

Characteristics of AC Treeing for Three Epoxy Resins for High Voltage 

Heavy Electric Machine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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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reliability test of three kinds of epoxy resin for GIS Spacer, which is a high voltage based 

heavy electric machine, AC electrical treeing experiments were performed. Three types of epoxy resins, Araldite B41, CT 5531 

CI and B46, have slight viscosity differences. An non-uniform electric field, E = 1149.4 kV/mm, as the needle to plate electrode, 

a power source with a frequency of 1 kHz was applied to the tree electrode for accelerated deterioration. The treeing 

phenomena of the three kinds of epoxy resin all initiated, propagated, and destroyed by the branch tree. Epoxy Resin B46 was 

145 times longer than B41 and 53 times longer than CT 5531CI. I think that the choice of epoxy resin is very important in 

choosing high voltage heavy electric machine insula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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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상태의 에폭시수지의 전기 트리 성장은 장기간에 걸친 비가

역 경로의 증거이다[1]. 따라서 고전압 시스템을 위한 고분자 절연 

재료에서의 전기적 트리에 대한 저항성의 연구가 폭 넓게 연구되

고 있다[2]. 최근 트리관련 연구에 따르면, 직류와 교류 전계를 비

교하면, 직류가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기트리 개시전압이 높

다[3]. 그러나 직류전계에서, 극성 반전 및 충격을 사용할 때 일부 

물질은 공간 전하 주입/축적 및 후속 전기 트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4-5]. 향후 전기적 트리 연구에서, 교류에 국한되지 않고 

직류 또는 직류+교류가 중첩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전기기 분야(GIS spacer, mold-type trans- 

former, current transformer (CT), potential transformer (PT), 

gas switching gears 등)에서 필요한 절연재료로서 잘 알려진 에

폭시 수지는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6~7]. 지난 

수 십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이 전기적 응용에 있어서 경제적이

며, 성능면에서 우수한 새로운 에폭시 기반 콤포지트를 개발하여 

왔다. 특히 나노입자 (나노실리카, 나노층상실리케이트, 나노알루

미나 등)을 잘 분산시켜 최소의 양으로 최대의 절연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져왔다[8][9][10][11].

또한 에폭시수지에 나노입자자체의 분산만으로 중전기기에 적

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기계적, 열적, 전기적 특성향상과 고

전압기반 중전기기 적용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노와 마

이크로입자를 충진 혼합된 형태인 멀티-콤포지트의 개발이 다방

면에서 진행되어 지고 있다[11][12].

이러한 중전기기에 적용하는 에폭시수지의 종류도 다양하고, 

적용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에폭시수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폭시 수지가 상온에서 경우 액체, 고체상태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신뢰성에 기반한 에폭시수지의 연구는 많지 않다. 전기적 

트리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

고 그리고 고분자절연의 열화과정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고체상태 에폭시 수지 즉, 특히 GIS용 

에폭시수지가 유럽형, 아시아형, 특히 중국산 에폭시 등 국내에서

는 수지의 면밀한 신뢰성 검증도 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향

후 이와 같은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에폭시수지 종류에 따

른 전기트리 신뢰성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의 주안점은 고전압 기반 중전기기(AC, DC 전력케이블, 

몰드타입 전력기기)[13][14], 트리열화 메커니즘은 트리잠복기, 

트리개시, 트리진전으로 3과정으로 나뉘어 질수가 있다. 트리의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절연체는 대단히 양질의 절연체로

서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런 이유로 GIS Spacer등에 사용하는, 범세계적으로 많이 사용

하는 수지를 선정하여 신뢰성 역점 두어, 트리잠복기, 트리개시, 진

전 그리고 파괴에 이르는 전 과정의 트리형상, 축방향 트리진전길

이, 진전속도 그리고 트리절연수명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에폭시 수지의 특성

3 종류의 에폭시 수지는 양호한 전기적 그리고 기계적 특성을 

갖는 주물생산(producing casting)용 고체상태의 열 경화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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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리 샘플 구성

