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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found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arc discharge occurred on the Silicone rubber 

sample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reinforcing ag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value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aluminium trihydrate(Al(OH)3) and the current value increased with 

reducing the primary resistance over time. Regarding these results, may be it is because the degradation 

due to the electro-conductive carbonization was improved and the properties of dielectric breakdown was 

reduced by the flame retardant reinforcing agent. It found that the electro-conductive carbonized road has 

not happened by increasing the flame retardant reinforcing agent. Regarding to the arc discharge, this 

study show that the arc arising near the lower electrode of sample has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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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열성, 내한성, 내코로나성, 내후성, 내약품성  

기 연성이 아주 우수한 실리콘 고무는 주사슬이 

-(Si(CH3)2O)n-구조로 되어 있으며, Si-O나 Si-C 의 

결합에 지가 커서 산화반응이나 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열분해 시작 온도가 380℃ 정도로 

매우 높다.

옥외 연물의 표면은 사용 에 오손에 의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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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이 되는데 이때 소재의 열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며, 실리콘 고무는 표면에 지가 낮아 

같은 환경에서 설 류가 게 흐르므로 내열성, 내

트래킹성이 우수하다.  우수한 량, 가격, 작업성, 

연 특성 등에 의해 사용량이 더욱 증되고 있다 

[1,2]. 

실리콘 고무는 해염, 온도, 자외선, 산성비 등에 의

해 수명이 단축되나 기  성질을 분자구조, 조직 

양상 등 물성론 으로 연구할 때 매우 복잡하며, 제

조 과정에서 함유되는 이물질은 재료 내부의 원래 특

성을 규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 실리콘 고무의 

특성은 충 제, 첨가제  가류제의 종류나 배합 방

식에 의해서 그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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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tion of specimen(phr).

       Specimen  

              

No.

 Compound

1 2 3

Silicone Base 100    100   100  

ATH 30 60 90 

Press oil 2 2 2

#1 ATH: Aluminum trihydrate, #2 Surface treatment  

is phr about ATH 100 phr, #3 phr: parts per 

hundred resin.

 

고압 연용 실리콘 고무로 응용하기 해서는 

연, 방화  내 트래킹 특성이 필연 이다 [6,7]. 내 

트래킹 특성을 해서 수산화알루미늄 (aluminium 

trihydrate, ATH)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계  특성이 

락하므로 ATH와 실리콘 고분자와의 유기-무기 결

합을 유도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실리콘 고무에 

수산화알루미늄 30～90 phr 배합시킨 시료에 2～8 

phr 정도의 오손액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실리콘 고무

의 트래킹 특성  열 열화 특성을 측정하여 열화의 

정도를 비교 검토하 다.

2. 실험 방법

2.1 측정

2.1.1 측정시료

이 실험에서 사용한 실리콘 고무 시료는 숙성된 실

리콘 고무 1 kg을 open roll에 투입하고 5분 동안 연

질화된 컴퍼지트에 과산화물 (DMTBPH) 0.5 ml을 

투입하여 15분 동안 혼련하여 2 mm의 두께로 리

폼하 다. 150 kgf/cm2의 압력을 가하는 유압 스

에 일정한 형을 놓고 175℃에서 10분 동안 가교시

켜 50 mm×120 mm로 두께는 1.03 mm의 것을 제작

하 으며, 시료의 조성비는 표 1과 같다. 

2.1.2 측정회로  방법

이 실험에 사용한 시험 장치의 회로도는 IEC 587 

기 의 시험회로인 그림 1과 같으며, 원 주 수는 

60 Hz, 항은 1～22 ㏀, 출력 압의 변동은 ±5% 이내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racking test system. F: 

over current device, relay, S: power supply switch, VT: 

variable ratio transformer, R: series resister, T: high 

voltage transformer.

