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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서지와 온도스트레스 하에서 PAI/Nano Silica

에나멜와이어의 가속절연수명 평가

Accelerated Insulation Life Estimation for PAI/Nano Silica Enamelled Wire under Inverter 

Surge and Temperatur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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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 and DC insulation breakdown voltage was studied for magnet wire coated with double layers of high flexural 

PAI layer and high anti-corona PAI/nanosilica (15 wt%) layer. The specimens were prepared at various drying temperatures 

(T/D): 220oC, 240oC, and 260oC, respectively. The increase effects of nanosilica on AC and DC insulation breakdown voltage 

were not so significant compared to that of magnet wire coil coated with original PAI. And the AC and DC insulation 

breakdown voltage was improved by decreasing diameter of winding coil. As T/D temperature increased, AC and DC insulation 

breakdown voltag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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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AI (Polyamideimide)코일 선들은 열적 그리고 전기적 절연특

성이 양호하다. 폴리아미드는 열적저항, 기계적강도 그리고 화학

적 저항성을 갖는 일종의 고분자이다. 그러므로, 폴리이미드코일

이 가혹한 환경조건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1~3]. 폴리이미드

는 인버터되먹임 모터권선과 전원을 바꾸기 위해 고전압 모터코

일에 사용되어진다. 최근에는, 고속 스위칭을 허용하는 소자로서, 

즉 절연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IGBTs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가 인버터 전원장치로서 개발되어져 왔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고분자 메트릭스 상에서 나노 크기의 

필러들의 응용에 관심을 가져왔다[4~7]. 이유는 고분자 나노콤포

지트들은 나노가 들어가지 않은 원형수지보다 더욱더 향상된 절

연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시 나노필러가 고분자

의 전기적 그리고 기계적 특성 향상을 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환

경적인 문제는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에너지 효율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 산업분야에

서, 현재와 같이 많은 자동차의 증가는 오늘날 자동차산업에서 

요구된 고효율을 전달하기 위해, 인버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속도

를 구동해야한다. 인버터전원은 IGBTs를 갖는 PWM(Pulse 

Width Modulation:펄스폭 변조)기술로 공급하는 것이 고속스위

치 장치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터제어성능을 향상

시키고 그리고 스위칭 손실을 줄여준다[8~10].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고효율의 성능을 갖는 산업용 모터와 같은 산업에 적용

하기 위하여, 4종류의 코일을 개발하여 제조하였다. 즉, PAI원형, 

나노실리카 15wt% 충진된 PAI의 바니시를 개발하여 이중층으로 

구리도체에 코팅한 코일을 T/D 493K(220℃),513K(240℃), 533K 

(260℃) 온도조건하에서 경화시킨 3종류 코일을 인버터서지가 인

가된 높은 온도스트레스를 주어 절연파괴 시간을 측정하여 가속

절연수명을 평가 하였다. 

2. 실  험

PAI 코일의 에나멜 절연층 두께가 30~50μm이고, 각형구리코

일의 두께와 폭은 각각 0.77~0.83mm 그리고 1.17~1.23mm을 

Sam Dong Co.,Ltd에서 제조하였다. 첫 번째 층은 고유연성 PAI

원형 바니시로 코팅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층의 바니시는 코로나 

방지용, 나노실리카 충진함량 15wt%를 완전 분산시킨 바니시로 

코팅하여 각각의 온도조건 T/D: 493K, 513K, 533K로 3종류의 

경화조건으로 새로운 코일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4종류 코일의 절연수명 평가를 실시하

였다. 실험조건은 인가전원 및 주파수 1.5kV/20kHz 의 인버터 

서지조건이 그림 1에서 나타낸 전극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은 감

기어진 실린더형 전극에 밀착하여 접촉된 상태의 샘플에 인버터

서지 전원이 인가되어졌다. 감기어진 코일의 실린더형 전극의 지

름이 5mmφ 로서, 2회 감기어진 상태로 한쪽 단자의 코일 끝부

분은 절연층을 제거하였고 그 단자는 (+) 전원부에 연결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단자는 380g의 하중을 갖는 추를 매달아 지지

하도록 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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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괴전압 측정을 위한 샘플과 실린더의 배열 

Fig. 1. Arrangement of cylinder and specimen for the 

breakdown voltage test.

