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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통적으로 송전선과 배전선에 사용되었던 세라믹 애자는 천

천히 고분자 애자로 대체되고 있다. 고분자 애자는 무게가 가볍

기 때문에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수

성(hydrophobic)이기 때문에 특히 초기 서비스 기간 동안 전송 

손실이 줄어든다. 또한 고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와 크기로도 

성형 될 수 있으므로 설계 중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

러나 고분자 애자는 표면 소수성(surface hydrophobicity)으로 

일시적인 손실, 트래킹에 의한 탄화로의 형성 그리고 코로나 및 

아크성 표면방전에 의해 표면의 침식과 같은 특정한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옥외용 고분자 애자의 장기 열화를 이

해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실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수행 되었다 

[1-5]. 

최근에는 전력전자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HVDC 전력수송

에 관한 연구가 범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HVDC 

초고압 전송에 사용되는 라인 포스트애자 및 Yard용 station 애

자 등에 더 큰 문제에 직면 해 있다. HVDC하에서 정전계는 일

정하고 그리고 단방향입니다. 이것은 근처의 공기오염물질을 애

자표면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당기어 절연체 고분자 애자표면에 오

손물질을 축적하게 합니다. T.C. Cheng and C.T. Wu [6] 연구

에서 동일한 전계 조건하에서 교류전계보다 HVDC의 경우 1.2~ 

1.5배 정도 가혹합니다. 또한 HVDC 전력수송에 사용되는 고분자

애자는 더욱더 높은 표면 전도도와 누설전류에 견디는 것을 필요

로 합니다. 따라서, 누설전류가 커지면 표면온도의 상승으로 고분

자애자의 표면의 침식이 더욱더 가혹하게 됩니다. 고분자애자에

서는 절연소재의 트래킹 및 침식에 대한 내성에 관한 연구가 매

우 중요합니다. HVDC에 오손문제가 커지면 고분자애자의 연면거

리를 증가하여 관리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Joseph Vimal Vas [7]연구자들은 실리콘 고무의 트래킹 및 

침식 성능은 정극성 직류 전압에 비해 부극성 직류에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 Loganathan [8]의 연구자들은 열 노화

는 나노 충전 SiR 복합재의 트래킹 및 침식을 약간 감소시킵니

다. S. M. Rowland [9]연구자 들은 누설 전류 측정과 함께 머신 

비전 카메라를 사용하여 아크 간헐성을 측정하였고, 기존의 누설 

전류 분석 기술에 열화과정 및 전압 극성에 대한 의존성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이 자유롭고, 가공이 용이한 LSR(Liquid 

Silicone Rubber)를 이용하여 나노실리카를 과량 충진(25 wt%) 

분산시켜, HVDC용 초고압애자의 절연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트

래킹 및 침식 실험을 위한 샘플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IEC 

60587의 표준에 의하여 전원만 변경, 즉 AC기반에서 ±DC 기반

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DC(3.5kV)을 인가하였고, 오손액의 속

도는 0.3 ml/min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60 mA/2s로 하였

다. 그 결과 정극성과 부극성을 인가하여 LSR/Nano silica 

composites_25 wt% 트래킹 및 침식의 특성을 누설전류, 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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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의한 온도측정을 통한 트래킹 및 침식에 관하여 연구하

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논문에서 사용된 Vinyl Polymer인 실리콘수지는 양 말단에 

비닐기를 갖는 vinyl terminated polydimethylsiloxane (PDMS: 

다미폴리켐(주): VP20000), 이것의 분자량은 72,000 g/mol이고, 

점도는 25oC에서 20,000 cst이며, 비닐기의 당량은 33,333~ 

40,000 g/eq이다. 가교제(Crosslinker)는 trimethylsilyl terminated 

poly(dimethylsiloxane-co-methylhydrosiloxane 다미 폴리켐

(주), 상품명: FD503)을 사용하였다. Pt Catalyst(백금 촉매)는 비

닐 폴리머에 백금 함량이 0.4 %인 제품(다미 폴리켐(주), 상품명 :

CP1034)을 사용하였고, 적절한 작업시간을 얻기 위해서 경화 억

제제로 비닐실리콘폴리머에 불포화 알코올기를 갖는 것을 사용

하였다. 나노 실리카는 hexamethyldisilazane([(CH3)3Si]2NH)로 

표면처리된 소수성 Fumed Silica(AEROSIL® R 812S, EVONIK 

Industries AG), 나노실리카 평균 입도는 7 nm인 제품을 사용하

였다. 이것의 BET 비표면적은 220 ± 25 m2/g이었다.