Fig. 2 Tree sample configuration

그림 1 트리 시스템

Fig. 1 Treeing System

서, 중,고전압 응용을 위한 옥내용 전기절연물로서 CT, PT, 스위

치기어(switchgear), GIS Spacer요소와 높은 기계적, 열적 그리고 

화학적 스트레스를 받은 설비용의 구조적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

다. 수지와 경화제의 선택은 설비이용 과정과 응용계획에 따라 결

정되어진다. 성형물의 수명과 발열온도(exothermic temperature)

상승은 적절한 수지, 경화제 그리고 사용된 필러조합의 선택에 

의하여 제어될 수가 있다. 3 종류 에폭시에 관한 기본적인 물성

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화를 위한 조성비는 표 2에서 

나타내었다.

표 1 3 종류 에폭시 수지의 물성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3 Types of Epoxy Resins

 Types of epoxy resin

Properties
B41 CT5531CI B46

Viscosity[m Pa s] 390-520 430 650-850

Epoxy Contents[equip./kg] 2.55-2.70 2.6 2.30-2.45

Density[g/cm3] 1.15-1.25 1.2 1.15-1.25

Aspect Solid Solid Solid

Tensile Strength[MPa] 70-90 85-95 70-90

Flexural Strength[MPa] 120-140 120-140

Electric Strength[kV/mm] 21-23 22-24 23-25

DSC[℃] 105-120 105-115 105-120

표 2 에폭시 수지 시스템 

Table 2 Araldite Casting Resin System 

Araldite B41
Araldite

CT 5531 CI
Araldite B46

Resin 100g 100g 100g

Hardener HT 903-1/40g
Aradur

_HY5532CI/38g
HT 903-1/40g

Fillers 200-250g 330g 200-250g

현재 중전기기용 절연물에 사용하고 있는 필러의 충진함량를 

나타낸 것이다.

2.2 트리시스템 및 측정 

사용된 트리 전극은 침대 평판 전극으로 오구라 쥬얼리 

(Ogura Jewelry Co., Japan)로부터 구입하였다. 그것의 직경과 

길이는 각각 1 mm와 60 mm였고, 팁 각도는 30°이고 곡률 반경

은 5 μm이었다. 샘플의 전극은 음극부분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시험편의 바닥면에 코팅하여 판상 전극을 형성하였고, 시험편크

기는 45×45×6 mm이며, 침과 대항전극면과의 절연거리는 3.8mm

로서 구리판이 접지된 전극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에서는 에폭시수지 시스템의 전기적 트리 구조를 측정

하기 위하여 실험장치를 설치하였다. 전기적 트리구조는 Stereo 

Microscope (S645T, EZscope), Digital Camera (TOUPCAM, 

LCMOS05100KPA) 그리고 LCD Personal Computer로 구성된, 

On line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60배의 확

대능력을 갖는 전기적 트리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on line 

monitoring system으로부터 관찰하였다. 블록화된 측정시편이 실

험과정에 섬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유에 잠기워진 상태로 실험

을 실시하였다. 측정시편은 디지털카메라의 렌즈아래에 직접적으

로 위치되어졌고 그리고 고전압 인가전원은 5kVA(220/50kV, 

50~1000Hz) 고전압 발생장치로서, 전기트리게시로부터 파괴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10kV/1000Hz을 인가하였다. 측정시간은 2

분마다 1회의 화면을 카메라로부터 모니터링 후 기록하여 개인용 

컴퓨터에 자동 저장하게 된다.

