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국가화재정보센터 E-화재통계자료(1)에 의하면, 2018년도 

화재는 총 42,337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전기적 요인에 의

한 화재가 10,451건(24.68%)으로 부주의 다음으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적 화재요인을 세부적으로 분

석해보면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2,606건(24.94%), 미확인단

락 2,544건(24.34%), 트래킹에 의한 단락 1,169건(11.19%),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1,140건(10.91%), 과부하/과전류 

1,074건(10.28%), 압착 및 손상에 의한 단락 645건(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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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IV 및 HIV 절연전선의 가속열화에 따른 절연피복의 성능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IV 및 HIV 절연전선의 

절연열화를 가정하기 위해 가속수명시험 모형 중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이용한 가속수명시험을 진행하였고, 등가수

명 0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실험시료를 제작하였다. IV 및 HIV 절연전선의 가속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대인장하

중은 커지는 반면, 절연전선의 신장률, 파단시간, 유연성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주사전자현미

경을 이용한 등가수명별 절연전선 표면 분석 결과 가속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료 표면에 결정형 구조 및 천공 등의 

현상이 발생되어 노후화에 따른 절연열화가 진행 될수록 절연체의 기계적 특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연성능 저하에 따른 전기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절연체의 성능저하를 고려

한 제도적인 절연전선의 교체 및 보수시기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aper relates to a study on the changes in performance of insulation sheath resulting from accelerated degradation 

of IV and HIV insulated wire. To assume insulation degradation of IV and HIV insulated wire, accelerated life tests using 

Arrhenius equation were conducted among accelerated life test models, and experimental samples of 0 year, 10 years, 20 

years, 30 years, and 40 years in equivalent life were produced. Whereas the maximum tensile load were increased as 

accelerated degradation of IV and HIV insulated wire progressed, elongation percentage, rupture time, and flexibility of 

insulated wires were found to be gradually reduced. According to the additional surface analysis results for the insulated 

wires per equivalent life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insulator were observed to be 

reduced as insulation degradation resulting from aging progressed since phenomena such as formation of crystalline 

structures and perforation, etc. occurred on the sample surface with progression of accelerated degradation. Consequently, 

institutional replacement of insulated wires and preparation of repair times considering performance degradation of the 

insulator installed inside buildings are considered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in advance the risks of electrical fire 

resulting from degradation in insul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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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전기적 요인 중 발화기기/요인별 화재건수를 분

석해보면 배선 및 배선기구에서 발생되는 화재가 2,668건

(25.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전기적 화재요인은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과 배

선 및 배선기구에서의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배선의 경우 전기적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절연전선이 사용되고 있

으나, 건축물의 구조특성상 절연전선은 천장 반자 및 벽면 

내부에 설치되어 기능적 오류가 발생하기 전까지 교체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과 

함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발생에 대한 잠재적인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장시간 사용경과 및 환경적인 

열화 등으로 절연성능이 저하되어 절연파괴로 이어져 절연

열화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노후화된 건

축물 및 시장의 경우 절연열화에 의한 전선의 합선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통계집(2)에 따르

면 매년 35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30,000동 이상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기 설치된 절연전선이 건축물의 연식 증

가와 동시에 사용기간이 경과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절연전선의 노후화를 예상하여 

전기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연전선의 등가수

명(Equivalent life, EL)에 따른 위험성을 다양하게 예측하여, 

제도적인 교체주기와 보수주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

지만, 등가수명별 노후화된 전선시료의 채취 등의 어려움

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원전 

케이블의 교체수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원전 케이블 

가속열화를 통한 수명평가 및 위험성 예측 등 다양한 연구

가 진행(3,4)되고 있다. 건축물 및 전기설비에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절연전선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부적 충격, 

과부하 및 과전류에 의한 전선의 발화특성에 관한 현상학

적 연구(5), 반단선 및 트래킹에 의한 복합적 전기화재의 위

험성에 관한 연구(6) 등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일어난 전기

화재 위주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 선행된 절연

전선을 이용한 가속열화 연구(7,8)의 경우 트래킹 및 과전류

에 대한 전기적인 위험성을 확인하였지만, 가속열화에 따

른 절연피복의 물리적 성능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연전선의 가속열화에 따른 절