2.2 SiR/Nano Silica Composites 제조

실리콘 고무 시편을 제조하기 위해서 먼저 실리콘 베이스 수

지 100g과 나노 실리카 0~30g (5, 10, 15, 20, 25, 30g)을 자전

공전식 믹서기에 넣고, 진공과 온도 120℃ 환경에서 2mm간격의 

공전자전 교반 전단력을 갖은 진공시스템 하에서 3시간 동안 분

산 후, 가교제 2g과 경화 억제제 0.03g을 넣고 혼합하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백금 촉매 0.1 g을 혼합한 후 150oC의 몰드에 주

입하고 10분 경화시켜서 시험 시편을 제조하였다. IPT(Inclined 

Plate Tracking and Erosion Test)을 위한 샘플로서 50×1250× 

6mm의 샘플을 구성하였다. 실리콘메트릭스에 Nano Silica의 충

진함량은 25wt%로 제조된 샘플을 이용하였다. 

2.3 HVDC IPT 측정 시스템 구성

트래킹 및 침식시험 시스템 설정은 DC 전원이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IEC 60587, ASTM D2303, IPT(inclined tracking 

and erosion test) 트래킹 및 침식 테스트를 준수합니다. 한 쌍의 

스테인리스 전극이 편평한 직사각형 절연체 샘플 (KS C IEC 

60587)이 표면에 부착됩니다. HVDC 정극성의 실험은 상부 전극

에 일련의 보호 저항(1,10,22,33ｋΩ)중 22 kΩ을 통해 직류 고전

압 전원에 의해 생성된 정극성이 연결되며, 하부 전극은 접지에 

연결됩니다. HVDC 부극성 실험은 상부전극에 부극성 전위를 갖

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하부전극은 접지로 연결됩니다. 

 샘플은 측정 샘플표면이 아래쪽에 수평을 이루는 각도 45°로 

설치됩니다. 상부 전극 아래에 고정된 여과지를 사용하여 오손 

물질 (탈이온수 + NH4Cl + 비누제인 Triton X-100으로 만든 오손

액)을 일정한 간격동안 미량의 오손 액이 그림 1에서 보여준 바

처럼 전극사이 샘플 아랫방향으로 떨어뜨립니다. 오손액이 필터

용지를 통하여 상부전극의 구멍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부전극

은 댐핑의 효과 없이 오손액이 흐르도록 일련의 갭을 갖게 되었

다. 지정된 전극들은 절연거리를 50mm로 분리하고 연속적인 불

꽃 또는 섬광(scintillation) 즉, 건조대아크(Dry Band Arc) 발생

하도록 HVDC ±3.5 kV를 인가합니다. 

전압인가 전에 연속적인 오손액이 흐르는 길이 주어진 유속을 항

상 유지되어야 하고 그래서 젖음성(wetting)과 방전(scintillation)

의 연속적인 사이클을 억제하기 위한 소수성(hydrophobic) 표면

의 능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저항 R1은 전류를 제한하기 위

한 저항이며, R2는 누설전류의 계측을 위한 저항이다. IEC 

60587에 따라 오손액의 전도도는 2.5 mS/cm로 하였습니다. 오손

액이 배출되는 상부전극에 전압(정극성 및 부극성)이 인가되고 

0.3 ml/min유량이 일정하게 흐르게 됩니다. 정극성 및 부극성의 

HVDC전압은 3.5kV를 인가하였고, IEC 60587에서 AC 누설 전류 

기반 fail 조건에 따라 60mA 이상의 전류가 2초 동안 지속된 경

우입니다. 측정시간의 설치는 6시간 후에 시험이 종료됩니다.