그림 2 인가된 인버터서지 파형 

Fig. 2 Waveform of Inverter Surge

표 1 샘플의 종류 

Table 1 Type of samples

sample 
types

High Flexible PAI Vanish+Anti Corona 
Vanish (silica contents :15wt%)

Type_1 PAI Original coil diameter: 5mmφ
Type_2 T/D :493K coil diameter: 5mmφ
Type_3 T/D :513K coil diameter: 5mmφ
Type_4 T/D :533K coil diameter: 5mmφ

그림 3 PAI 원형코일의 절연파괴시간 와이블플롯

Fig. 3 Weibull plot for Insulation breakdown time of PAI 

Original coil

표 2 그림 3 와이블플롯의 특성값

Table 2 Properties value for Weibull Plot of Figure 3

Temperature
shape

parameter

scale

parameter

(min)

B10 life

(min)

293K  6.34 13.34 9.27

343K 5.15 12.11 7.83

373K 2.90 11.71  5.38

423K 2.58 11.38 4.74

473K 1.36  5.20  0.99

523K 1.42 4.22 0.87

그림 2에서 나타낸 인버터서지의 파형 발생장치 Model: 

APCP-12kV-100, Sky Innotek Co. Ltd. 로부터 1.5kV/20kHz의 

고전압 펄스파형을 발생시켜, 코일 샘플에 인가되어졌고 동시에 

온도스트레스에 의한 가속수명평가를 위해 온도스트레스 변수 

즉, 20, 70, 100, 150, 200, 250℃ 일정한 온도조건하에서 실험이 

실시되었고, 코일의 절연수명이 끝날 때까지 일정한 조건에서 수

행하였다.

3. 결과 및 검토고찰

3.1 절연수명 평가를 위한 여러 T/D 온도조건하에서 경화된 

코일의 절연파괴 시간

3.1.1 PAI 원형코일의 절연파괴 시간

그림 3, 표 2에서는 PAI(나노 미충진) 원형 코일의 전극세트를 

convection oven에 넣고, 장시간 열적스트레스를 주는 가속열화

의 환경온도 293K, 343K, 373K, 423K 그리고 523K 조건하에서 

인버터서지 1.5kV/20kHz를 전극에 인가하였고, 코일의 절연이 

파괴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와이블 플롯으로 나타내었다. 

PAI 원형코일의 온도증가에 따라 형상파라미터가 감소하였고 그

리고 스케일파라미터도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B10수명의 

결과 역시 감소하였다.

여기서, 스케일파라미터는 누적확률이 실패(fail)에 기대되는 

값을 의미하고 그리고 형상파라미터는 데이터 분포를 의미하는 

기울기로부터 얻어지는 누적확률의 63.2%에 의해 결정되는 인버

터서지 인가된 절연파괴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B10값은 

10%가 주어진 측정조건하에서 fail이 일어날 수 있는 전기적 

failure을 언급하는 것이다.

상온상태를 기준으로 스케일파라미터를 비교할 때 343K에서는 

9.22%, 373K일 때 12.2%, 423K일 때 14.7%, 473K일 때 61% 

그리고 523K일 때 68.36%로 감소되는 결과이다.

293K~424K, 열적스트레스 조건에서는 절연파괴 시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473K~523K 범위에서 열적스트

레스 영향이 절연파괴 시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진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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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ype 3 코일의 절연파괴시간 와이블플롯

Fig. 5 Weibull plot for Insulation breakdown time of Type 

3 coil

표 4 그림 5 와이블플롯의 특성값

Table 4 Properties Value for Weibull Plot of Figure 5

Temperature
shape

parameter

scale
parameter

(min)

B10 life
(min)

293K 8.66 108.76  84.06

343K 6.49 64.27 45.45

373K 5.32 43.13 28.40

423K 7.11 21.24 15.45

473K 7.91  14.15 10.64

523K 4.73 9.78  6.06

타내었다.

