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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leakage current at 30~80oC and 90~170oC under a voltage of 200~980 V applied

to samples (ordinary temperature) and polyamide film specimens degraded at 170oC for 20 minute respectively. After the

specimen was degraded at 130oC and 50oC, a voltage of 200 to 800 V was applied for 10 to 60 minutes. The measurement

of the leakage current resulted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the case of using Al and Cu as the main electrode, it was

confirmed that the leakage current also increased in high temperatures as the voltage increased. Regardless of the type of

main electrode, when the temperature was constant at 130oC and 50oC, the leakage current increased as the voltage

increased, and gradually decreased with time. As a result of the FTIR measurement, the main absorption of the infrared

absorption spectrum was C=O at about 1650 cm−1 and N-H diagonal vibration occurred at around 1550 cm−1. There was

no change in the material, so no effect of temperature was observed. By the results of SEM measurements, as the tem-

perature of degradation increases, cracks in the specimen disappear. This may be because the amide bond (-CO-NH-) is

absorbed by th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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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개발된 펩타이드(peptide) 결합

(-CO-NH-)의 나일론(nylon)이라 불리는 고분자 화합물인 폴

리아미드(polyamide)는 공학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으로서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등의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다.1,2

또한 폴리아미드 필름(polyamide film)은 유극성, 내마모성,

흡음성, 무미, 무취, 무독,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전선피복

재 및 도료로 사용되고 있다.3,4 폴리아미드 전선피복재는 열

·기계 및 화학적 환경 속에서 전기적 특성이 경년 열화해 간

다. 전기절연 열화 때문에 감전사고가, 파괴에 의해 전기화재

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절연 파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 비파괴 검사인 직류 시험법을 사용하여 절연의 상태를

진단하게 된다. 또 폴리아미드를 열열화한 상태에서 직류시

험을 해놓는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5-9

이 연구에서는 미열화한 시료와 170℃에서 20분간 열화시

킨 폴리아미드 필름을 시료로 선정하여 하부전극과 보호전극

(guard electrode)은 알루미늄으로 고정시키고, 주 전극을 알루

미늄과 동으로 부착하여 온도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누설전

류를 측정하여 열화(degradation)의 정도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적외선 분광(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및 전자

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분석 및 검

토를 실시하였다. 

Experimental

1. 측정시료 

이 연구에서는 두께가 15 µm, 인장강도(tensile strength)가

24.1 kgf/mm2, 파단신율(elongation at break)이 142%, 표면장

력(surface tension)이 52 dyn/cm, 광학 헤이즈(optical haze)가

2.2%인 폴리아미드 필름(polyamide film)을 시료로 사용하였

다. 또한 시편을 벤젠(D. S. P GRReagent Benzene, 덕산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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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 Conditions of Polyamide Film Specimen with Al

and Cu

 Voltag.

Condition
200V 400V 600V 800V 980V

30~80℃,

9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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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min

50℃, 130℃

O

O

O

O

O

O

O

O

O

O

Temp. (℃): 30~80℃, 90~170℃
Time (min): 10, 20, 30, 40, 50, 60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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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Korea)으로 세척한 후, 거즈(gauze)로 닦아낸 후, Table

1과 같은 가열 환경조건에서 측정을 행하였다. 

2. 측정

2.1. 전류-시간 및 특성

이번 실험에 사용한 측정기기는 직류전원공급장치(DC

Power Supply Keithley 6517A, U.S.A), 전극(Type SE-70,

ANDO Elect. Co., Japan)을 내장한 오븐(Jeil Co, Korea)을 사

용하였으며, Figure 1에 측정 회로를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

서 누설전류-전압 특성, 전류-시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

극 규격은 상부전극으로 주 전극 내경 지름 38 mmΦ 와 보

호전극(내경 40 mmΦ, 외경 54 mmΦ) 과 하부전극은 가로 70

mm, 세로 70 mm 로 구성하였다. 두께가 15 µm인 폴리아미

드 필름 시료의 상부전극의 보조전극과 하부전극은 Al foil을

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상부전극은 Al foil과 Cu foil을 부착

하였으며, Figure 2에 시료와 전극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시료를 항온조(hermostat)에 내장한 후 Table 1과 같은 조건

으로 누설전류를 측정하였다.

3. FTIR 분석

시료 내부의 분자결합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외선 분

광기(FTIR Spectrometer, Model: Cary 600, Agilent Technolo-

gies Co, USA)를 사용하였다. 