 

(a) A diagram of the tracking test system

(b) Actual tracking test system

그림 1 트래킹 실험시스템

Fig. 1 Tracking experi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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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측정 시스템

2.4.1 Leakage Current

누설전류 측정은 누설전류 측정 장치인 Datatec사, SEFRAM/ 

DAS60으로 6채널, 전력분석함수 400Hz이상, 14비트 resolution, 

1Ms/s sampling rate, 100kHz bandwidth 그리고 DC, AC+DC 

RMS voltage measurement을 할 수 있는 레코더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결과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공된 Seframviewer를 이

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측정 자료의 결과 값

을 누설전류 최대값을 얻기 위하여 데이터 획득 샘플링 율은 

100μS로 데이터를 계측하였다. 1초에 10,000포인트의 자료가 계

측된다. 1분이면 60만 포인트가 된다. 주파수로 표현하면 10kHz

이다. 6시간 동안의 누설전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1분에 하

나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60만 포인트의 신호 중 가장 큰 누

설전류 최대값을 그래프에서 나타내었다.

2.4.2 열화상 카메라

표면의 방전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

(Thermo Imager)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모델은 TI-45FT-20이

고, 제작사는 FLUKE이다. 사용온도범위는 -20~600℃이며, 온도 

분해능은 0.1℃이다. 그리고 온도 정확도는 ±2℃이며, 열화상 카

메라의 화소 1280*1024 화소를 갖는 시스템이다. 열화상 카메라

는 1분에 1회 측정온도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는 

Smart View 3.14 버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온도를 체크하게 됩

니다.

 

2.4.3 영상촬영 및 침식중량 측정

영상촬영은 Sony HDR-CX240E HD Flash Camcorder를 이

용하여 촬영하였고 그리고 침식량 측정을 위해 OHAUS사, 

Adventurer를 이용하여 소숫점 4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자

천칭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검토고찰

3.1 HVDC Tracking and Erosion

3.1.1 HVDC 정극성과 부극성 누설전류 최대값 

1. 정극성(Positive Polarity)  

그림 2에서는 정극성 DC실험결과 누설전류 및 표면온도의 측

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325분 동안 (5시간 25분 에 

60mA/2s 지속된 트래킹 실험 결과) 계측된 누설전류 자료를 1분 

동안의 누설전류 최대값을 325분 동안 325개 포인트 선정결과를 

표면 온도와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2의 정극성 DC전압을 인가 후 26분 까지는 젖음성 상태

에서 27분에 이르러 처음으로 오손액이 상부전극의 여과지로부터 

떨어진 물방울이 하부전극으로 떨어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물방

울이 떨어진 직후 그림 6(a)의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그마

한 표면방전이 시작되었다. 그 시점에서 1분 동안의 트래킹 표면

방전 중 최대값이 17.71mA을 나타내었다. 얼마 후 하부전극 말

단 부근에서 아크성의 방전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누설전류의 

크기를 시간별로 나타내볼 때, 지속적으로 오손액에 의하여 표면

의 침식이 발생하였고,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표면의 오손액이 

흐르는 길이 발생하게 되었다[9]. 표면방전이 발생하기 전, 그림 

2의 (1)에서 나타낸 상태에서 표면의 수분에 의한 전도성전류로

서 1.58~2.27mA의 누설전류, 그림 3(a)에서 정극성 +DC인가 시

작으로부터 표면방전이 시작되기 전 26분까지 누설전류 크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림 3(b)에서 오손액이 하부전극으로 떨어진 

그 순간부터(27분~57분) 지속적인 표면방전이 발생하였고, 트래

그림 2 실리콘/나노실리카 콤포지트 누설전류 (정극성)

Fig. 2 SiR/Nano silica composites leakage current(Positive)

 

 (a) 그림 2의 1~26분       (b) 그림 2의 27~57분

 

  (c) 그림 2의 58~151분      (d) 그림 2의 312~323분 

그림 3 실험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정극성 누설전류 값

Fig. 3 Positive leakage current maximum value from start 

to end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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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에 의한 누설전류의 크기는 17.71~38.27mA의 누설전류 크기가 

인가전압의 시간에 따라 누설전류의 크기가 증가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9]. 그와 같은 상태를 그림 2의 (2)에서 보여주었다. 더

불어, 아크방전시 발생된 주울열에 의하여 표면온도가 점차로 증

가하여 최대 366℃에 이르는 표면온도 결과를 나타내었다[8]. 그

때의 표면에서 발생된 방전영상을 그림 6(b) 55분 후 상태의 영

상으로 나타내었다. 

