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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변압기 재질 개선을 한 수명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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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Rubber Gasket Material for Pole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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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cceleration life test for rubber gasket of pole transformer was performed. The Arrhenius method was 

applied as an accelerated degradation test. The failure mode was considered as an elongation, and the failure mechanism 

is counted as a heat. It is found that both the current material(NBR: Nitrile Butadiene Rubber) and recommended 

alternative material(HNBR: Hydrogenated Nitrile Butadiene Rubber) have the same Weibull distribution as a life 

characteristic.  For life expectation 95% reliability level of characteristic life is used at using temperature.  The test 

results for NBR and HNBR are 7.7 years and 28.0 years on 50℃ of using temperatur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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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주상변압기의 연 괴의 원인으로는 수분침투가 약 32%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이와 같은 수분침투는 

성능이 불량할 때 발생하는데, 주상변압기 을 해서 

개구부에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고무재질의 요건으로는 

내오존성과 내유성, 그리고 내열성이 좋은 재질이어야 한다. 

기존에 주상변압기의 재의 재질은 NBR(Nitrile 

Butadiene Rubber)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NBR 재질에 

하여 평가 결과 수명이나 기 성능 등에서 재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2].

본 평가의 궁극 인 목 은 주상변압기에 사용되는 고무

개스킷 소재의 수명 보증에 한 데이터 확보로 고무 개스

킷의 재질을 선정하는 기 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제품의 품

질  신뢰성을 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NBR 재의 체재질인 HNBR 

(Hydrogenated Nitrile Butadiene Rubber)과 Viton 재질에 

한 수명평가를 수행하여 주상변압기에 한 재질을 제

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주상변압기 연

주상변압기는 13,200V의 1차 고 압을 230V로 강압하는 

설비로서 변압기 내부의 권선과 변압기 외함과 연결하는 

연체인 부싱을 사용한다. 그리고 주상변압기 내부에는 연

유로 채워져 있고 외부의 습기와 산소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1차 부싱(고 압측)의 설비로는 상

부개스킷과 하부개스킷이 있다. 상부개스킷은 고압측 단자

와 연결되는 상부클렘 의 과  속에 고무개스킷이 설치

된다(그림 2). 유변압기를 상으로 조사 한 결과 유부

는 부분 1차부싱 상부개스킷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개스킷 손상형태는 나선형 균열인데 이는 비틀림과 

단에 의한 마찰력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변압기의 연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들과 향상 방안은 아

래와 같다. 그 에서 본 논문은 재료시험 수행에 한 

내용을 다룬다.

상 근본원인 해결방안 수행내용

수분/산소 습분/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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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료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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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방
연내력 
개선

연지 제작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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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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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압기 연성능 하 원인  향상방안

Fig. 1  Causes of insulation degradation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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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 연결단자 1차부싱 상부 부 

1차부싱 하부 부(개스킷) 

도체연결 나사산 상부 개스킷 

그림 2 1차부싱  상부 부 구조

Fig. 2 Structure of primary upper and lower bushing

그림 3 1차부싱 상부  하부개스킷 열화  찢김손상 사례

Fig. 3 Samples of degradation and tearing for primary 

upper and lower part gasket 

3. 시험시료  물리  특성 시험

NBR(Nitrile Butadiene Rubber)은 니트릴 고무로 불리고 

아크릴로니트릴과 부타디엔의 에멀젼공 합체이다. 내유성, 

내열성에 사용하는 고무이며 국내에서 고무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

HNBR(Hydrogenated Nitrile Butadiene Rubber)은 니트

릴고무에 수소첨가를 하여 불포화기를 제거시켜 내유성을 

유지하며 노화특성과 내열성을 좋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주성분은 Base polymer(54.3%), Carbon black(reinforcer) 

(31.6%)등으로서 HNBR은 내열성과 내유성이 필요한 고무

부품에 많이 사용한다. Base polymer는 천연고무와 Naphta

분해 공정에서 얻어진 단 체(Monomer)를 공 합하여 만들

어진 합성고무이다.