4. SEM 분석

시료 내부의 분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자주사 현미

경(Model: JSM-7610F, JEOL Co., Japan)을 사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직류 시험법

Figure 3은 두께가 15 µm인 폴리아미드 필름에 상부 전극

으로 주 전극의 내경 지름이 38 mmΦ인 Al foil을 사용하였

으며, 보호전극은 내경 40 mmΦ, 외경 54 mmΦ인 Al foil로, 하

부전극은 가로 70 mm, 세로 70 mm로 Al foil을 부착하여 절

연 파괴를 직류 시험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a)는 온도를 상온에서부터 90℃까지 상승시킨 후 20

분 동안 열화 시킨 후 온도가 90~170℃인 경우 전압이 200V,

400V, 600V, 800V, 980V로 상승시키면서 누설전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ure 3(b)는 온도가 30~80℃인 경우 전압을 200V,

400V, 600V, 800V, 980V로 상승시키면서 누설전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ure 3(a)에서 90℃인 경우 200V일 때 1.77×10−6 A, 600V

Figure 1. Measuring circuit. 

Figure 2. Specimen and electrode Scale.

Figure 3. Temperature properties of leakage current vs. voltage

of polyamide film specimens attached main electrode Al due to

thermally degradation at 3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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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9.67×10−6 A, 980V일 때 3.15×10−5 A로 증가하고 있다. 90

℃인 경우보다 130~170℃인 경우가 더 큰 누설전류가 흐르며,

온도가 90℃·130℃·150℃·170℃일때 누설전류의 크기는

200V로부터 980V로 증가할수록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비례하며 증가하고 있다. 130~170℃인 경우 200V일 때

8.16×10−6~2.39×10−5 A, 600V일 때 3.28~9.30×10−5 A, 980V일

때 8.91×10−5~1.49×10−4 A로 증가해 있다. Figure 3(b)에서 30

℃인 경우 200V일 때 2.85×10-9A, 600V일 때 9.67×10−9 A,

980V일 때 2.58×10−8 A로 증가하고 있다. 30℃인 경우보다

60~80℃인 경우가 더 큰 누설전류가 흐르며, 온도가 30℃·60

℃·70℃·80℃인 경우 누설전류의 크기는 200V로부터 980V로

증가할수록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비례하며 증가하고 있

다. 60~80℃인 경우 200V일 때 3.79×10−8~2.85×10−7 A, 600V

일 때 1.87~1.62×10−6 A, 980V일 때 5.52×10−5~3.99×10−6 A

로 누설전류는 증가해 있다. 

Figure 4는 두께가 15 µm인 폴리아미드 필름에 상부 전극

으로 주 전극의 내경 지름이 38 mmΦ인 Cu foil을, 보호전극

은 내경 40 mmΦ, 외경 54 mmΦ인 Al foil로, 하부전극은 가

로 70 mm, 세로 70 mm로 부착하여 절연 파괴를 직류 시험

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a)는 온도를 상

온에서부터 90℃까지 상승시킨 후 20분 동안 열화(degrada-

tion)시킨 후 온도가 90~170℃인 경우 전압이 200V, 400V,

600V, 800V, 980V로 상승시키면서 누설전류를 측정한 결과

이다. Figure 4(b)는 30~80℃인 경우 전압을 200V, 400V,

600V, 800V, 980V로 상승시키면서 누설전류를 측정한 결과

이다. 

Figure 4(a)에서 90℃인 경우 200V일 때 7.52×10−9 A, 600V

일 때 4.84×10−8 A, 980V일 때 1.94×10−7 A로 증가하고 있다.

90℃인 경우보다 130~170℃인 경우가 더 큰 누설전류가 흐르

며, 온도가 90℃·130℃·150℃·170℃인 경우 누설전류의 크기

는 200V로부터 980V로 증가할수록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

서 비례하며 증가하고 있다. 130~170℃인 경우 200V일 때

1.99×10−6~1.97×10−5 A, 600V일 때 1.19~8.01×10−5 A, 980V

일 때 4.13×10−5~1.80×10−4 A로 누설전류는 증가해 있다.

Figure 4(b)에서 30℃인 경우 200V일 때 3.06×10−9 A, 600V

일 때 1.11×10−8 A, 980V일 때 2.18×10−8 A로 증가하고 있다. 30

℃인 경우보다 60~80℃인 경우가 더 큰 누설전류가 흐르며,

온도가 30℃·60℃·70℃·80℃일때 누설전류의 크기는 200V로

부터 980V로 증가할수록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비례하

며 증가하고 있다. 60~80℃인 경우 200V일 때 2.95×10−7~

6.52×10−7 A, 600V일 때 1.79~2.43×10−6 A, 980V일 때 4.88

×10−6~7.51×10−6 A로 누설전류는 증가해 있다. 