  지속적인 트래킹 현상에 의하여 발생된 표면방전의 결과 표면

의 일부의 열적열화로 인한 표면침식과 하부전극으로부터 상부전

극으로 지속적인 이동방전결과 상부전극으로부터 오손액의 흐름

을 갖도록 하는 작은 협곡과 같은 물길이 형성되었다. 더불어 하

부전극 부근의 침식상태가 매우 크게 침식되어 탄화된 상태의 영

역이 크게 발생되었다. 이후 151분까지는 아크성의 방전이 완전

하게 소멸된 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때의 누설전류의 크기

는 그림 2의 (3)과 그림 3(c)에서 누설전류크기를 나타내었다. 그 

시간 범위 내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는 1.93~3.70mA의 누설전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때의 표면침식 상태를 그림 6(c)에서 표면의 영상을 볼 수가 

있었다. 이는 오손액이 침식에 의해 탄화된 Si와 C의 성분을 갖

는 탄화물에 오손액을 흡습하여 도전성의 전류가 흐르는 결과로 

1.93~3.70 mA의 누설전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초기트래킹 실험시

작에서 습윤성에 의한 전도전류 1.58~2.27 mA와는 구별되는 전

류 크기를 볼 수가 있다. 이처럼 간헐성의 방전은 탄화물에 흡습

된 오손액이 증가하면 누설전류가 순간적으로 증가되어 주울열의 

발생으로 흡습된 오손액이 건조하여지고 이후 건조대(Dry Band 

Arc:DBA)방전이 발생되어져 표면의 온도가 매우 높은 고온의 상

태에 이르고 그로 인한 표면의 열화는 더욱더 가속하게 된다

[8]~[9]. 그 결과 표면의 침식은 더욱더 길어지고 또한 깊어져서 

표면의 방전은 더욱더 격렬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간헐

성의 방전은 더욱더 빈번하게 진행되고 그로 인한 누설전류의 크

기는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 정극성 DC을 인가한 312~232분까지

의 누설전류는 그림 2의 (4)에서 나타내었고 그 결과 누설전류의 

크기의 변화를 그림 3(d)에서 나타내었다. fail되기 직전상태를 볼 

때 간헐적인 아크방전의 시간은, 더욱더 짧아지고 격렬해져서 최

후 누설전류의 크기가 순간적으로 89mA에 이르러 2s동안 지속

되어 fail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부극성(Negative Polarity)

그림 3에서는 부극성 DC 실험결과 누설전류 및 표면온도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부극성의 DC 인가전압 –3.5kV를 인가

하여 IEC 60587에 근거한 누설전류 최대값 60mA/2s 지속되었을 

때 fail 되게 된다. 그러나 부극성의 경우 6시간을 통과 하였다. 

그 결과를 1분 동안의 누설전류 자료 중 최대값을 선정하였고, 6

시간(360분, 360포인트) 트래킹 진행된 결과를 360개 누설전류 

포인트로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는 HVDC 부극성 -3.5kV 인가직후로부터 부극성 

아크방전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누설전류크기를 그림 4의 (1)에서 

누설전류크기를 나타내었다. 좀더 세세하게 젖음성에 의한 누설

전류크기의 변화를 그림 5(a)에서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오손에 

의한 전류가 아닌 젖음성에 의한 것으로 –2.23~-3.47mA의 크기

를 나타내었다. 정극성의 경우 똑같은 시간인 27분에 이르러서 

오손액이 하부전극으로 떨어진 순간으로부터 표면 방전은 개시되

었고 27분 그 시점에서 1분 동안 누설전류의 최대값이 –11.90 

mA를 나타내었다. 정극성 DC 27분 시점에서 발생된 표면 방전

시 발생된 누설전류 크기는 17.71mA을 기록하였다. 정극성의 초

기방전이 부극성의 초기방전에 비하여 약간 높은 누설전류크기의 

결과이다. 또한 젖음성의 결과로 나타난 정극성 DC 누설전류 크

기는 1.58~2.27mA이었고 부극성 DC의 경우 젖음성에서 나타난 

누설전류 크기는 –2.23~-3.47mA 이었다. 부극성의 누설전류 크

기가 정극성보다 오히려 큰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손액이 하부전극에 떨어지는 순간 표면의 방전이 개시되었고, 

그 범위(27~71분)의 누설전류 크기는 11.90~105.92mA이었다. 그

러나 71분에서 급격한 전류의 증가(105.92mA)를 가져왔지만, 누

설전류의 증가폭이 작았다. 그러나 정극성의 경우 증가 폭이 상대

적으로 큰 상태이다. 이와같이 부극성 DC 누설전류의 경우 그림 

4의 (2)에서 나타내었고 더불어 표면 온도역시 누설전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증가되어 트래킹 표면의 침식을 가속화시켰