연피복의 성능변화를 확인하고자, 건축물 내에서 대표적으

로 사용되는 IV 및 HIV 절연전선을 실험시료로 하여 가속

수명시험(Accelerated life test, ALT) 방법 중 가속열화시험

을 진행하여, 등가수명(EL) 0년, 10년, 20년, 30년, 40년의 

피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피 실험체를 대상으로 KS C IEC 

60811-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

방법-제1부: 시험방법 총칙-제1절: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

정-기계적인 특성 시험)(9) 및 KS C IEC 60227-2(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 시험방법)(10)에 의

거하여 외형변형 측정, 최대인장하중 및 신장률 측정, 절연

저항 및 절연체 체적고유저항 측정, 구부림 실험을 진행하

여 가속열화에 따른 절연피복의 물리적 성능변화를 분석하

였고, 추가적으로 등가수명에 따른 절연피복의 구조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표면분석을 진행

하였다.

2. 가속수명시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품의 고장 정도와 제품의 사용수명을 측정하기 위해 

가속수명시험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

속수명시험은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전압, 압력 또는 온

도 등 제품의 용도에 맞게 실제 사용 조건보다 더욱 가혹

한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여 고장 정도와 고장 자료를 취

득하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관측되는 데이터로부터 사용수

명을 예측하는 시험으로 적용되고 있다(11). 가속수명시험은 

스트레스 인가방법에 따라 3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계단형 스트레스, 점진적 스트레스, 일정형 스트레스 인가 

방법이 있으며, 계단형과 점진적 스트레스는 시간이 경과

됨에 따라 스트레스 지수를 점차 높여 노출 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고장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지관리가 힘들고 오차율 또한 크게 발생되어 신

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정형 스트레스 인가

방법은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인가하는 방식으

로 데이터 취득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유지관리가 편리하

며 신뢰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3,7,12,13).

일반적으로 절연전선은 전류에 의한 줄열의 영향을 지

속적으로 인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

여 일정한 열의 노출을 가정한 일정형 스트레스를 본 연구

에 적용하였다. 스트레스를 인가하기 위한 모형은 역거듭

제곱, 아이링, 아레니우스 모형이 있다. 역거듭 모형은 전

압 및 부하 이외의 스트레스를 인가하는데 사용되고, 아이

링 모형은 전압에 의한 수명 스트레스 관계식에 사용되고 

있다. 아레니우스 모형은 반응 속도 상수와 온도와의 관계

를 나타내는 실험식으로 온도에 의한 가속수명시험에서 적

용되고 있다. 따라서 IV 및 HIV 절연전선은 열화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절연체인 절연피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는 아레니우스 모형을 적용하

였다. 열은 절연재료 기기의 기계 및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

키고 온도의 증가는 분자의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운

동에너지는 분자 내에 화학반응을 활성화하게 되고, 결국 

재료의 분자구조를 분해하고 노화를 진행시키게 된다. 이

러한 원리를 이용한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이용해 노화를 

나타내는 식으로 식(1)을 적용(3,8,12,1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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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반응속도는 절연재료의 수명과 반비례 하므로 

식(1)을 수명측면으로 변환시키면 식(2)과 같다.

  







  식(2)

수명측면의 식(2)을 통해 얻어낸 화학반응 속도의 변환

은 선형관계식의 관계의 차이를 얻음으로써 변환시키면 식

(3)과 같다. 식(3)은 열적스트레스를 이용한 열 노화 시간 

및 온도가 주어지고 임의 사용온도에서 수명을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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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3)

여기서, K1은 가속열화시간[h]를 의미하며, K2는 등가수

명[yr], T1은 가속열화온도[K], T2는 사용온도[K], Ea는 활성

화에너지[eV], Kb는 볼츠만상수[eV/K]를 의미한다. 

위 식(3)을 등가수명에 따른 가속수명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식(4)과 같이 변형시켜 가속열화시간을 역으로 산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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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4)

식(4)를 통하여 IV 및 HIV 절연전선의 등가수명에 따른 

가속열화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IV 및 HIV 절연전선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활성화에너지는 선행연구를 참

조하여, IV 절연전선 0.955 eV, HIV 절연전선 1.011 eV를 

대입하였다(13-15). 또한, 등가수명(K2)은 노후화 건축물 현황

을 참고하여 0년, 10년, 20년, 30년, 4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가속열화온도(T1)는 KS M ISO 2578 규정을 참고하였고(16), 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IV 및 HIV 절연전선의 주요 피복

재질인 PVC 열적 안정성 및 실험시간을 고려한 403 K (130 

℃)로 설정(3,8)하였다. 사용온도(T2)는 IV 및 HIV 절연전선의 

제조사 권장 사용온도인 333 K (60 ℃)로 설정하였다.