 2.3 AC 트리 측정을 위한 샘플

B41, CT 5531 CI 그리고 B46 각각의 원형수지에 경화제 조성

비에 따라 혼합한 후 10분 동안 완전한 혼합을 위하여 120℃온

도상태에서 300rpm으로 교반하였다. 사전에 고체상태인 에폭시

수지를 오븐에서 140℃로 10시간 용융상태가 되도록 하였고, 주

어진 트리금형에 혼합된 수지를 주형하여 5분 정도 진공탈포 후 

경화하였다. 경화조건은 140℃×16hr으로 하였으며, 경화완료 후 

오븐에서 금형이 완전히 식을 수 있도록 서냉하여 샘플을 꺼내어 

데시케이터에 보관 후 사용하였다. 샘플 하단면에 실버페이스트

를 바르고 80℃×10hr 건조하였다. 샘플 구성은 그림 2에서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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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폭시 B41 절연시스템의 트리개시 및 트리진전 그리고 

파괴과정 트리형상

Fig. 3 Tree initiation, tree propagation and tree breakdown 

process shape of the epoxy B41 insulation system

그림 4 에폭시 B41 절연시스템의 10kV/1000Hz전압 인가 후 트

리개시 및 트리진전 그리고 파괴과정의 축방향 트리진전

길이

Fig. 4 Axial tree propagation length of tree initiation and 

tree propagation and breakdown process after 10kV/ 

1000Hz voltage application of epoxy B41 insulation 

system.

3. 결과 및 검토고찰

3.1 에폭시 수지 B41의 전기적 트리

그림 3에서는 중전기기인 GIS Spacer에 주로 사용되는 원형에

폭시수지로서 고체 상태인 수지와 경화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에폭시 수지 특징은 저점도형 에폭시 수지로서 현재 국내

에 주로 사용되는 수지이다. 표 1에서 나타낸 바처럼 점도

(Viscosity), 국제규격 DIN 53019에 근거하여 제공된 B41의 값은 

390~520[mPa s] (120℃ 측정)이다. 그리고 전계강도 평가자료에

서 측정결과 2mm 두께의 샘플을 이용하여 측정한 가이드 값은 

21~23kV/mm이었다. 또한 B41 수지의 밀도(Density)는 국제규격 

ISO 1675에 근거하여 측정한 가이드 값은 1.15~1.25(g/cm³)의 

원형 수지를 이용하였다. 이와같은 수지에 대한 신뢰성의 입장에

서 볼 때, 전기적 트리에 대해 연구된 결과는 전무하였고, 향후 

산업에서 참고 되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가전압

을 상용주파 60Hz에서 실험하지 않고 전원 전압의 크기는 10kV

이면서, 주파수를 1000Hz을 인가하는 조건의 주파수 가속열화를 

실시하였다.

전기적 트리 침은 침선단의 내각이 30°로서 5μm 곡률반경을 

갖는 오구라 침을 사용하였고, 전압인가 후 파괴에 이를 때까지 

일정하게 인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B41

에폭시수지의 초기트리는 194분 후에 발생하였고, 초기트리길이

는 0.12mm이다. 즉, 고주파고전압을 인가 후 194분까지의 잠복

기를 가졌고, 이후 트리침 선단으로부터 초기트리가 발생하였다. 

656분 후까지 0.25mm의 트리진전길이를 나타내었고, 이후 1289

분 까지 트리진전길이는 1.19mm로서, 640분 동안 0.94mm의 트

리가 진전하였다. 파괴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은 59분이 소요되었

다. 트리 절연거리는 3.8mm로서 트리 침 주위의 불평등 전계강

도는 Mason식[15][16]








. (1) 

r는 침선단 곡률반경 5 μm, d 는 침대 평판 간 절연거리 

3.8mm 그리고 인가전압 10kV일 때, 추정되는 전계강도 

E=1149.4 kV/mm(측정온도 상온 25℃) 고전계를 적용하였다. 주

파수 가속열화에 따른 트리진전속도는 다음과 같다.