다. 그림 5(b)에서는 구체적으로 27분~71분까지 누설전류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면 건조대 아크 방전의 영상을 그림 7(b)에

서는 트래킹 인가전압 44분 후 방전상태를 그리고 71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면 방전된 누설전류의 크기를 나타낸 시점의 영상을 

나타내었다. 이후 간헐적인 누설전류의 크기가 78분(-49.09mA), 

107분 (-44.7mA), 222분(-50.09mA) 그리고 355분(-56.02mA)로

서 매우 빠른 순간의 방전에 의한 누설전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부극성 DC를 인가한 72분~360분까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최소 

1.58mA~ 최대 5.58mA 범위의 누설전류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이유는 트래킹 침식에 의해 탄화된 물질의 성분은 Si

와 C로 구성되었으며[8], 오손액이 0.3ml/min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어 전도성에 의한 누설전류가 흐르게 되며[9], 대부분 상부전

극으로 흘러나온 오손액이 모두 하부전극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전극 밖으로 흘러버린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V 전극 근

처에 명확한 전극 -오염 물질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접지된 

전극 근처에서 이 인터페이스는 간헐적입니다. 건조한 밴드아크

에 의한 강렬한 가열은 접지된 전극 근처의 오염 물질을 증발시

그림 4 SiR/Nano Silica 콤포지트 누설전류 최대값

Fig. 4 SiR/Nano silica composites leakage current maximum 

valu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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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니다[7]. 

정극성에 비하여 부극성의 경우 빈도수가 매우 낮고, 방전의 

지속시간도 짧은 결과이다 또한 침식의 범위도 정극성에비하여 

좁은 영역에 있다[7]. 그림 5(c )(d)에서 누설전류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Meyer et al [10]의 연구 결과는 실리콘 고무 샘플의 표면 온

도와 침식 된 질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정극성DC에 

대한 누설 전류는 부극성 DC에 비해 더 높은 전류 값을 보였다. 

증가 된 누설 전류는 더 높은 표면 가열 및 그에 따른 동일한 

표면 프로파일에 대한보다 높은 온도를 초래할 것이다 [7]. 

3.1.2 Surface Discharge and Erosion 

1. HVDC 정극성

   

(a) 27min      (b) 55min     (c)60min      (d) 320min

그림 6 정극성 DC(3.5kV), SiR/nano silica composite의 트래킹 

및 침식 영상 (a) 27분, (b) 55분, (c) 60분, (d) 320분

Fig. 6 Tracking and erosion imaging of positive DC (3.5 

kV), SiR/nano silica composite

2. HVDC 부극성

그림 6~그림 7에서는 정극성 DC(+3.5kV)와 부극성 DC(-3.5 

kV)을 인가한 SiR/nano silica composites의 트래킹에 의해 침식 

열화된 과정을 영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27분       (b) 44분       (c) 71분      (d) 220분

그림 7 부극성 DC(-3.5kV), SiR/nano silica composite의 트래

킹 및 침식 영상 (a) 27분, (b) 44분, (c) 71분, (d) 220분

Fig. 7 Tracking and erosion imaging of negative DC (-3.5 

kV), SiR/nano silica composite (a) 27min, (b) 44min, 

(c) 71min, (d) 220min

그림 6에서는 오손액 0.3ml/min, 정극성 DC(3.5kV)을 인가하

여 트래킹 및 침식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6(a), 트래킹 실

험 27분 인가 후 처음으로 상부전극으로부터 오손액이 흘러 하

부전극에 도달하는 순간 낮은 레벨의 방전이 시작되었다. 그림 

6(b), 28분후 55분에 표면의 방전이 더욱 격렬하게 진행하였으

며, 누설전류 39.20mA를 나타내었다. 그림 6(c) 인가전압 60분 

후, 격렬한 트래킹 침식으로 탄화된 흔적은 오손액이 흐르는 길

이 형성되었고, 하부에서 상부로 침식이 진행되는 상태이며, 침

식량의 누적으로 오손액이 흡습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성의 누설

전류만 흐르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의 누설전류는 1.93~3.7mA의 

누설전류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간헐적으로 트래킹 방전이 발생

하고 누적된 탄화물이 흡습을 가져오는 반복적인 과정이 이루어

진 상태이다.