로서 약 1.5 kV를 인가하 다. 정격 류는 각 시험편

에 해 0.1 A 이상이 되도록 하 다. 오손액은 증류수

에 0.1±0.002 wt%의 염화암모늄 (Korea, Daejung Chemical & 

Metal(주), Ammonium Chloride, NH4CL)과 0.02±0.002 wt%의 

비이온계 계면 활성제 (Korea, Daejung Chemical & Metal 

Co.), Triton X-100(C8H17C6H4(OCH2CH2)nOH)의 농도를 2 ml, 

4 ml, 8 ml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사용하 다. 오손

액이 상부 극에서 하부 극으로 일정하게 흐르도록 

거름종이 8매를 겹쳐서 상부 극과 시험편의 사이에 

넣고, 오손액이 종이에 스며들어 흐르도록 하 다. 1개 

1조의 시험편에 해 23±1℃의 온도에서 시험면을 하

측으로 상하부 극 간을 50±0.5 mm 떨어지게 설치하

고 수평에서 45°의 각도로 설치하 으며, 극은 스테

인 스 (stainless)로 제작하여, 10회 실험마다 교체하

여 사용하 다. 한, 열화상 카메라 (U.S.A., FLIR, 

E-50)를 사용하여 실리콘 고무 시료의 트래킹 부근 

온도를 측정하여 열화의 정도를 비교 검토하 다.

3. 결과  고찰

표 1과 같이 보강제인 산화알루미늄을 증가 배합한 

실리콘 고무 시료 두께 약 1.05 mm를 제작하여 트래

킹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2～4는 증류수 100 ml에 염화나트륨 

(NH4CL) 20 ml, 비이온계 계면 활성제인 Triton 

X-100(C8H17C6H4(OCH2CH2)nOH)의 농도를 2 ml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손액을, 난연성 보강제인 ATH 

(Al(OH)3)을 30 phr, 60 phr, 90 phr 배합하여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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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min) properties due to I-Resistance in 

tracking degrade of silicone rubber add to 30 phr of 

reinforc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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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min) properties due to I-Resistance in 

tracking degrade of silicone rubber add to 60 phr of 

reinforcing agent.

실리콘 고무 시료에 22 ㏀의 항을 상부와 하부 극 

사이에 71 ml/min으로 20분 간 흘리면서 1.0 kV의 

압을 가하 을 때 트래킹 열화의 정도를 측정한 결

과이다. 

그림 2는 보강제가 30 phr 배합된 시료인데 직렬

항이 1 ㏀, 10 ㏀, 22 ㏀일 때 2차회로인 고압회로에 

1 kV의 시험 압을 20분 간 인가하 는데, 1분 경과

하 을 때는 1㏀일 때 0.051 A, 10 ㏀일 때 0.035 A,  

22 ㏀일 때 0.033 A 정도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흘

다. 한 20분 경과하 을 때는 1 ㏀일 때 0.068 A, 

10 ㏀일 때 0.041 A, 22 ㏀일 때 0.038 A 정도가 서

서히 감소하면서 흘 으며, 10분 경과하 을 때도 거

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1분 경과하 을 때 1 ㏀

의 직렬 항에서 0.051～0.068 A 정도, 10 ㏀의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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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min) properties due to I-Resistance in 

tracking degrade of silicone rubber add to 90 phr of 

reinforc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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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properties due to I-time(min) in 

tracking degrade of silicone rubber add to 30 phr of 

reinforcing agent.

항에서 0.034～0.054 A 정도로 감소하여 흐르다가 

22 ㏀일 때 0.038～0.068 A 정도로 서서히 감소했다. 

그림 3은 보강제가 60 phr 배합된 시료인데 1분 경

과하 을 때는 1 ㏀일 때 0.036 A, 10 ㏀일 때 0.024 

A, 22 ㏀일 때 0.022 A 정도가 서서히 감소하며 흘

다. 한, 20분 경과하 을 때는 1 ㏀일 때 0.041 A, 

10 ㏀일 때 0.029 A, 22 ㏀일 때 0.025 A 정도가 서

서히 감소하며 흘 으며, 10분 경과하 을 때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1분 경과하 을 때 1 ㏀의 

직렬 항에서 0.022～0.036 A 정도, 10 ㏀의 직렬 

항에서 0.024～0.038 A 정도로 감소하여 흐르다가 22 

㏀일 때 0.025～0.041 A 정도로 서서히 감소했다. 그

림4는 보강제가 90 phr 배합된 시료인데 1분 경과하

을 때는 1 ㏀일 때 0.036 A, 10 ㏀일 때 0.03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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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properties due to I-time(min) in 

tracking degrade of silicone rubber add to 60 phr of 

reinforcing agent.  

22 ㏀일 때 0.021 A 정도가 서서히 감소하며 흘 다. 