3. 실  험

3.1 실험시료 및 가속열화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시료는 국내 건축물에서 대표적으

로 사용되는 IV 절연전선(코드기호: 60227 KS C IEC 01) 2.5 

SQ와 HIV 절연전선(코드기호: 60227 KS C IEC 07) 2.5 SQ을 

사용하였다(17). IV 및 HIV 절연전선의 가속열화실험을 위해 

Figure 1(a)의 항온기(P-OV252, Labmate Co., Korea)를 이용하

였다. 가속열화시간은 항온기 내부온도를 130 ℃ (403 K)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Table 1에서 산출된 등가수명(EL)에 따라 

IV 절연전선은 최대 1081시간, HIV 절연전선은 최대 768시간 

동안 열적스트레스를 가하였다. Figure 1(b)과 같이 실험시료

들을 배열하여 열적 노출시켰으며, 이때 실험시료는 KS C 

IEC 60811-1-1(9)에 의거한 최대인장하중 및 신장률 측정을 위

해 전선의 길이를 150 mm(구리선 제거)하여 절연피복만 유지

한 상태로 열적스트레스를 가하였고, KS C IEC 60227-2(10)에 

의거한 절연저항 및 절연체 체적고유저항 측정을 위해 전선

길이를 5000 mm(절연피복 및 구리선 포함)로 하여 열적스트

레스를 가하였다. Figure 2는 등가수명(EL)에 따라 가속열화

가 진행된 IV 및 HIV 절연전선의 외형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등가수명이 증가될수록 절연체의 완성 바깥지름, 두께, 질량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절연전선의 경우 등

가수명 0년을 기준으로 등가수명 40년으로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완성 바깥지름 0.28 mm, 절연체 두께 0.14 mm, 무게 

0.18 g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IV 절연전선의 경우 

등가수명 0년을 기준으로 등가수명 40년으로 열화가 진행됨

에 따라 완성 바깥지름 0.24 mm, 절연체 두께 0.12 mm, 무게 

0.15 g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가속열화된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의 성능변화 

실험

가속열화된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의 성능변화를 측

(a) Thermostat (b) Sample array

Figure 1. Photograph of accelerated degrada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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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정상상태인 등가수명 0년 시료와 가속열화를 

통해 노후화된 등가수명 10년, 20년, 30년, 40년 시료를 대

상으로 KS C IEC 60811-1-1(9)에 의거한 최대인장하중 및 

신장률 측정실험 및 KS C IEC 60227-2(10)에 의거한 절연저

항 측정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상온 23±5 ℃, 습

도 50±5%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15회 실시

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3.2.1 절연전선 피복의 최대인장하중 및 신장률 측정실험

KS C IEC 60811-1-1 규격(9)에 의거하여 인장속도는 200 

mm/min으로 설정하였으며, 표점(Gauge length)간 거리는 20 

mm로 하였다. Figure 3의 만능시험기(DST-0308-1, Daesung 

Tech Co,. Korea) 및 표점측정기를 이용하여 강도시험을 진

행하여 최대인장하중과 신장률을 분석하였다. 최대인장하중

과 신장률은 시편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받은 하중과 늘어난 

길이(Stretched length)로 계산하였으며, 신장률(Elongation)은 

식(5)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식(5)

         

3.2.2 절연전선 피복의 절연저항 및 체적고유저항 측정실험

KS C IEC 60227-2 규격에(10) 의거하여 Figure 4의 절연저항 

측정 장비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후, 식(6)에 대입하여 

절연체 체적고유저항을 측정하였다. Figure 4(a)는 절연저항 

측정을 위한 실험시료(길이 5000 mm)이며, Figure 4(b)와 (c)

는 수조와, 수조 온도컨트롤러를 나타낸 것으로 시료의 말단 

길이 약 250 mm 부분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70 ℃로 가열한 

물에 규정 시간 2시간 동안 담근 후, Figure 4(d)와 같이 지그

를 접촉하여 도체와 물 사이에 80 V 이상 500 V 이하의 직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였다. 그 후 절연

체 체적고유저항의 측정값은 식(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L 0 yr 10 yr 20 yr 30 yr 40 yr