 

3.1.2 T/D:493K 온도조건에서 경화된 코일의 절연파괴 시간

그림 4, 표 3에서는 높은 유연성을 갖는 PAI 바니시를 도체 

코일에 코팅하였고, 다음 층으로 코로나를 막은 높은 절연성능을 

갖도록 나노실리카 충진함량 15wt%로 충진 분산된 나노바니시를 

코팅한 코일을 T/D 220℃(493K) 건조과정에서 제조된 코일의 장

시간 절연파괴 시간을 측정한 결과 와이블플롯으로 나타낸 결과

이다. 스케일파라미터(63.2%)의 결과, 온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

록 절연파괴 시간은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또한 B10 수명(10%)

의 결과도 온도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결과이다. 

온도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절연파괴시간의 감소비율은 상온상태

를 기준으로 할 때, 343K 환경에서 58.84%, 373K 환경에서 

68.9%, 423K 환경에서 94.3%, 473K 환경에서 94.5% 그리고 

523K 에서 95.9%로 매우 크게 감소된 결과를 얻었다. 

상온상태에서 절연코일의 온도스트레스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인버터서지 영향만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결과로 볼 때 열적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절연파괴시간에 큰 인자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4 Type 2 코일의 절연파괴시간 와이블플롯

Fig. 4 Weibull plot for Insulation breakdown time of Type 

2 coil

표 3 그림 4 와이블플롯의 특성값

Table 3 Properties value for Weibull Plot of Figure 4

Temperature
shape

parameter

scale
parameter

(min)

B10 life
(min)

293K 4.64 271.93 167.68

343K 4.28 111.92 66.18

373K 1.65 84.61  21.85

423K 10.58 15.42 12.51

473K 6.42 14.95 10.56

523K 4.50 10.92 6.65

3.1.3 T/D:513K 온도조건에서 경화된 코일의 절연파괴 시간

그림 5, 표 4에서는 높은 유연성을 갖는 PAI 바니시를 도체코

일에 코팅하였고, 다음 층으로 코로나를 막은 높은 절연성능을 

갖도록 나노실리카 충진함량 15wt%로 충진 분산된 나노바니시를 

코팅한 코일을 T/D 240℃(513K) 건조과정에서 제조된 코일의 장

시간 절연파괴 시간을 측정한 결과 와이블플롯으로 나타낸 결과

이다. 스케일파라미터(63.2%)의 결과, 온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

록 절연파괴 시간은 그림 5의 T/D 240℃의 경우와 같이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또한 B10 수명(10%)의 결과도 온도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온도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절연파괴 시간의 감소비율은 상온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343K일 때 40.9%, 373K일 때 60.34%, 423K일 때 80.47%, 

473K일 때 86.99% 그리고 523K일 때 91.00%로 매우 크게 감소

된 결과이다. 상온상태에서 절연코일의 온도스트레스는 전혀 없

었고, 단지 인버터서지 영향만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결과로 볼 

때 열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절연파괴시간에 큰 인자로서 작용함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00℃(373K)이하의 온도스트레스를 줄 

때, T/D 220℃(493K)에서 건조된 코일의 절연파괴시간이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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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ype 4 코일의 절연파괴시간 와이블플롯

Fig. 6 Weibull plot for Insulation breakdown time of Type 

4 coil

표 5 그림 6 와이블플롯의 특성값

Table 5 Properties value for Weibull Plot of Figure 6 

Temperature
shape

parameter

scale
parameter

(min)

B10 life
(min)

293K 3.90 167.31 93.89

343K 3.00 69.42 33.04

373K 15.76 66.30 57.45

423K 2.36 15.27 5.86

473K 2.62 11.98  5.11

523K 2.50 7.53 3.06

(a) 온도 스트레스 vs 절연파괴시간

(b) 온도 스트레스 vs 비가속 스트레스에 대한 가속스트레스 절

연파괴 시간의 비(%)

그림 7 4 종류 코일의 온도스트레스에 대한 절연파괴시간

Fig. 7 Insulation Breakdown Time for Temperature Stress of 

4 Types Coil

긴 수명을 얻었으며, 423K~523K의 고온에서는 큰 차이 없이 거

의 같은 절연수명을 나타내었다.