평균트리진전속도파괴시간트리개시시간
갭길이

(2)

B41에폭시수지의 교류트리 진전속도는 식 (2)에 근거하여 3.2

μm/min의 트리 진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는 그림 3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E=1149.4 

kV/mm, 1000Hz의 주파수 가속된 전원전압을 인가하여 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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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폭시 CT 5531 CI 절연시스템의 트리개시 및 트리진전 

그리고 파괴과정 트리형상

Fig. 5 Tree initiation, tree propagation and tree breakdown 

process shape of the epoxy CT 5531 CI insulation 

system 

그림 6 에폭시 B46 절연시스템의 10kV/1000Hz전압 인가 후 트

리개시 및 트리진전 그리고 파괴과정의 축방향 트리진전

길이

Fig. 6 Axial tree propagation length of tree initiation and 

tree propagation and breakdown process after 10kV / 

1000Hz voltage application of epoxy B46 insulation 

system.

트리진전길이를 나타내었다. 60Hz에 비하여 1000Hz의 경우 16.6

배의 주파수가 가속됨을 의미한 것이다. 즉, 트리 침선단으로 부

터 주입된 전자의 주입과 추출과정이 60Hz에 비하여 초당 16.6

배의 반복된 경우이다. 잠복기를 걸쳐 초기트리의 개시는 지속적

으로 고전계에서 주어진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초기트리의 전로를 

통하여 트리 선단에 충돌을 하게 된다. 충돌된 에너지가 에폭시

의 망상구조로 된 네트워트를 절단할 수도 있고 그로인한 분해가

스의 발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초기트리의 발생이 늦어지

면, 즉, 잠복기가 길면 길수록 절연재료 가치는 우수하다 할 것이

다. 잠복기는 불평등 전계 하에서 인가전계에서 주어진 에너지보

다 텅스턴 전극과 수지의 계면결합력의 정도, 수지와 경화제간 

가교밀도, 무결점의 제조 그리고 에폭시수지 함량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 원형수지의 선택은 중전기

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트리의 선단가지는 축방향으로 진전할 수도 있고 또

는 측방향(옆방향)으로 진전할 수도 있다. 가지의 측방향은 트리

가지가 뻗어가는데 가교밀도가 약한 부분 또는 미경화된 부분 등 

약점으로 뻗어가게 된다. 트리진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트리선

단 가지와 대항전극간 거리가 점차로 작아지게 된다. 그 결과 전

계의 세기는 극간 거리가 좁아짐으로 인하여 점차로 전계세기가 

세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망상구조된 트리가지가 쉽게 절단되고 

그리고 분해되어 급속도로 트리선단가지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

어 대항전극에 도달하게 된다. 트리 침선단 선단으로부터, 대항전

극에 이르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로서, 미세한 체널 즉, 수 

μm의 직경을 갖는 탄화된 체널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트리가지 

선단을 공격하게 된다. 최후로 체널이 대항전극에 이를 때 절연

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17].

 

3.2 에폭시 수지 CT 5531 CI의 전기적 트리 

그림 5에서는 CT 5531 CI 에폭시수지 시스템의 교류전기 트

리의 개시, 진전 그리고 파괴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 트리 계측시

스템을 이용하여 2분마다 진전상태를 디지털카메라의 촬영결과 

컴퓨터에 저장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초기트리는 사진에서는 나

타내지 못했지만 320분 즈음에 발생하였다. 그림 5(a)의 경우는 

가시적으로 트리가지가 진전된 경우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영

상을 살펴볼 때, 초기에는 트리가지가 뻗어가는 면적이 작고 시

간이 갈수록 트리진전이 가속화되어 측방향으로 다수의 가지가 

뻗어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측방향으로 가지가 뻗어갈 

때면 축방향으로 트리 진전은 둔화되는 상태이다. 즉,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1670분의 트리길이는 1.38mm이지만 4818분까지 

1.44mm의 진전을 가져온 것이다. 즉, 1.905×10-5mm/min의 진전

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5580분에서 2.64mm의 트리가 진전하였

다. 8717분에서 3.504mm의 트리진전결과를 나타내었다. 트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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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에폭시 B46 절연시스템의 트리개시 및 트리진전 그리고 