IV (Time) 0 h 270 h 541 h 811 h 1081 h

HIV (Time) 0 h 192 h 384 h 577 h 768 h

Table 1. Accelerated Degradation Time of IV and HIV Insulated Wire (T1 = 130 ℃)

OT: 3.32 mm

IT: 0.85 mm

Weight: 1.51 g

OT: 3.25 mm

IT: 0.81 mm

Weight: 1.47 g

OT: 3.18 mm

IT: 0.76 mm

Weight: 1.42 g

OT: 3.13 mm

IT: 0.74 mm

Weight: 1.39 g

OT: 3.04 mm

IT: 0.71 mm

Weight: 1.33 g

(a-1) EL - 0 yr (a-2) EL - 10 yr (a-3) EL - 20 yr (a-4) EL - 30 yr (a-5) EL - 40 yr

(a)  IV insulated wire  (outer thickness; OT, insulator thickness; IT)

OT: 3.22 mm

IT: 0.83 mm

Weight: 1.41 g

OT: 3.15 mm

IT: 0.80 mm

Weight: 1.38 g

OT: 3.09 mm

IT: 0.75 mm

Weight: 1.33 g

OT: 3.05 mm

IT: 0.73 mm

Weight: 1.29 g

OT: 2.98 mm

IT: 0.71 mm

Weight: 1.26 g

(b-1) EL - 0 yr (b-2) EL - 10 yr (b-3) EL - 20 yr (b-4) EL - 30 yr (b-5) EL - 40 yr

(b) HIV insulated wire (outer thickness; OT, insulator thickness; IT)

Figure 2. Photograph of experimental samples with accelerated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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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





 


 식(6)

여기서, Q는 절연체 체적고유저항(Ωㆍmm), L은 시료의 

길이(mm), R은 측정된 절연저항(Ω), D는 실험시료의 완성

외경(mm), d는 시험시료의 도체외경(mm)이다. 

실험시료의 완성외경의 경우 등가수명이 증가될수록 완

성외경이 감소되는 값을 측정하여 적용하였고, 도체외경의 

경우 감소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등가수명에 상관없이 모

두 동일한 1.6 mm를 적용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절연전선 피복의 최대인장하중 및 신장률 측정실험 

결과

Figure 5는 등가수명에 따른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의 

최대인장하중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등가수명 40년 시료

의 경우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 모두 장시간 가속열화에 

의해 경화도가 급격히 증가되어 실험장비에 시료를 고정시

킬 때 시료가 파손되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IV 절연전선 피복의 경우 최대인장하

중은 등가수명 0년 9.65 kgf, 10년 10.02 kgf, 20년 10.81 kgf, 

30년 12.16 kgf로 가속열화가 진행될수록 최대인장하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단시간은 등가수명 0년 

49 s, 10년 42 s, 20년 29 s, 30년 19 s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절연전선 피복의 경우 최대인장하중은 등가

수명 0년 9.18 kgf, 10년 9.44 kgf, 20년 10.78 kgf, 30년 

11.77 kgf로 HIV 절연전선 또한 가속열화가 진행될수록 최

대인장하중이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단

시간은 등가수명 0년 53 s, 10년 42 s, 20년 29 s, 30년 20 

s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V 절연전선 피복은 등

가수명 0년을 기준으로 최대인장하중은 등가수명 10년 

3.83%, 20년 12.02%, 30년 26.01% 증가하였지만, 파단시간

의 경우 등가수명 0년을 기준으로 등가수명 10년 14.28%, 

20년 40.81%, 30년 61.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절연전선 피복은 등가수명 0년을 기준으로 최대인장하중

은 등가수명 10년 2.83%, 20년 17.42%, 30년 28.21% 증가하

였지만, 파단시간의 경우 등가수명 0년을 기준으로 등가수

명 10년 20.75%, 20년 45.28%, 30년 62.26%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 등가수명이 길어질수록 최대인장하중

이 증가하고, 반대로 파단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험장치에 의해 동일 인장속도(200 

mm/min)로 절연피복을 당기게 되지만, 열화에 따른 경화도

가 커짐에 따라 절연피복 재질(고무) 본연의 연신률이 낮아

지게 되어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져 최대인장하중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고무의 탄성이 줄어

들게 되어 파단시간이 크게 감소됨으로써 절연파괴의 위험

성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  Universal testing machine (b) Measurement (c) Gauge length

Figure 3. Photograph of tensile load and elongation measurement experiment.