FKM은 불소고무로서 Fluoro rubber라는 합성고무이다. 

불소고무는 특수한 물성으로 내열성, 내유성, 내약품성에 가

장 우수한 고무라고 알려져 있으며 국방병기, 고도의 산업기

계, 인공 성 등 특수하게 사용되는 합성고무이다. Trifluoro 

chloro ethylene, Vinylidene fluoride 이 원공 합체합성고무

이다. 그러나 불소고무는 값이 비싸고, 고도의 가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다.

3.1  물리 특성  시험방법

물리  특성 시험방법은 국제표 인 ISO기 에 의해 시

험을 하 다. 최근 한국산업규격(KS)가 ISO와 부합화를 하

여 KS에 ISO가 많이 용되었다. 따라서 KS M ISO 

37:2007(가황 는 열가소성 고무-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에 따라 인장강도와 신장률을 측정하 으며 KS M ISO 

48:2008(가황 는 열가소성 고무-경도 측정(10 IRHD와 100 

IRHD 사이의 경도))에 의해 국제 고무경도를 측정하 다. 

한,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도인 듀로미터법 경도를 

측정하기 해 KS M ISO 7619-1:2006(가황 고무  열가

소성 고무-압입 경도 측정 방법-제1부 : 듀로미 터법(쇼어 

경도))에 따라 경도를 재측정하 다.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

로 ISO 11346 2004 (Rubbe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 

estimation of life-time and maximum temperature of use)

에 근거한 수명시험법으로 실제 사용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KS M ISO 188 :2009(가황 는 열가소성 고무- 진 노화 

 내열 시험)에 근거하여 가속 열 노화 시험을 수행 하

다. 가속모델은 화학소재에서 일반 으로 많이 용하고 있

는 아 니우스 모델(Arrhenius Model)을 용하 으며 이 

는 ISO 11346의 련문헌에 근거하 다. 

인장
강도
(Mpa)

연신율
(%)

온도
범
(℃)

내열화성 내오존성 내유성

NBR 14.7 350 99~121 Good
Fair
-Good

Good

HNBR 23.2 390 121~149 Excellent
Good-
Excellent Good

FKM
(Viton)

11.6 200 232~316 Excellent Excellent Good

표 1  재질별 물리화학  특성분석 결과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hysical/chemical characteristic for 

NBR, HNBR and FKM(Viton) 

4. 개스 킷  고무재질 수명평가

4.1  시료 선정  평가방법  

주상변압기 개스킷의 요건으로 내열성, 내유성, 내오존성, 

가격  장수명으로 도출하 으며 이에 합한 재질을 검토

한 결과  NBR을 체 할 수 있는 재질로 HNBR과 FKM

을 선정하 다. 유변압기를 조사한 결과 개스킷의 유 

원인은 단응력  열화에 의해 나선형 단이 생겨 나타

나 열화에 강한 재 선정이 요하며 후보 재질인 

HNBR과 FKM 두 재질에 한 수명평가 공개정보가 여의

치 않아 직  수명을 평가하 다.

수명평가 상시편으로는 NBR, HNBR  FKM을 선정

하 으며 KS B 2805 규격 시험  오존시험에 합격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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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시험방법은 ISO 11346을 따라 수행하 다. 시편 

제작은 ISO 37 Type 1 Dumbell, 시편수는 재질당 300개로 

총 900개를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열화 시험로에 열

을 가한 상태에서 1회당 5개씩 시편을 꺼내어 연신율 앙값

을 측정하며 연신율 감소율(e/e0) 50% 되는 시 까지 시험

을 계속한다.