그림 7에서는 정극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C(-3.5kV)을 인

가하여 트래킹 및 침식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가시간에 

따른 부극성 트래킹 및 침식에 관한 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7(a)에서는 정극성의 경우 같은 시간(27분)에 오손액이 

상부전극으로부터 하부전극에 도달 했을 때, 방전이 개시되었

다. 그림 7(b), 인가전압 44분 후, 부극성 트랙킹 표면방전으로 

(–)25.76mA의 누설전류를 나타내었고, 그림 7(c)에서는 트래킹 

누설전류 크기가 가장 큰 105.92mA의 트래킹 표면방전의 격렬한 

방전을 일으켰고, 그 때의 표면온도는 366℃ 보다 높은 표면온도

를 나타내었다. 표면온도가 높게 되면 실리콘 나노콤포지트의 열

적 열화와 전기적 방전이 강력하게 진전하여 더욱 더 큰 침식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8]~[9]. 71분 이후 그림 7(d)의 영

상은 하부전극에서 상부전극으로 트래킹 침식의 결과로서 상부전

극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오손액이 하부전극으로 흐르지 못하고 상

 

    (a) 그림 4의 1~26분       (b) 그림 4의 27~71분 

 

   (c) 그림 4의 210~222분     (d) 그림 4의 345~360분 

그림 5 실험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부극성 누설전류 최대값

Fig. 5 Negative leakage current maximum value from start 

to end of experiment 



전기학회논문지 68권 1호 2019년 1월

66

부전극에서 외부 떨어지는 경우로 간헐적인 방전의 발생이 진행

되어 360분에 이르렀다.  

3.1.3 Tracking Erosion Weight

그림 8, 표 4에서는 HVDC 정극성(3.5kV), 부극성(-3.kV)을 

SiR/Nano Silica_25wt% Composites의 트래킹 및 침식실험결과 

IEC 60587에 근거하여 fail의 경우 60mA/2s일 때이다. 그림 8 

(a)(b)은 샘플 3개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을 개발

하였고, 정극성 및 부극성 트래킹실험 결과 침식에 의한 침식중

량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누설전류 및 트래킹 침식영상은 

샘플 B의 경우로서 나타내었고, 정극성 트래킹 침식 중량이 부극

성의 침식중량보다 가혹한 조건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a) Virgin      (b) Positive Polarity (c) Negative Polarity

그림 8 트래킹 실험 전후 샘플 (b) 정극성 (c) 부극성)

Fig. 8 Sample before and after tracking experiment (b) 

Positive (c) Negative

표 4 정극성 및 부극성 트래킹 후 침식량 

Table 4 Erosion weight of positive and negative polarity after 

tracking

SiR/Nano Silica 

Composites_25wt% 
Positive Negative

Sample A 1.185g 1.185g

Sample B 2.069g 0.286g

Sample C 1.368g 0.870g

3.1.4 HVDC 정극성과 부극성 전원인가에 따른 누설 전류 특성

그림 9에서는 SiR/Nano Silica_25wt% Composites에 대한 

HVDC 정극성과 부극성 트래킹 및 침식에 대한 실험결과 정극성

과 부극성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였다.

정극성의 324분 동안 계측된 누설전류의 크기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2mA이하의 전류는 초기상태의 전도성이 없는 누설전류

로서 표면방전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이다. 전체 누설전류 324

분 동안 계측된 324 누설전류 펄스 중에서 82개의 누설전류 펄

스가 계측 되었다. 전체 누설전류 펄스 중 차지하는 비율이 

22.78%을 나타내었고, 2~10mA의 범위에 있는 190개 전류펄스는 

전도성 펄스로서 방전이 없거나 간헐적인 방전 후, 침식에 의한 

탄화된 탄화물 내에 존재하는 오손액에 의한 전도성 전류로서 역

시 표면침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다. 전류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52.78%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0mA이상의 누설전류 펄