(a)  Experimental sample (b) Water tank (c) Water tank controller (d) Experimental  photograph

Figure 4. Photograph of insulation resistance and volume specific resistance measuremen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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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은 등가수명에 따른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의 

최대인장하중 측정실험 중 파단 직전의 표점(20 mm 기준)

을 포함한 늘어난 길이(△L)와 신장률(식(5)대입) 측정 그

래프로써 IV 절연전선 피복의 경우 등가수명 0년 △L 63 

mm(신장률 215%), 10년 △L 55 mm(신장률 175%), 20년 △L 

40 mm(신장률 100%), 30년 △L 23 mm(신장률 15%)로 등

가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늘어난 길이와 신장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절연전선 피복의 경우 등가수명 0년 

△L 70 mm(신장률 250%), 10년 △L 61 mm(신장률 205%), 

20년 △L 43 mm(신장률 115%), 30년 △L 24 mm(신장률 

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수명 0년을 기준으로 IV 절연전선 피복은 등가수명 

10년 신장률 18.60% 및 △L 8 mm 감소, 20년 신장률 

53.48% 및 △L 23 mm 감소, 30년 신장률 93.02% 및 △L 40 

mm 감소하였고, HIV 절연전선은 등가수명 10년 신장률 

18% 및 △L 9 mm 감소, 20년 신장률 54% 및 △L 27 mm 

감소, 30년 신장률 92% 및 △L 46 mm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등가수명 30년의 IV 절연전선 피복의 경우 

표점거리 20 mm 포함하여 약 3 mm 늘어난 후 파단 되었

고, HIV 절연전선 피복 또한 표점거리 20 mm 포함하여 약 

4 mm 늘어난 후 파단 되었다. 등가수명이 30년으로 증가함

에 따라 급격하게 신장률이 감소하고, 유연성 또한 감소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절연전선 피복의 절연저항 측정실험 결과

Table 2는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의 절연저항 측정실

험을 진행한 후 식(6)에 대입하여, 절연체 체적고유저항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IV 절연전선 피복의 경우 등

가수명 0년 절연저항 2.2014 × 107 Ω, 체적고유저항 0.9461 

MΩ‧km, 10년 절연저항 2.7891 × 107 Ω, 체적고유저항 1.2347 

MΩ‧km, 20년 절연저항 3.0627 × 107 Ω, 체적고유저항 1.3988 

MΩ‧km, 30년 절연저항 4.9881 × 107 Ω, 체적고유저항 2.3320 

MΩ‧km, 40년 절연저항 1.0505 × 108 Ω, 체적고유저항 5.1346 

MΩ‧km로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절연전선 피

복의 경우 등가수명 0년 절연저항 2.3941 × 107 Ω, 체적고

유저항 1.0739 MΩ‧km, 10년 절연저항 2.4765 × 107 Ω, 체적

고유저항 1.1469 MΩ‧km, 20년 절연저항 4.9796 × 107 Ω, 체

적고유저항 2.3736 MΩ‧km, 30년 절연저항 5.1976 × 107 Ω, 

(a) IV insulated wire (b) HIV insulated wire

Figure 5. Results of tensile load.

(a) IV insulated wire (b) HIV insulated wire

Figure 6. Results of elongation and stretche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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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고유저항 2.5275 MΩ‧km, 40년 절연저항 8.4717 × 107 

Ω, 4.2735 MΩ‧km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 C IEC 

60227-3 규격(17)에 의하면 IV 절연전선의 최소 절연저항 값

은 0.010 MΩ‧km로 등가수명별 모든 IV 절연전선이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 값 이상으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HIV 절연전선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0.009 MΩ‧km로 

등가수명별 모든 HIV 절연전선이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 

값 이상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등가수명이 증가될수록 절연저항 및 체적고유

저항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가속열화

에 의해 절연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열분해가 되면서 

탈 염화수소 반응 등에 의해 분자 간의 결합단절이 일어나

면서, 절연체 표면이 일정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형성
(15,18,19)되어 직류전압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절연저항 

값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4.3 절연전선 피복의 구부림 실험 및 주사전자현미경 