4.2 개스 킷  가속열 화  시험

가속열화시험은 재질의 고장시간 신 주기  는 지속

으로 재질의 성능(performance)을 측하여 그 측 값들

로부터 고장시간을 추정하는 시험방법이다. 열화

(degradation)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며, 성능이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되는 경우, 시료의 성능이 고장 정기

이 되는 정해진 성능값 이하로 떨어지는 최  시간을 고장

시간으로 추정한다. 먼  시료의 열화량과 고장과의 계를 

이용하여 열화 데이터로부터 고장시간을 측하고 측 된 

고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4.2.1  스 트 스 와 수명의 계 

가속열화시험을 통해 아이템의 수명을 측하기 해서는 

합한 수명분포와 스트 스 수  과 수명 특성의 계를 

정확하게 악해야 하며 수명특성(Life characteristic)은 수

명을 표하는 평균수명, 앙수명, 백분  수명 등으로 측

정되어 질 수 있다. 

Distribution Parameters Life Characteristic

Weibull β, η Scale parameter, η

Exponential λ Mean Life, (1/λ)

Lognormal μ, σ Mean Life, eμ

표 2 수명분포별 특성 parameter  life characteristic

Table 2 Parameter and life characteristic for distributions

4.2.2 가속열 화 모델  수명분 석  모델

가속열화모델은 사용시간의 경과에 따른 열화과정을 나타

내는 시간과 열화량의 계식으로 설명되며 가속열화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수명을 분석하기 한 모델식은 주어

진 가속스트 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일반 으로 용하는 

모델식이 있다. 그  본 연구에서 용하고자 하는 모델은 

아 니우스모델(Arrhenius relationship model)을 용하

다. 아 니우스 계식은 열에 의한 고장메커니즘(failure 

mechanism)을 갖는 고무나 라스틱 소재의 가속수명시험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 ISO규격에서 가황고무나 는 

열가소성고무가 장시간 동안 고온에 노출로 인한 결과로부

터 고무의 열 내구성을 추정하기 한 방법으로 ISO 11346 

: 2004(Rubbe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 Estimation of 

life-time and maximum temperature of use)를 규정하고 있

다.

4.2.3 고장 모드( Failure mod e)   메커니즘 선정

고무 소재의 물리  특성은 기본 으로 인장강도, 신장률, 

경도를 말한다. 인장강도는 단 시에 고무가 갖고 있는 힘

이며 신장률은 단｠시에 늘어나는 정도이다. 본 시험에서

는 고장모드를 신장률로 제시하 다. 따라서 물리  특성시

험은 인장강도, 신장률, 경도를 모두 시험하고 수명을 측

하기 한 고장모드는 신장률로 정하 다. 그리고 고장 메

커니즘은 열(Heat)  요인으로 선정하 다.

4.2.4 가속 시험 스 트 스  선정 

고장메커니즘이 온도이므로 가속스트 스인 온도를 사용

온도(Service temperature)보다 높게 설정하여 시험을 하여

야 하며 가속열화 시험 온도를 설정함에 있어 NBR인 경우 

100℃, 120℃, 140℃에서, HNBR 경우 130℃, 150℃, 170℃, 

FKM인 경우 210℃, 230℃, 250℃에서 가속열화 시켰다. 그

리고 연신율 측정 값은 1회 측정시 연신율 측정한 5개 값의 

앙값(medium)을 취하여 열화물성 값을 취득하 다. 

5 . 가속열 화  시험결 과

5 .1  연신율 변화

그림 4부터 그림 5는 NBR과 HNBR의 연신변화율은 시

간에 따라 지수 함수 인 거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FKM 재질의 경우 기 15시간에서 

연신율이 어느정도 떨어진 후 약 25일간 변화율이 없다. 이

는 기 물성이 온도에 의해 변하지 않고 그 로 유지되어 

열에 한 재질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NBR 연신율 변화 특성 그래

Fig. 4 Elongation ratio characteristic curve of NBR

그림 5  HNBR 연신율 변화특성 그래

Fig. 5  Elongation ratio characteristic curve of H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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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KM(Viton) 연신율 변화 특성 그래

Fig. 6 Elongation ratio characteristic curve of FKM(Viton)

5 .2 수명평가

상기 연신변화율이 -50%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

하여 그의 추세선(fitting-line)을 보고 주상변압기 개스킷 온

도에 따른 측수명을 구하 다(그림 7).