파괴과정 트리형상

Fig. 7 Tree initiation, tree propagation and tree breakdown 

process shape of the epoxy B46 insulation system 

그림 8 에폭시 B46 절연시스템의 10kV/1000Hz전압 인가 후 트

리개시 및 트리진전 그리고 파괴과정의 축방향 트리진전

길이

Fig. 8 Axial tree propagation length of tree initiation and 

tree propagation and breakdown process after 10kV/ 

1000Hz voltage application of epoxy B46 insulation 

system

전율은 2μm/min이었다. 이처럼 측방향으로 트리가 진전할 때, 

축방향으로 트리의 전전은 매우 둔화된 결과이다.

그림 6에서는 에폭시 CT 5531 CI 시스템에서 교류 전압 

10kV/1000Hz을 인가한 경우 트리개시 및 진전 그리고 파괴에 

이르는 트리진전길이를 나타내었다. 두 단계의 측방향 트리의 가

지가 진행된 결과로 축방향의 트리진전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

고, 초기, 중기, 말기 모두 트리가 축방향으로 진전됨을 볼 수 있

었다. 

전체적인 트리진전율을 살펴볼 때, 초기트리는 320분에서 발생

되었고 그리고 8942분에서 절연이 파괴 되었다. 실제로 트리가 

진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8622분 동안 진전하였고, 그때 트리 침

선단에서 대항전극까지 3.8mm을 진전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식 

(2)에 근거하여 볼 때, 4μm/min의 트리가 진전하게된 것이다. 

3.3 에폭시 수지 B46의 전기적 트리

그림 7에서는 에폭시 B46 절연시스템의 교류 전기적 트리 개

시, 진전 그리고 파괴에 관한 영상을 나타내었다. E=1149.4 

kV/mm, 1000Hz의 주파수 가속에 따른 고전압이 트리개시로부터 

파괴에 이른 동안 계속하여 인가되었다. 가혹한 조건의 전원전압 

및 주파수 가속된 상황의 트리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8의 경우

는 에폭시 B46 에폭시 시스템의 트리개시, 진전 그리고 파괴의 

전 과정을 축방향 트리진전 길이에 관한 결과이다. 특히 한 것은, 

트리개시가 29,040분 후에 개시되었고, 파괴에 이르는 시간은 

32,930분이었다. 초기트리의 경우 0.15mm 길이를 나타내었고, 트

리개시로부터 파괴에 이르는 시간은 3,890분 동안 진전되어 파괴

에 이르게 되었다.

평균 트리 진전율은 9.76×10-4mm/min으로서 트리잠복기의 시

간이 매우 긴 결과를 나타내었다(29,040분). 이후 파괴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된 결과이다. 또

한 괄목한 것은 트리개시 후 급속한 트리진전이 발생한 시간은 

32162 분으로 트리개시로부터 3122분으로, 초기트리로부터 진전

된 길이의 변화는 0.54mm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급속한 진전시

작으로부터 파괴에 이르는 시간은 32170분으로부터 32930분에 

파괴되는 시간인 760분 동안 1.42 mm(32170분)에서 3.8 mm 

(32930분)의 트리진전과 파괴를 나타낸 것이다. 즉, 760분 동안 

2.38mm의 트리 진전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3.3.1 3종류 에폭시수지의 트리형상에 관한 것 

세 종류 에폭시 원형수지의 전기적 트리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Araldite B41, Araldite CT 5531 CI 그리고 Araldite 

B46 절연시스템에 교류 불평등 고전압전계 E=1149.4 kV/mm와 

주파수 1000Hz을 갖는 고전압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침 선단과 

평판전극(대항전극)간 거리 3.8mm의 트리샘플을 제조하여 절연

파괴 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고 그리고 초기트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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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그리고 파괴되는 트리형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3종류의 