표면분석 결과

Figure 7은 추가적으로 가속열화에 따른 경화된 절연전

선 피복의 손상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위적인 

조건으로 구부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사진이다. 본 실험조

건에서 가속열화된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 모두 등가수

명 0년의 경우 50회 구부림 실험에서 시료의 어떠한 손상

도 관찰되지 않았고, 등가수명 10년의 경우도 시료의 뚜렷

한 손상을 관찰할 수 없었고, 단지 구부림에 의한 자국이 

조금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등가수명 20년의 

경우 절연체 표면에 크랙 현상이 점차 발생되면서 30회 이

내에 갈라짐 및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등가수명 30

년의 경우 3회 이내의 절연체가 절단되는 현상이 발생되었

으며, 등가수명 40년의 경우 1회 이내에 절연체가 절단되

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실험결과 등가수명에 따른 절연전선 피복의 

절연손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4.1절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등가수명이 증가될수록 경화도 증가됨에 따라 

최대인장하중은 커지는 반면, 파단시간, 신장률 및 구부림 

등의 유연성을 가지는 기계적 성질이 크게 감소되면서 물리

적 충격에 의해 쉽게 피복이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로 인해 4.2절의 절연저항 결과와는 반대로 경화도의 증가

Item

IV Insulated Wire HIV Insulated Wire

Insulation 

Resistance (Ω)

Volume Specific Resistance Insulation 

Resistance (Ω)

Volume Specific Resistance

(Ωㆍmm) (MΩㆍkm) (Ωㆍmm) (MΩㆍkm)

EL – 0 yr 2.2014 × 107 9.46 × 1011 0.9461 2.3941 × 107 1.07 × 1012 1.0739

EL – 10 yr 2.7891 × 107 1.23 × 1012 1.2347 2.4765 × 107 1.14 × 1012 1.1469

EL – 20 yr 3.0627 × 107 1.39 × 1012 1.3988 4.9796 × 107 2.37 × 1012 2.3736

EL – 30 yr 4.9881 × 107 2.33 × 1012 2.3320 5.1976 × 107 2.52 × 1012 2.5275

EL – 40 yr 1.0505 × 108 5.13 × 1012 5.1346 8.4717 × 107 4.27 × 1012 4.2735

Table 2. Results of Volume Specific Resistance

(a-1) EL - 0 yr (a-2) EL - 10 yr (a-3) EL - 20 yr (a-4) EL - 30 yr (a-5) EL - 40 yr

(a) IV insulated wire

(b-1) EL - 0 yr (b-2) EL - 10 yr (b-3) EL - 20 yr (b-4) EL - 30 yr (b-5) EL - 40 yr

(b)  HIV insulated wire

Figure 7. Results of bend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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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쉽게 피복이 탈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

계적 성질의 감소로 절연피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은 등가수명 0년과 위험성이 높게 측정되었던 

30년, 40년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을 주사전자현미경으

로 측정한 표면 사진으로 500배율, 2000배율, 5000배율로 

점차 확대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8(a)은 등가수명 0년의 

절연전선 피복표면 측정사진으로 가속열화가 진행되지 않

은 정상시료의 경우  표면 상태가 매끄러운 연신구조를 띠

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8(b)은 등가수명 30

년의 절연전선 피복표면 측정사진으로 가속열화가 진행됨

에 따라 시료 표면의 결정형 구조들이 다발적으로 형성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결정 생성과 동시에 부분

적으로 천공이 발생되어 움푹 파이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Figure 8(c)은 등가수명 40년의 절연전선 피복표면 측정사

진으로 등가수명 30년 시료보다 결정형 구조들이 비교적 

크게 발생되었고 시료표면에 천공현상이 다발적으로 생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가속열화를 통해 절연

체가 열화 되면서 표면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비교적 거

친 표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원인을 분석

해보면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의 주재료는 열가소성 소

재인 PVC로써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a-1) Magnification × 500 (IV) (a-2) Magnification × 2000 (IV) (a-3) Magnification × 5000 (IV)

(a-4) Magnification × 500 (HIV) (a-5) Magnification × 2000 (HIV) (a-6) Magnification × 5000 (HIV)

(a)  IV and HIV insulated wire

(b-1) Magnification × 500 (IV) (b-2) Magnification × 2000 (IV) (b-3) Magnification × 5000 (IV)

(b-4) Magnification × 500 (HIV) (b-5) Magnification × 2000 (HIV) (b-6) Magnification × 5000 (HIV)

(b)  IV and HIV insulated wire (EL – 30)

(c-1) Magnification × 500 (IV) (c-2) Magnification × 2000 (IV) (c-3) Magnification × 5000 (IV)