Figure 3, 4의 결과로부터 30~80℃, 90~170℃의 경우 전압

이 증가함에 따라 누설전류는 증가하고 있으며, 온도가 높아

질수록 누설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다. Fig. 3, 4의 (b)의 결과

에서 온도가 낮을 때는 옴(Ohm)의 법칙에 따라 직선으로 되

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절연파괴 전에 누설전류 영역은 저전

계 영역(0~400V)에서는 거의 전계에 비례하며,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 

고전계 영역(400~1000V)에서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며,

또 파괴에 가까운 1000V 이상의 고전계 영역에서는 전계가

더욱 증가하면 전류는 급증하다가 파괴에 이르게 된다. 저전

계와 고전계 영역은 주로 이온전도이며, 1000V 이상의 전류

는 전자전류라 생각된다.

Figure 5는 Figure 3과 같은 조건에서 (a)는 130℃까지 (b)

는 50℃까지 상승시킨 후 60분 동안 200V, 400V, 600V, 800V

를 가한 경우의 누설전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ure 5(a)에서 시료를 상온에서부터 130℃까지 상승시킨

후 전압이 200V, 400V, 600V, 800V에서 누설전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200V의 경우 누설전류의 값은 10분 경과했을 때

5.82×10−6 A, 20분일 때 6.56×10−6 A로 증가하다가 30분~60

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5.18~5.30×10−6 A의 크기로 서서

히 감소하면서 일정해지고 있다. 400V, 600V, 800V의 경우도

200V의 경우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압이 높아질

수록 누설전류의 값도 커졌으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서서

히 감소하면서 일정해졌다.

Figure 5(b)에서 온도를 상온에서부터 50℃까지 상승시킨

후 전압을 200V, 400V, 600V, 800V에서 누설전류를 60분간

Figure 4. Temperature properties of leakage current vs. voltage

(V) of polyamide film specimens attached with main electrode Cu

due to thermally degradation at 3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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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이다. 200V의 경우 누설전류의 값은 10분에서 60

분 경과했을 때 5.90×10−8 A에서 4.77×10−8 A의 범위에 걸쳐

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전압이 400V, 600V, 800V로 높아

질수록 누설전류는 200V의 경우와 같은 경향으로 커져 있다.

50℃의 저온에서는 전압이 높아질수록 누설전류의 값도 시간

의 경과와 더불어 일정해졌다. 200~800V의 범위에서 10분 경

과했을 때 누설전류의 값은 5.90×10−8~4.56×10−8 A, 10분 경

과했을 때 누설전류의 값은 4.77×10−8~3.84×10−8 A의 범위로

서서히 감소하면서 일정하였다.

Figure 6은 Figure 4과 같은 조건에서 주전극을 Cu로 부착

하여 (a)는 130℃까지 (b)는 50℃까지 상승시킨 후 60분간

200V, 400V, 600V, 800V를 가한 경우의 누설전류를 측정한 결

과이다.

Figure 6(a)는 시료를 상온에서부터 130℃까지 상승시킨 후

전압을 200V, 400V, 600V, 800V에서 누설전류를 측정한 결

과이다. 200V의 경우 누설전류의 값은 10분 경과했을 때

5.28×10−6 A, 20분일 때 6.41×10−6 A로 증가하다가 30분~60

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6.21~5.68×10−6 A의 크기로 서서

히 감소하면서 일정해졌다. 400V, 600V, 800V의 경우도 200V

의 경우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누설전류의 값은 10

분 경과했을 때 누설전류의 값은 4.77×10−8~3.84×10−8 A의 범

위로 서서히 감소하면서 일정하였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누

설전류의 값도 커졌으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서서히 감소

하며 일정해졌다.

Figure 6(b)에서 온도를 상온에서부터 50℃까지 상승시킨

후 전압이 200V, 400V, 600V, 800V에서 누설전류를 60분간

측정한 결과이다. 200V의 경우 누설전류의 값은 10분에서 60

분 경과했을 때 6.26×10−8 A에서 3.83×10−8 A 정도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전압이 400V, 600V, 800V로 높아질수록 누설

전류도 전압이 높은 만큼 크게 흐르며, 200V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800V의 범위에서 10분 경과했을

때 누설전류의 값은 6.26×10−8~7.13×10−7 A, 60분 경과했을

때 누설전류의 값은 3.83×10−8~5.12×10−7 A의 범위로 서서히

감소하면서 일정해졌다.