한, 20분 경과하 을 때는 1 ㏀일 때 0.045 A, 10 

㏀일 때 0.037 A, 22 ㏀일 때 0.033 A 정도가 서서히 

감소하며 흘 으며, 10분 경과하 을 때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1분 경과하 을 때 1 ㏀의 직렬 

항에서 0.021～0.036 A 정도, 10 ㏀의 직렬 항에

서 0.026～0.040 A 정도로 감소하여 흐르다가 22 ㏀

일 때 0.033～0.045 A 정도로 서서히 감소했다. 난연

성 보강제인 산화알루미늄을 30 phr에서 90 phr로 증

가 배합시켜 제작한 실리콘 고무 시료의 트래킹 열화

특성은 산화알루미늄이 증가할수록 흐르는 류치는 

낮아졌고, 시간이 경과에 따라 1차 항이 작아짐에 

따라서 흐르는 류치는 증가하 는데 이는 난연성 

보강제에 의해서 트래킹의 도 성 탄화로의 열화가 

개선되고, 기 연 괴 특성은 감소했다고 생각된다. 

그림 5는 보강제가 30 phr 배합된 시료인데 직렬

항이 1 ㏀, 10 ㏀, 22 ㏀일 때 2차 고압회로에 1 kV

의 시험 압을 20분 간 인가하 는데, 1 ㏀일 때는 

1분 경과하 을 때 0.051 A, 10분일 때 0.054 A, 20분

일 때 0.058 A 정도로 서서히 증가하면서 흘 다. 

한 22 ㏀일 때는 1분 경과하 을 때 0.033 A, 10분일 

때 0.034 A, 20분일 때 0.038 A 정도가 서서히 증가

하면서 흘 다. 직렬 항이 10 ㏀일 때는 1 ㏀일 때

와는 약 0.015 A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림 6은 보강제가 60 phr 배합된 시료인데 직렬

항이 1 ㏀, 10 ㏀, 22 ㏀일 때 2차회로인 고압회로에 

1 kV의 시험 압을 20분 간 인가하 는데, 1 ㏀일 때

는 1분 경과하 을 때 0.036 A, 10분일 때 0.03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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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properties due to I-time(min) in 

tracking degrade of silicone rubber add to 90 phr of 

reinforcing agent.

20분일 때 0.041 A 정도로 서서히 증가하면서 흘

다. 한, 22 ㏀일 때는 1분 경과하 을 때 0.022 A, 

10분일 때 0.024 A, 20분일 때 0.025 A 정도가 서서

히 증가하면서 흘 으며, 10분 경과하 을 때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직렬 항이 10 ㏀, 22 ㏀일 

때는 값이 비슷했으나 1 ㏀일 때와는 약 0.014 A의 

차이가 났다. 

그림 7은 보강제가 90 phr 배합된 시료인데 직렬

항이 1 ㏀, 10 ㏀, 22 ㏀일 때 2차회로인 고압회로에 

1 kV의 시험 압을 20분 간 인가하 는데, 1 ㏀일 때

는 1분 경과하 을 때 0.036 A, 10분일 때 0.040 A,  

20분일 때 0.045 A 정도로 서서히 증가하면서 흘

다. 한 22 ㏀일 때는 1분 경과하 을 때 0.021 A, 

10분일 때 0.026 A, 20분일 때 0.033 A 정도로 서서

히 증가하면서 흘 으며, 10분 경과하 을 때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직렬 항이 1 ㏀, 10 ㏀, 22 

㏀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든 류치가 일정 크

기를 유지하 다.

이 연구에서는, 난연성 보강제인 산화알루미늄을 

30 phr에서 90 phr로 증가 배합시켜 제작한 실리콘 

고무 시료의 트래킹 열화 특성을 검토하 는데, 산화

알루미늄 배합량이 증가할수록 흐르는 류치는 낮아

졌고, 1차 항치가 높아질수록 흐르는 류치는 낮

아졌는데 이는 난연성 보강제에 의해서 트래킹 도

성 탄화로 형성이 개선되고, 기 연 특성은 감소했

다고 생각된다.  

그림 8은 실리콘 고무 시료에 항을 22 ㏀으로 고

정시키고, 증류수 100 ml에 염화나트륨 (NH4CL) 2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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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8. Temperature properties due to thermal image in 

tracking degradation of silicone rubber add to reinforcing 

agent of (a) 30 phr, (b) 60 phr, and (c) 90 phr.