에폭시수지의 트리형상은 가지형 트리의 개시와 진전 그리고 파

괴에 이르게 되었다. 가지형 트리는 일반적으로 원형에폭시수지 

등 재료에서 트리의 개시 및 진전을 나타내며, 트리는 트리개시

로부터 트리형상이 일반적으로 결정되곤 한다. 가지형 트리가 개

시되면 가지의 진전이 축방향으로 진전되어 파괴되는 시간이 오

래 걸리지 않고 진전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수초형 트리의 경우는 축방향으로 진전하는 경우보다 측방향(옆)

으로 진전하는 율이 매우 크고 오래 걸리어 오히려 파괴에 이르

는 시간이 매우 길다. 더불어 구상트리(밤송이)트리는 수초형 트

리보다 더욱더 트리의 절연파괴 수명이 더욱더 긴 것이 특징이

다. 전기적 트리에서는 인가전압과 트리진전과는 비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트리형상에 매우 의존적이다 [18][19][20].

그러나 본 연구에서 트리형상은 가지형 트리이지만 측 방향으

로 가지가 많은 트리로서 초기에는 진전율이 크지만 진전도중 트

리 진전율은 매우 낮고, 측방향으로 트리가 진전 후 다시 축방향

으로 진전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측방향으로 트리가 진행한 후 

트리의 파괴 말기에서 급속한 진전으로 파괴에 이르고 있다. 이

는 대항전극에 가까이 갈수록 트리침으로 부터 도전로를 타고 전

자가 이동하는 길(탄화된 도전로)는 전자의 원활한 통로가 되어 

실제적으로 트리가지의 선단 전계강도가 점차로 커지기 때문에 

말기에는 파괴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원인이 된다[17]. 

그리고 나노입자가 에폭시 메트릭스 내에서 잘 분산되면, 트리

형상이 가지형 트리이지만 잔가지가 매우 많은 즉, 측 방향으로 

트리의 진전이 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축방향의 진전이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곤 한다. 이유는 나노입자들이 트리진행

을 가로막은 역할로서 계면이 부실한 약점부위로 트리가 진행하

게 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가지들이 많은 형상의트리로 진행하곤 

한다.

3.3.2 3종류 트리 진전길이에 관한 것

트리진전길이는 축방향으로 진전하는 길이를 나타낸 경우이다. 

그림 4, 6, 8의 경우는 B41, CT 5531 CI 그리고 B46 에폭시 수

지의 인가전압 시간에 따른 트리진전길이의 측정결과이다. B41에

폭시 수지는 트리개시로부터 파괴말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축방

향의 트리의 진전이 진행되었다. 트리개시는 인가전압 불평등 전

계, E=1149.4 kV/mm, 1000Hz 후 194분 즈음에 개시되었다. 개

시된 초기트리는 0.12mm이었고 656분에서는 0.25mm의 트리가 

진전하였다. 트리 진전율은 2.81×10-4mm/min이었고 그 후, 1296

분까지 트리길이는 1.19mm로서 640분 동안 0.94mm진행하여, 

14.68×10-4mm/min 트리 진전율을 나타내었다. 트리파괴 말기에

서는 2.61mm 트리길이가 진전될 때 걸리는 시간은 59분 동안 

진전된 경우이다. 트리 진전율은 4.4×10-2mm/min으로 매우 빠른 

진전율을 내었다.

CT 5531 CI 에폭시수지는 두 단계의 측방향 트리진전을 나

타내었다. 첫 번째 단계, 측방향 트리진전은 1,670분경 트리길이

는 1.38 mm이었고, 4,818분경 트리길이는 1.44 mm이었다. 트리

진전율은 1.90×10-5mm/min이었다. 트리진전 후반 5,750분경, 

트리길이는 3.3 mm이었고 8,920분경 트리길이는 3.51mm이었다. 

트리 진전율은 6.62×10-5mm/min을 나타내었다. 파괴말기에서는 

1.3×10-2mm/min로서 역시 매우 빠른 파괴 결과를 가져왔다.