(c-4) Magnification × 500 (HIV) (c-5) Magnification × 2000 (HIV) (c-6) Magnification × 5000 (HIV)

(c)   IV and HIV insulated wire (EL – 40)

Figure 8. Surface measurement result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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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소성변형 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IV 및 HIV 절연전선의 경우 옥내 배선용 전

선, 전기기기용 전선으로 배선 설치 시 옥내 건축물 또는 

전기기기 내부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제작하

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전선의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 가소

제를 첨가하게 된다. 가소제는 전선 가공 시 PVC 수지 구

조 사이에 균일하게 침투되어 PVC 분자 간에 서로 결합하

는 성질을 약화시키고 분자 사슬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어 PVC 

절연재료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다(20). 이러한 PVC와 가소제는 가속열화를 통해 수열을 받

게 되면 열에 의해 PVC 화학성분인 염화수소(HCl)가 절연

체로부터 이탈하여 열화가 진행되고, 이와 동시에 PVC 수

지 구조 사이에 균일하게 침투되어 있던 가소제의 성분도 

함께 열화 되어 공기 중에 분해됨에 따라 분자간의 결합력

이 약해져 PVC 절연재료의 표면의 경화도 증가 및 기계적 

성질 저하로 절연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18,19). 이와 같은 원인으로 4.2절에서 등가수명이 증가할수

록 절연저항 및 체적고유저항이 높아 전기적 특성이 향상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7,8)에 의하면 등가

수명이 증가될수록 과전류 및 트래킹에 의한 열적특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절연저항 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전기적 특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 IV 및 HIV 절연전선의 경우 유동성과 

작업성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등가수명 경과에 의한 경

화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회전기기에 의한 진동 또는 설치

환경에서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 절연체가 쉽게 파괴되어 

절연체 내부의 구리선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전기적 위험

성 증가와 더불어 절연체의 경화도에 따라 천공 및 크랙 

등의 절연피복의 절연파괴가 진행되어 오손된 물 또는 먼

지 등에 의한 전기화재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IV 및 HIV 절연전선의 가속열화에 따른 절연

피복의 성능변화에 관한 연구로써 가속열화시험을 통해 등

가수명 0년, 10년, 20년, 30년, 40년 노후화된 시료를 제작

하고, 절연피복의 성능변화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최대인장하중 및 신장률 측정결과 최대인장하중은 등

가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등가수명 30년에서 IV 최대 

26.01%, HIV 최대 28.21% 까지 증가되었다. 반면, 파단시

간, 신장률 및 늘어난 길이(△L) 측정결과 등가수명이 증가

됨에 따라 모두 감소되어 등가수명 30년에서 파단시간은 

IV 최대 61.22%, HIV 최대 62.26% 까지, 신장률 및 늘어난 

길이(△L)는 IV 최대 93.02%(△L 40 mm), HIV 최대 92%

(△L 46 mm) 까지 감소되었다. 

2. 절연저항 및 체적고유저항 측정결과 등가수명이 증가

됨에 따라 모두 증가되어 등가수명 40년에서 절연저항은 IV 

최대 1.0505 × 108 Ω, HIV 최대 8.4717 × 107 Ω까지, 체적고

유저항은 IV 최대 5.1346 MΩ‧km, HIV 최대 4.2735 MΩ‧km 

까지 증가되었다.

3. 추가적으로 구부림 실험결과 본 실험조건으로 가속열

화된 IV 및 HIV 절연전선 피복 모두 등가수명 20년 시료에

서 크랙이 발생되었고, 30년 및 40년 시료에서 절단현상이 

나타났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표면분석 결과 등가수

명이 30년 및 40년 시료 표면에서 결정형 구조 및 천공현

상 다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 본 실험조건에서는 등가수명이 증가

될수록 절연전선 피복의 파단시간, 신장률 및 구부림 등의 

유연성을 가지는 기계적 성질이 크게 감소되면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쉽게 피복이 손상되어 절연파괴로 인한 위험

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최대인

장하중, 절연저항 및 체적고유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등가수명이 증가될수록 가속열화에 의해 

절연체 표면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직류전압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절연저항 및 체적고유저항 값이 증가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전기화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절연열화와 배선의 절연성능 저하에 따른 전기화재 위

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절

연전선 피복의 성능저하를 고려한 제도적인 교체 및 보수

시기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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