(a) (b) (c)

  

Fig. 9. Tracking degraded properties according to 

resistance in silicone compound with vinyl silane treated 

ATH, (a) 30 phr, (b) 60 phr, and (c) 90 phr.

비이온계 계면 활성제인 TritonX-100 (C8H17C6H4 

(OCH2CH2)nOH)의 농도를 2 ml, 4 ml, 8 ml을 혼합

하여 제조한 오손액을 상부와 하부 극 사이에 흘리

면서 1.5 kV의 압을 가하 을 때 시료에 발생하는 

트래킹 열화 온도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8(a)는 보강제를 30 phr, (b)는 보강제를 60 

phr, (c)는 보강제를 90 phr 배합한 시료에 71 

ml/min으로 20분 간 실리콘 고무 시료에 항을 22 

㏀으로 고정시키고 상부와 하부 극 사이에 흘리면서 

1.0 kV의 압을 가하 을 때 트래킹 열화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인데, 보강제인 산화알루미늄을 30 phr, 

60 phr, 90 phr로 증가시켜 배합한 실리콘 고무 시료

일수록 도 성 탄화로가 형성된 표면 최고 온도가 

(a) (b) (c)

  

Fig. 10.  Arc discharge phenomena silicone rubber add to 

reinforcing agent of (a) 30 phr, (b) 60 phr, and (c) 90 

phr in conditions same as Fig. 9.

116℃, 101℃, 30℃ 형성됨을 확인하 다. 이것은 동

일한 조건에서 시료에 아크방  열화온도가 낮아짐은 

난연성 첨가제로 보강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림 9는 100 ml에 염화나트륨 (NH4CL) 20 phr, 

비 이온계 계면 활성제인 Triton X-100 (C8H17 

C6H4(OCH2CH2)nOH)의 농도를 2 phr을 혼합하여 제

조한 오손액을, 난연성 보강제인 ATH를 30 phr, 60 

phr, 90 phr 배합하여 제조한 실리콘 고무 시료에 22

㏀의 항을 상부와 하부 극 사이에 흘리면서 1.0 

kV의 압을 가하 을 때 트래킹 열화의 정도를 측

정한 결과이다. 그림 9와 같은 조건으로 제조한 오손

액을 71 ml/min으로 20분 간 실리콘 고무 시료에 22 

㏀으로 인가하여 상부와 하부 극 사이에 흘리면서 

1.0 kV의 압을 가하 을 때 트래킹 열화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9의 보강제인 산화알루미늄

(Al(OH3))을 (a) 30 phr, (b) 60 phr으로 증가시켜 배

합시킨 시료일수록 도 성 탄화로가 감소하다가 (c) 

90 phr가 되었을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난연성 보강제인 산화알루미늄이 잘 배합되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난연제가 많이 배합될수록 트래킹 

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어짐을 확인하 다. 

그림 10은 그림 9와 같은 조건에서 산화알루미늄

(Al(OH3))을 (a) 30 phr, (b) 60 phr으로 증가시켜 배

합시킨 시료일수록 도 성 탄화로가 감소하다가 (c) 

90 phr가 되었을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리

콘 고무 시료 표면에 아크 방 이 감소 반복되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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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탄화로가 표면에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7에서 Triton X-100

의 농도를 증시켜 제조한 오손액을 상부와 하부 극 

사이에 흘렸을 때 난연제인 산화알루미늄(Al(OH3))으

로 더 많이 보강될수록 실리콘 고무 시료 표면에 아

크 방  열화가 더욱 감소하여 일어나 도 성 탄화로

가 형성이 없어짐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보강제인 산화알루미늄(Al(OH)3)의 변화시켜 제작

한 실리콘 고무의 트래킹 실험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보강제의 증가에 따라서 실리콘 고무 시료에 아

크방 이 발생하는 최  온도가 하게 낮아짐을 

확인했다. 온도가 하게 낮아짐을 확인했다.

2. 산화알루미늄이 증가할수록 흐르는 류치는 낮

아졌다. 

3. 시간이 경과하면서 흐르는 류치는 증가하 는

데 이는 난연성 보강제에 의해서 트래킹 도 성 탄화

로 인한 열화가 개선되고, 기 연 괴 특성은 감소

했다고 생각된다.

 4. 난연성 보강제의 증가에 의해서 도 성 탄화로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5. 아크방 은 난연성 보강제가 증가할수록 시료의 

하부 극 근처에서 발생하는 불꽃은 없어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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