B46에폭시 수지의 트리 진전길이에 대해서 그림 7~그림 8에

서는 앞서 서술한 바처럼 트리의 진전형상을 시간별로 나타내었

고 그리고 축방향 트리진전 길이에 대해서도 나타내었다. 트리침

의 불평등 전계강도 E=1149.4 kV/mm 하에서 주파수 1000Hz의 

가속을 실시하였다. 초기트리 개시는 29040분에서 0.15mm의 가

지형 트리로 개시하였고, 개시하기까지의 잠복기는 29,040분의 

시간동안이었다. 트리의 잠복기, 개시, 진전 그리고 파괴과정으로 

4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다.

트리 침선단으로 부터 전하주입과 추출이 에폭시 절연체 내에

서 이루어지며, 주파수 가속으로 인하여 60Hz에 비하여 이와 같

은 과정이 16.6배가 가속되는 환경 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때, 조그마한 가지형 트리의 개시가 트리 침선단으로 

부터 그림에서 보여준 그림 7(a)처럼, 분명하게 개시된 것이다. 

다음은 트리진전단계로 탄화된 도전성 트리 팁(끝단)으로부터 에

폭시 절연체로 전하의 주입과 추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에폭시 절연체의 약한 부분 또는 에폭시 분자의 절

단으로 수많은 가지를 갖는 트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그들

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점차로 두툼하게, 더

욱더 검게 생긴 새로운 가지와 함께 진전하게 된다. 여기서 트리

가지의 미세 체널의 두께는 수μm~수십 μm에 이르게 된다. 결국 

트리가 개시되면 결국은 파괴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 잠복기 과정은, 트리 침선단 반경 r은 상대적으로 크고 

그리고 침대평판간 거리는 탄화 된 도전성 팁보다 훨씬 멀어서, 

그리하여 트리침 선단 전계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다. 그러

므로 어떤 가지의 트리도 생성하지 못하고 오랜시간 동안 지속되

게 된다. 그렇지만, 트리가 초기과정에 트리침선단으로부터 개시

되면 트리 팁에서 트리침 곡률반경 r은 작게 되어 그리하여 트리 

팁에서의 전계강도가 트리침의 선단 보다 더 강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트리 진전율은 더욱더 빨라지고 새로운 트리 팁과 대항전

극간거리가 훨씬 더 좁혀져서 새로운 트리 팀 전계강도가 더욱더 

강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트리성장률이 가속되어진다[17][21]. 

결과적으로, 잠복기의 시간은 가능한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수

한 절연재료로 이용하는 트리 진전율이 지연되게 된다. 

3.4 에폭시 수지 B41과 CT 5531 CI의 절연수명평가

그림 9와 표 3에서는 에폭시 B41과 CT 5531 CI 에폭시 시스

템의 전기적 교류 트리 절연파괴 수명을 평가하였다. 와이블 플

롯은 3가지 파라미터로서 형상파라미터, 스케일파라미터 그리고 

B10수명의 파라미터로서 측정된 결과의 수명을 평가할 수가 있

다. 형상파라미터는 측정된 자료의 회귀분석을 통한 기울기를 의

미하는 것으로, 기울기가 낮으면 측정자료의 분포가 넓고 반대로 

높으면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요

한 점은 고전압을 수반한 중전기기에서는 대부분 약점으로 파괴

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중전기기의 경우 평등전계부분에서는 강

한 절연내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자리 및 불평등전계에 취

약한 부분으로 절연파괴가 발생하게 되면 중전기기는 불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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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폭시 B41과 CT 5531 CI 수지의 전기적 교류 트리 절

연수명 평가

Fig. 9 Evaluation of electrical AC treeing insulation life of 

epoxy B41 and CT 5531 CI resin.