Figure 5, 6은 전압(200~800V)을 파라메타로 한 누설전류와

60분의 시간과의 관계에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누설전류는

Figure 5. Voltage (200V-800V) properties of leakage current vs.

time (60 min) of polyamide film specimens attached with Al at 130

℃ & 50℃.

Figure 6. Voltage (200V-800V) properties of leakage current vs.

time (60 min) of polyamide film specimens attached with Cu 130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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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론식으로 표시하면 

Ic(t) = Id(t) + Ia(t) + I

로 된다. 이때 Id(t)는 변위 전류, Ia(t)는 흡수 전류, I는 누설

전류로 이지만 Id(t)는 한순간에 감쇠(? ? )하는 전류이므로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Ic(t) = Ia(t) + I

로 된다. 

Figure 5, 6의 (b)는 미열화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의 경

과와 더불어 흡수 전류 Ia가 감소한 결과 충전 전류 Ic는 횡

축과 평행하게 되어 누설 전류 I 만 남았다. 또, Figure 5, 6의

(b)는 170℃에서 20분간 열 열화시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누설 전류는 미열화 시료에 비해서 커져 있다. 

170℃에서 20분간 열화된 시료는 미열화 시료에 비해서 더

열화되었기 때문에 절연상태가 저하하여 누설전류가 쉽게 흐

르는 것을 확인했다. 

2. FTIR 분석

Figure 7의 (a)는 온도 170℃에서 20분간 열화시킨 시료이

며, (b)는 미 열화시킨 폴리아미드 필름 시료의 FTIR 분석을

한 결과이다. (a)와 (b)의 시료는 거의 같은 피크(peak)를 나

타내고 있다. FTIR을 분석한 결과 (a), (b) 모두 변이나 물질

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열 열화 온도 및 시간에 의한

영향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폴리아미드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spectrum)의 주된 흡수는 1650 부근이 C=O, 1550

cm−1 부근이 N-H 의 변각 진동, 3300 cm−1 부근이 N-H, 680

cm−1 부근이 CH2 의 횡요(橫搖) 진동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1265 cm−1 피크가 보이는 것으로부터 (C-O)의 방향족 에스테

르의 흡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절연열화가 산화반응에 의

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SEM 분석

폴리아미드 필름 시료의 주사전자 현미경 분석을 한 결과

를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측정한 시

료 (a)는 온도 170℃에서 2시간 열화시킨 것이며 (b)는 미열

Figure 7. FTIR Analysis of specimen (a) 20 min at 170℃ (b) not
degradation.

Figure 8. SEM Analysis of specimen (a) 20 minute at 170℃ (b)
not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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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이다. (a), (b)의 결과로부터 열화 온도가 높을수록 표

면의 갈라진 틈이 더 없어졌는데 주쇄인 아미드 결합(-CO-

NH-)의 반복으로 구성되는 선상고분자 물질이므로 융점이 높

고 흡수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Conclusions

이 연구에서는, 15 µm×70 mm×70 mm인 폴리아미드 필름

시료를 제작하여 미가열 상태와 170℃에서 20분간 열화

(degradation)시켜서 전압을 200~980V를 가한 상태에서 온도

30~80℃, 90~170℃인 경우의 누설전류를 측정하였다. 또한

130℃와 50℃에서 열화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60분간

200~800V일 때의 누설전류를 측정하였다. 이때 보조전극 및

하부전극은 Al을, 주전극은 Al과 Cu전극을 사용하였다. 물성

분석을 위해 FTIR, SEM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주전극을 Al, Cu를 사용한 경우 모두, 전압이 상승함에

따라 온도가 높은 경우가 누설전류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2. 주전극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가 130℃, 50℃로 일정

할 경우 전압이 높아질수록 누설전류는 증가하였으며,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3) FT-IR 측정결과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spectrum)의 주된

흡수는 1650 부근이 C=O, 1550 cm−1 부근이 N-H 의 변각 진

동이 일어났으며, 모두 변이나 물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

므로 온도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4) SEM 측정결과 열화온도가 높아질수록 시료내부의 틈이

없어졌는데 아미드 결합(-CO-NH-)이 물질에 흡수되었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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