스 경우는 23.88%이지만, 직접적으로 트래킹에 의한 표면침식에 

영향을 주는 건조대 방전과 같은 표면 아크방전으로 표면침식에 

큰 영향을 주는 누설전류 크기이다. 정극성 트래킹 및 침식에 차

지하는 누설전류 펄스 수는 86개이다. 여기서 누설전류펄스는 샘

플링이 100μs로서 1초에 10,000개 누설전류펄스를 계측하게 되

고, 60초(1분) 동안 60만개 누설전류 펄스 중 분당 1개의 최대값

을 선정한 결과의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부극성의 경우 360분 동안 계측된 누설전류 최대값 펄스 수는 

360개의 자료를 선정 하였다. 2mA이하의 경우 전체 360개 누설

전류 펄스 중 19개 전류펄스(5.27%), 2~10mA의 범위에 있는 누

그림 9 누설전류 크기와 전류 펄스 수 

Fig. 9 Leakage Current Amplitude and Count

표 5 그림 9 누설전류 크기의 분류

Table 5 Classification of leakage current amplitude 

Leakage current 

level

Positive current

number(%)

Negative current

number(%)

2mA 이하 22.78 5.27

2~10mA 52.78 80.80

10mA 이상 23.88 13.33

표 6 그림 9의 10mA 이상 누설전류 상세분류

Table 6 Leakage current classification of more than 10 mA 

in Fig. 9

Leakage Current [mA] Positive Negative

10-20mA 8.13% 10.13%

20-30mA 25.58% 45.83%

30-40mA 41.86% 14.58%

40-50mA 18.6% 4.16%

50-60mA 2.32% 4.16%

60 mA 이상 3.48%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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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류펄스 발생은 290개(80.80%), 10mA 이상의 경우는 48개 

전류펄스(13.33%)로서 트래킹 및 침식에 영향을 주는 전류이다.

  표 6에서는 실제로 트래킹 및 표면침식에 크게 영향을 주는 

누설전류 펄스크기로서, 10mA 이상의 정극성 86개 전류펄스수와 

부극성 48개 전류펄스 수의 결과를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그 결

과 정극성의 경우 20-30mA의 전류크기를 갖는 아크형 전류크기

는 25.58%, 부극성의 경우 45.83%, 30-40mA전류펄스를 갖는 정

극성의 경우 41.86% 그리고 부극성의 경우 14.58%의 결과를 가

져왔다. 더불어 40-50mA의 누설전류 펄스를 갖는 정극성의 

18.6% 그리고 부극성의 경우 4.16%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1분 

동안 60만개 전류펄스 중 최대값 1개를 선택한 경우로서 트래킹 

및 침식의 경우 간헐적인 큰 표면방전의 발생으로 표면온도가 매

우 높고 강한 침식을 유발하게 하는 누설전류가 상대적으로 정극

성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VDC 초고압용 애자의 절연소재를 개발 하기

위하여 Liquid Silicone Rubber/Nano Silica Composites_25wt%

의 트래킹실험용 샘플을 제조하였다. 개발된 IPT(Inclined Plate 

Tracking and Erosion Test) 측정시스템에서 정극성 및 부극성 

실험에 각각 3개를 동시에 DC ±3.5kV를 인가하였다. 실험방법 

및 성공과 실패 기준을 60mA/2s에 기준으로 설정한 IEC 60587

에 근거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첫째, DC 정극성과 부극성의 IPT 누설전류 및 표면방전 표면 

처리된 나노실리카를 액상실리콘에 25wt%을 충진분산시켜 제조

된 콤포지트의 정극성과 부극성 트래킹 및 침식실험결과 부극성

이 정극성보다 절연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누설전류크기 중 트래킹 표면침식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2~10mA 전류펄스 발생 비는 정극성, 부극성의 경우 

52.78%, 80.80% 이었다. 그리고 트래킹 및 표면침식에 크게 영

향을 주는 10mA이상의 누설전류펄스에서 발생되는 극성 결과 

정극성, 부극성의 경우 23.88%, 13.33%이다. 또한 10mA 이상의 

누설전류에서 DBA의 격렬한 표면방전시 발생된 누설전류의 경우 

30~50mA의 극성별 누설전류발생은 정극성의 경우 60.46%, 부극

성의 경우 18.74%이다. 이처럼 정극성의 경우 전도성 이온이 전

극표면으로 이동하여 전도성을 증가시켜 누설전류의 증가를 가져

왔고, 부극성의 경우 트래킹 및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정극성에 

비하여 더욱 크기 때문에 누설전류 크기가 큰 전류펄스 수가 적

은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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