표 3 그림 9 와이블 플롯의 특성값 

Table 3 Properties values of the weibull plot

Types
Shape 

Parameter

Scale 
Parameter

(min)

B10 Life
(min)

Epoxy B41 6.83 1228.73 882

Epoxy CT 5531 CI 1.50 3557 794

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형상파라미터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파라

미터이다. 10개 중 9개가 우수하더라도 그 중 한 개의 결함으로 

전력기기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또한 

스케일파라미터는 63.2% 지점의 교점에서의 절연내력을 의미하

는 것으로 실제적인 절연내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그리고 

B10수명의 파라미터는 하위 10% 지점에서의 확률분포를 나타낸 

경우로, 형상파라미터가 낮으면 B10수명은 매우 낮게 평가된다. 

반대로 형상파라미터가 높으면 B10 수명은 높게 평가되게 된다. 

이와같은 파라미터를 기초하여 볼 때 B41의 에폭시수지의 형

상파라미터는 6.83을 나타내었고 반면, CT 5531 CI의 경우 1.5를 

기록하였다. CT 5531 CI 수지의 불평등 전계인 장시간 트리실험

에서 파괴되는 시간분포의 폭이 매우 넓어 신뢰성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B 41 수지의 경우 절연파

괴 수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지만 신뢰성에는 그보다 우위에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절연파괴 수명을 바탕으로 산업체에서는 절

연 설계 시 그 점을 감안하여 적용하면 향상된 전력기기의 제품

을 생산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전기기 GIS Spacer 용 에폭시수지 3 종류 

(Araldite B41, Araldite CT 5531 CI 그리고 Araldite B46)에 대

한 신뢰성평가를 위해, 교류 트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인가전계는 

E=1149.4 kV/mm, 주파수 1000Hz를 인가하여 주파수 가속을 실

시하였다. 측정시스템은 자동화된 트리전용 측정시스템으로 트리

잠복기, 트리개시, 진전 그리고 파괴의 전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

를 이용하여 2분 동안마다 컴퓨터에 영상자료가 저장되는 시스템

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GIS 중전기기 용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로서 3종류 수지의 

교류 전기적 트리실험의 결과 트리절연파괴 시간의 결과 B 

46>CT 5531>B 41의 순으로 절연파괴에 이르는 시간의 결과

를 얻었다. 에폭시수지의 차이점은 점도의 차이로서 B 46>CT 

5531 CI>B 41의 순으로 점도가 높은 상태이다. 

2. 3 종류의 트리개시 및 진전 그리고 파괴의 경우 B 41, CT 

5531 CI 그리고 B46의 에폭시수지 트리개시 이전의 트리 잠

복기가 200분, 542분 그리고 29,040분으로 잠복기의 큰 차이

를 얻게 되었다. B41에 비하여 B46는 145배 그리고 CT 

5531CI의 경우보다 53배가 긴 잠복기를 갖는 특성을 얻게 되

었다. 이는 중전기기용 에폭시수지의 선택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트리개시는 결국 최종적으로 파괴를 가져오

는 특성을 갖고 있다. 

3. 3 종류의 에폭시수지의 경우 트리개시와 진전에서 트리형상은 

모두가 가지형 트리로 개시하였고 그리고 진전하였다. 특징적

인 것은 CT 5531 CI의 경우 측면으로 트리진전이 크게 진행하

였고 B41의 경우 점진적인 트리진전이 이루어졌으며, B46의 

경우 초기트리 개시로부터 파괴직전까지 트리 진전이 매우 지

연되었고, 극적으로 파괴에 이르는 과정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4. 본 연구는 GIS용으로 범세계적 주로 사용되는 에폭시수지로

서, 전기적 트리의 개시는 언젠가는 파괴가 예견된 수명을 평

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잠복기가 긴 수지 일수록 절연수지로

서 우수하다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고점도 이지만 B46의 

경우 B41에 비하여 145.2배, CT 5531 CI에 비하여 53.57배 

긴 잠복기를 갖는 에폭시수지로 수지와 텅스턴과 강한 계면결

합, 가교밀도 등이 높은 유럽형 중전기기용 수지로 주목받을 

수지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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