그림 7  재질별 수명곡선

Fig. 7  Life curve for NBR, HNBR and FKM(Viton)

 5 .2.1  특성  p arameter  활성  화  에 지  산출 

아 니우스 모델을 용하여 구한 분포의 특성 parameter

인 형상모수(shape parameter)는 NBR 고무소재의 경우 

23.1이고 HNBR 고무소재의 경우는 7.1임을 알 수 있었다. 

형상모수는 높을수록 일정 시간 에서 일 으로 고장이 

남을 의미한다. 즉 NBR의 경우 고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물성값이 50%까지 하되는 시간이 산포가 없이 일 으

로 동일시간 에 하됨을 알 수 있다. 반면 HNBR은 형상

모수가 7.1로써 NBR보다는 고장이 발생하는 시 이 산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르게 해석하면 HNBR이 내열성이 

더 좋은 것으로 단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형상모수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고장이 시간의 경과함으로 인

해 증가하는 증가고장률 함수의 형태이며 표 3은 각 소재별 

특성 parameter  활성화에 지(Activation Energy)를 정

리한 것이다.

           Material

Item 
NBR HNBR

Acceleration Model Arrhenius

Life Distribution Weibull Distribution

Analysi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MLE)

Shape Parameter 23.1 7.1

Activation Energy 0.93eV 0.83eV

표 3 고무 소재별 추정된 특성 Parameter  활성화 에

지

Table 3 Assumed characteristic parameter and activation 

energy

5 .4 열  노화  수명시험 결 과  

본 시험에서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B50 방법으로 수

명을 측하 다. B50 수명이란 신뢰수  95%에서 

percentile 50%를 가지는 수명을 의미한다. 신뢰성 기반 수

명평가는 데이터의 산포와 신뢰수 을 고려하여 수명을 

측하기 때문에 Arrehnius 수명평가 보다는 좀더 보수 인 

수명을 나타낸다. 

  Material

Temp(℃)
Percentile

NBR HNBR

hour year hour year

30
B50

(MTTF)
616,070 70.3 1,769,000 201.9

35 B50
(MTTF)

345,610 39.4 1,054,000 120.3

40
B50

(MTTF) 197,490 22.5 638,490 72.8

45
B50

(MTTF)
114,850 13.1 392,920 44.8

50
B50

(MTTF)
67,926 7.7 245,460 28.0

55
B50

(MTTF)
40,820 4.6 155,550 17.7

60
B50

(MTTF)
24,909 2.8 99,934 11.4

표 4 고무소재별 사용 수명 측

Table 4 Life expectation for NBR and HNBR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용 온도별 수명을 측하 다. 

측된 데이터는 수명분포를 고려하여 신뢰수  95 %에서 

계산되었으며 percentile(백분 수) 50에서의 수명이다. 

percentile 50은 tp50 는 B50으로 표기되며 이는 신뢰도가 

50%라는 것을 의미한다. 체 으로 NBR 보다는 HNBR의 

사용수명이 더 긴 것으로 측되었으며 이론 으로 HNBR

이 NBR보다 내열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failure 

mechanism이 열(heat)인 요인에서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사용수 에서 측된 특성수명으로 가속계수

(Acceleration factor)를 계산 할 수 있다. 가속계수

(Acceleration factor)는 사용수 과 가속수 에서의 특성수

명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식은 식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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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AF: 가속계수

        Luse : 사용환경에서의 특성수명

        Laccelerated : 가속수 에서의 특성수명

        Ea : 활성화 에 지 (eV)

        k : 볼츠만 상수 (eV/k)

        Tu : 사용 온도 (  온도, K)

        Ta : 가속시험 온도(  온도, K)

식(1)를 이용하여 NBR고무 소재와 HNBR고무 소재의 가

속계수를 계산하면 표 5과 같다.