3.1.4 T/D:533K 온도조건에서 경화된 코일의 절연파괴 시간

그림 6, 표 5에서는 높은 유연성을 갖는 PAI 바니시를 도체코

일에 코팅하였고, 다음 층으로 코로나를 막은 높은 절연성능을 

갖도록 나노실리카 충진함량 15wt%로 충진 분산된 나노바니시를 

코팅한 코일을 T/D 260℃(533K) 건조과정에서 제조된 코일의 장

시간 절연파괴 시간에 대한 와이블플롯의 결과이다. 스케일파라

미터(63.2%)의 결과, 온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절연파괴 시간

은 그림 6의 T/D 260℃의 경우와 같이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또한 B10 수명(10%)의 결과도 온도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온도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절연파괴시

간의 감소비율은 상온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343K일 때 58.5%, 

373K일 때 60.37%, 423K일 때 90.87%, 473K일 때 92.84% 그리

고 523K일 때 95.5%로 매우 크게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상온상

태에서 절연코일의 온도스트레스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인버터서

지 영향만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결과로 볼 때 열적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절연파괴시간에 큰 인자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100℃(373K)이하의 온도스트레스에서 절연파괴시간이 좀더 

긴 수명을 얻었으며, 423K~523K의 고온에서는 절연파괴 수명이 

매우 짧은 절연수명으로 Type 2,3,4의 경우 거의 근사한 절연파

괴 시간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그림 7(a)에서는 가속열화 스트레스에서 

절연파괴 시간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그림 7(b)에서는 상온상태 

(가속열화가 없는 상태)에서 절연파괴 시간과 가속열화 (343K, 

373K, 423K, 473K 그리고 523K)환경에서 절연파괴 되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상온상태는 온도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버터 

서지에 의해 절연이 파괴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코일의 

가속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스트레스인 인버터서지가 인가된 

상태에서 환경온도 변화 (343K, 373K, 423K, 473K 그리고 

523K)의 스트레스를 가속시켜 파괴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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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스트레스인 온도증가에 따라 절연파괴 시간이 감소되었다.

 150℃(423K)이하에서는 Type 2>Type 4>Type 3>Type 1 의 

순서로 절연파괴 시간의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150℃(423K) 이

상에서는 가속스트레스 영향에 따라 절연파괴시간이 현저하게 빨

라지는 결과이며 또한 파괴되는 시간의 감소율이 매우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PAI 원형코일과 나노실리카 15wt%을 분산시킨 바니시를 이중

으로 코팅한 경우(Type 2)와의 비교에서 293K(상온)의 경우 

20.38배, 343K(70℃)의 경우 9.24배, 373K(100℃)의 경우 7.11배, 

423K(150℃)의 경우 1.35배, 473K(200℃)의 경우 2.87배 그리고 

523K(250℃)의 경우 2.58배가 긴 절연수명을 나타내었다. 이런 

이유는 상승된 온도는 금속전극 내에 있는 주입된 hot 전자 에

너지와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전하방사의 능력을 증진시킨

다. 자유라디칼 분자들은 역시 연속적인 체인반응을 가져오는 

hot 전자와 폴리아미드이미드사이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된다. 

체인의 반응은 고분자의 무질서와 트랩밀도를 높이는 국부적 저

분자 영역과 저중량 분자의 산물을 생성시키는 것은 고분자의 열

화로 결과 된다. 그때 전자의 트래핑 확률이 높아져서, hot 전자

의 급상승은 극적인 열화과정을 가속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1~12]. 이와같은 영향은 Erling Ildstad [14]외 연구자들

은 활성화 에너지가 열적으로 크게 여기 되어 열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열적열화의 가속으로 인하여, 시편 코일의 

절연특성이 점차로 약화될 때, 부분방전 전하량은 증가하게 되고 

각형코일의 경우 실린더형 전극과 코일과의 미세 간격사이 파센

의 법칙에 적용되는 사실에 기인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강화된 

부분방전은 절연 파괴시간을 상당히 짧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는 결과로 사료된다[18].