Material
Service 

Temp.(℃)

Acceleration 

Temp.(℃)
가속계수(AF)

NBR

30 100 798.8

40 100 256.1

50 100 88.1

60 100 32.3

HNBR

30 150 8517.3

40 150 3074.2

50 150 1181.8

60 150 481.2

표 5  가속계수(Acceleration factor) 산출

Table 5  Calculation of acceleration factor 

표 5에서 제시한 가속계수를 근거로 하여 가속온도에서 일정

시간을 시험함으로써 보증하고자 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보증기

간만큼의 시험을 재 할 수 있다. 를 들면 NBR 고무소재의 

경우 사용온도가 50°C일 경우 특성수명이 7.7년이므로 7.7년에 

상응하는 노화시험을 하고자 하면 100°C에서 가속계수(AF(100))

가 88.1이므로 AF(100)=88.1=℃에서시험시간
시간년

이므로 

t(100)=약771시간이 된다. 따라서 가속 열 노화시험 100°C에서 

771시간동안 실시하면 7.7년에 상응하는 노화시험이 되는 

것이다. HNBR 고무 소재의 경우도 사용온도가 50°C일 경

우 특성수명이 28년이고 150°C에서 가속계수(AF(150))가 

1181.8 이므로 AF(150)=1181.8= ℃에서시험시간
시간년

이 

되므로 t(150)=약 208시간이 된다. 즉, 가속 열 노화시험을 

150°C에서 208시간 동안 실시하면 28년에 상응하는 노화시

험이 된다.

6. 고  찰

표 6의 주상변압기 50.5℃에서 Arrhenius 온도-수명곡선

을 이용한 NBR와 HNBR 수명은 7.1년과 39.3년이며 신뢰성 

기반 수명평가 결과는 각각 7.7년과 28.0년으로서 NBR의 경

우 거의 편차가 없으며, HNBR인 경우 11.3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술한 것처럼 신뢰성기반 수명평가가 신뢰수  

 데이터의 산포를 고려한 것에서 기인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 측수명을 종합해 볼 때 HNBR이 변압기 설

계 수명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재질임을 알 수 있다. FKM 

재질의 경우 기 연신율이 격하게 떨어진 후 일정기간 변

화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까지 하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HNBR보다 내열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켓

 치

(1)

평균온도

(℃) 

수  명

신뢰성기반 

분석

비신뢰성기반 

분석(ISO)

NBR HNBR NBR HNBR FKM

1차부싱 

상하부
47.2 12.0 40.0 10.0 54.3

반 구2차부싱 

외부
50.5 7.7 28.0 7.1 39.3

 뚜껑 34.7 39.0 120.0 39.0 197.1

표 6 주상변압기 치별 사용온도에 따른 수명

Table 6 Calculated life for locations of pole transformer

Note(1) 변압기 사용 년평균 온도 = 치별 실측온도(100% 부하) + 

기 평균온도 (12.2℃) + 직사 선 평균온도 (5℃)

7 . 결   론

주상 변압기에 사용되는 고무 개스킷용 고무소재로 가속

열화시험을 실시하 다. 가속열화시험을 선택한 이유는 

측방식이 정시 단 방식이어서 일정 기간만 가속시험을 실

시하고 고장 정기 까지 열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시는 외

삽을 통하여 열화시간을 추정하기 함이었다. failure mode

는 신장률이며 failure mechanism은 열(Heat) 이다. 가속 열 

노화시험 후 고무의 물리  특성값인 인장강도, 신장률, 국

제고무경도, 듀로미터 경도를 측정하고 수명평가는 failure 

mode는 신장률로 수명평가 분석을 실시하 다. 가속열화시

험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수명분석 시 합한 

수명분포  수명분포의 모수 등을 추정하 으며 수명분포

와의 계로 아 니우스 계식에 용하여 신뢰수 을 고

려한 사용수명을 측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 하여 

개스킷 재질을 개선함으로써 변압기 연향상과 변압기 수

명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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