Naoki Hayakawa [15]는 부분방전 발생 메커니즘에서 초기의 

전자들의 발생확률은 낮다. 이유는 조그마한 엣지형(wedge- 

shape)의 공기 갭에서 고전계 스트레스에 노출된 시간은 주기적

인 서지 전압 하에서는 짧다. 이유는 부분방전 발생이 안정되지 

못한 이유이다. 또한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전자들은 높은 인가

전압에서 반복성의 부분방전으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방전 발생 수는 음이온 그리고 전자들로부터 기원된 초기전

자에 의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결국 온도증가에 따라 열화

가 가속되어, 수명이 짧게 되는 원인이 된다.

Manh Quan Nguyen [13] 연구자들은 저압모터에 이용하고 

있는 PAI 바니시의 부분방전 저항성은 실리카 나노필러의 충진

으로 상당히 증가됨을 보고하였고 또한 코로나저항성 바니시 수

명은 온도, 주파수 그리고 인가전압 레벨 적용시 무기물나노입자

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가속 온도스트레스 하에서 코일의 절연수명 평가

3.2.1 가속 수명시험 (accelerated life test)

 
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사용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수

행하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속수명시험은 인버터서지 

1.5kV/20kHz 조건하에서 일정한 온도스트레스 즉, 293K(상온), 

343K(70℃), 373K(100℃), 423K(150℃), 473K(200℃) 그리고 

523K(250℃)의 6단계의 온도조건하에서 코일의 절연파괴에 이를 

때까지 실시하였다.

(1) 가속모델

가속모델은 온도모델중 하나로서 아레니우스(arrhenius)모델로

서 반응속도 R와 온도(절대온도) T와의 관계식

∙exp

 (1)

여기서 R : 반응속도 또는 반응율, A는 상수, 는 활성화에

너지(eV), K는 볼쯔만상수×  , 여기서 T는 절

대온도이다.

즉, 온도모델로 적용하게 되면, 열화량 X가 시간 t에 대해, 

×와의 관계식에서 열화량 에 도달하면 고장이 발생 

한다 가정할 때, 명목 수명 L는 다음과 같다.

  ∙exp
 

 


exp




  ∙exp



(2)

식 (2)을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n ln 
 

 


  (3)

단  


가 되어 ln과


는 직선적 관계로 된다.

또한 가속계수(AF : acceleration Factor) 기준 조건 1과 가속

조건 2간의 가속계수는 두 조건에서의 수명 과의 비로서 정

의하며,

 


 


 exp








 (4)

n승 법칙으로 표현하면 


 


으로 n는 지수, S는 

스트레스 변수이다.

3.2.2 PAI 원형 코일(Type 1)의 가속 절연수명평가

그림 8, 표 6에서는 PAI 원형 코일(Type 1)에 대한 절연 수명

을 평가하기 위해 ALTA 7, Reliasoft 회사(Accelerated Life 

Test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명평가를 실시하였다. Confidence 

Level=90% 하였으며, 가속수명평가를 위해 제조된 코일의 스트

레스 사용 환경 온도를 즉, 모터의 코아 부분에 일반적으로 사용 

환경 온도가 70~80℃ 정도 환경이지만 더욱 가혹한 조건을 적용

하여 100℃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용하는 모터의 기대수명을 

20년 (10,512,000min=175,200day)으로 설정하였고, 사용시작 일

은 10분 후부터 사용하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요구된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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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AI 원형코일의 가속절연 수명평가

Fig. 8 Accelerated Insulation Life Estimation for PAI Original 

Coil

표 6 그림 8 ALTA플롯의 특성값

Table 6 Properties value for ALTA Plot of Figure 8

Properties of Type 1 coil  Result

beta(shape parameter) 2.3969

B10 3.6957(min)

warrently(time)  3.6957(min)

mean life  8.377(min)

failure rate 49,236(day)

Temperature(K) acceleration factor

423 1.2238

473 1.4351

523 1.6324

그림 9 Type 2 코일의 가속절연 수명평가

Fig. 9 Accelerated insulation life estimation for Type 2 coil

표 7 그림 8 ALTA플롯의 특성값

Table 7 Properties value for ALTA Plot of Figure 8

Properties of Type 2 coil  Result

beta(shape parameter) 2.7296

B10  26.2940(min)

warrently(time) 26.2940(min)

mean life 53.3471(min)

failure rate 37,091(day)

Temperature(K) acceleration factor

423 2.0922

473 3.7449

523 5.9968

90%로 하였으며, 수명 평가에 사용한 코일의 샘플 수는 5개를 기

준으로 실험 평가한 결과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실제적으로 

수명평가에 적용된 자료는 100℃(373K)~250℃(523K)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코일의 절연수명 평가결과는 표 6에서 나타내었다. beta()의 

값은 형상 파라미터로서 전체 스트레스 환경온도 (20~250℃) 수

명평가 결과의 기울기를 나타낸 값으로 굵은 선으로 나타낸 직선

을 선으로, 수명자료의 균질성을 나타낸 파라미터를 의미한 것

이다. B10과 warranty time의 경우 품질보증시간을 나타낸 것으

로, 하위 10% 지점의 결과를 의미하는 값으로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유는 전기적 누적확률%가 failure 

10% 지점에서 일어나는 경우로서, 아무리 좋은 절연성을 갖고 있

어도 하나의 결함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PAI원형 

코일의 경우 평균수명이 8.37min으로 고장발생율은 20년을 기준

으로 했을 때, 49,236(day)이후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갖는 것

이다.

3.2.3 T/D: 493K 경화된 코일의 가속 절연수명평가

그림 9, 표 7에서는 Type 2의 코일 가속수명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ype 2는 T/D:220℃(493K) 온도환경에서 

경화된 코일로서, PAI 바니시를 첫 번째 코팅을 실시하였고, 다

음 코팅은 코로나 억제용 나노실리카를 15wt% 충진분산시킨 바

니시를 코팅한 절연코일의 가속수명평가를 위해 PAI 원형코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가속수명평가 결과는 표 7에서 나

타내었다. 

형상파라미터()는 293K~523K 온도스트레스 환경에서 절연파

괴시간의 기울기로서, ALTA 7에 입력결과를 아레니우스 모델-와

이블 분포함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수명은 53.34(min)

이며, 고장률은 37,091(day)이었다.

 3.2.4 T/D: 513K 경화된 코일의 가속 절연수명평가

그림 10, 표 8에서는 Type 3의 코일 가속수명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ype 3는 T/D 240℃(513K) 온도환경에서 

경화된 코일로서, 나노실리카를 15wt% 충진 분산된 바니시를 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중으로 코팅된 코일의 가속수명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서 나타내었다. 평균수명은 약 

32min을 나타내었으며, 고장률은 349,673,611(day)을 기록하였고, 

형상파라미터는 3.33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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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ype 4 코일의 가속절연 수명평가

Fig. 11 Accelerated insulation life estimation for Type 4 coil

 
표 9 그림 11 ALTA플롯의 특성값

Table 9 Properties value for ALTA Plot of Figure 11 

Properties of Type 4 coil  Result

beta(shape parameter) 2.7096

B10 19.0718(min)

warrently(time) 19.0718(min)

mean life 38.9196(min)

failure rate 67974(day)

Temperature(K) acceleration factor

423 2.0303

473 3.5489

523 5.5751

그림 10 Type 3 코일의 가속절연 수명평가

Fig. 10 Accelerated insulation life estimation for Type 3 coil

 

표 8 그림 10 ALTA플롯의 특성값

Table 8 Properties value for ALTA Plot of Figure 10

Properties of Type 3 coil  Result

beta(shape parameter) 3.3316

B10 18.4158(min)

warrently(time) 18.4158(min)

mean life 32.4748(min)

failure rate 349,673,611(day)

Temperature(K) acceleration factor

423 1.6190

473 2.3674

523 3.2191

3.2.5 T/D : 533K 경화된 코일의 가속 절연수명평가

그림 11, 표 9에서는 Type 4의 코일 가속수명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ype 4는 T/D: 260℃(533K) 온도환경에서 

경화된 코일로서, PAI 바니시를 첫 번째 코팅을 실시하였고, 다

음 코팅은 코로나 억제용 나노실리카를 15wt% 충진 분산시킨 

바니시를 코팅한 절연코일의 가속수명평가를 위해 PAI 원형코일

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가속수명평가 결과는 표 9에서 

나타내었다.

형상파라미터()는 293K~523K 온도스트레스 환경에서 절연파

괴시간의 기울기로서 2.7096으로, ALTA 7에 입력결과를 아레니

우스 모델-와이블 분포함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수명은 

38.91(min)이며, 고장률은 67974(day)이었다. 가속스트레스의 따

른 가속 factor는 아래 9에서 나타내었다.

이상의 가속 온도스트레스 하에서 코일의 절연수명을 평가한 

결과 Type 1(PAI원형코일)과 나노실리카를 충진 분산된 바니시를 

이용한 코일 Type 2, Type 3, Type 4의 인 형상파라미터가 대

체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평균수명은 PAI원형에 비하여 Type 

2에서는 6.37배, Type 3에서는 3.87배 그리고 Type 4에서는 4.64

배 긴 수명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B10수명과 품질보증시간의 경우 

PAI원형에 비하여 Type 2에서는 71.12배, Type 3에서는 4.98배 

그리고 Type 4에서는 5.16배 긴 수명을 얻었다. 또한 고장률의 경

우 PAI원형에 비하여 Type 2의 경우 원형에 비하여 고장률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인 0.75배를 나타내었고, Type 2에서는 7,101

배 긴 수명의 고장률을 얻게 되었다. Type 4에서는 1.83배 고장률

이 느리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로서 평균수명과 B10의 경우 

Type 2가 높은 수명을 나타내었지만, 고장발생률은 원형에 비하

여 Type 3이 월등히 긴 7101배를 기록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형 구리도체에 유언성을 갖는 PAI 바니시와 

코로나방지용으로 PAI에 나노실리카 15wt%를 분산시킨 바니시

를 개발하여, 이중층으로 코팅한 코일의 경화온도조건 T/D220℃

(493K), 240℃(513K), 그리고 260℃(533K) 3종류와 PAI원형코일

을 포함한 4종류의 샘플을 제조하였다. 코일의 가속 절연수명평

가를 위하여 온도스트레스를 20℃(293K), 70℃(343K),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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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K), 150℃(423K), 200℃(474K) 그리고 250℃(523K)로서 각

각 6단계의 온도스트레스를 일정한 환경에서 인버터서지 1.5kV/ 

20kHz를 파괴시까지 인가하여 절연이 파괴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아레니우스 모델-와이블 분포함수를 적용하여 ALTA 7 프로그램

을 이용, 가속 절연수명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3.1. 절연파괴시간의 와이블플롯

가속스트레스 온도증가에 따라 전체코일들의 절연파괴 시간이 

감소되었다. 150℃(423K) 이하에서는 Type 2 > Type 4 > Type 3 

> Type 1의 순서로 절연파괴 시간의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15

0℃(423K)이상에서는 가속 스트레스 영향에 따라 절연파괴시간이 

현저하게 빨라지는 결과이며 또한 파괴되는 시간의 감소율이 매

우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PAI 원형코일과 나노실리나 15wt%을 분산시킨 바니시를 이중

으로 코팅한 경우(Type 2)와의 비교에서 293K(상온)의 경우 

20.38배, 343K(70℃)의 경우 9.24배, 373K(100℃)의 경우 7.11배, 

423K(150℃)의 경우 1.35배, 473K(200℃)의 경우 2.87배 그리고 

523K(250℃)의 경우 2.58배가 긴 절연수명을 나타내었다.

3.2. 가속절연수명 평가

평균수명은 PAI원형에 비하여 Type 2에서는 6.37배, Type 3

에서는 3.87배 그리고 Type 4에서는 4.64배 긴 수명평가를 나타

내었다. 그리고 B10수명과 품질보증시간의 경우 PAI원형에 비하

여 Type 2에서는 71.12배, Type 3에서는 4.98배 그리고 Type 4

에서는 5.16배 긴 수명을 얻었다. 또한 고장률의 경우 PAI원형에 

비하여 Type 2의 경우 원형에 비하여 고장률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인 0.75배를 나타내었고, Type 2에서는 7101배 긴 수명의 

고장률을 얻게 되었다. Type 4에서는 1.83배 고장률이 느리게 나

타나는 결과이다. 이로서 평균수명과 B10의 경우 Type 2가 높은 

수명을 나타내었지만, 고장발생률은 원형에 비하여 Type 3이 월

등히 긴 7101배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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