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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판련 케이블 상태 감시 방법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오랜 시간동안 연속적인 동작이 요구된 

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연속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회사 스스로 뿐 

만 아니라 관련 규제 기관에 연속적인 동작에 대한 안전성을 납득시켜야만 한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들은 원자로 압력 용기 및 내부 구성 

요소들， 열 교환기， 배관， 펌프， 콘크리트 구조물， 계측 및 제어 케이블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구성하는 물칠은 강한 방사선 환경에 의해 다양한 

단계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의 자극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물칠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노화 현상의 결과가 감시휠 수 

있는지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안전의 관점에서 삼펴볼 때， 케 

이블의 증요성은 교환기와 원자력 발전소 감시 ·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 · 계측 

시스템은 물론 긴박한 상황에 있어 발전소 운전의 정지시에 필요한 시스템 사 

이의 전기적인 에너지 및 선호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케이를이라는 

사실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II1. 연구개발의 내용 

l. 케이블 열화의 기본 개념 

열화(것化) 현상이란 기계류 및 기타 케이블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러 가 

지 열악한 조건에 의해 그 잔존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의 경우 

기존의 상태에서 절연 역할을 하는 절연체의 절연내력이 떨어지거나 본래의 기 

능 상실 또는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로 케이블에 지속적이고 국부 

적인 열이 가해졌을 경우 그 부분이 경화되고 경화되어진 부분이 표피부터 갈 

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케이블 절연체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며， 기 

타 주변의 기계기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력 케이블에 이용되고 



있는 각종 고분자 절연재료는 고온， 방사선， 화학물질， 환경 및 기계적 요인 또 

는 기타 원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 초기의 물성치를 유지하지 못 

하여 변질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 파괴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열화라고 하 

며， 이로 인해 케이블의 수명이 저하된다. 

2 현재 사용중인 상태감시 71 법 

현재 사용증인 상태감사 가볍들은 크게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 득상음 이 용 

한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화학적 특성음 이용한 방볍 ·산화유도시간/온도 

• 적 외 선 분광기 (FTIR) 

(2) 물리 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 • EAB(Elongation-at-break) 

• 인 멘 터 (Indcnter) 

·경도 

• 적외선 온도 기록계 

·육안 검사 

(3) 전기적 득성윤 이용-한 방법 • 전면 저항 

3. 케이블 상태 감시 기법 

• TDR(Time Domain Reflcctomctrv) 

.유전손 

·내전압시험 

·기능 시험 

·전류의 특정 

.EMF 측정 

케이블 상태 감시의 목적은 사용중인 케이블의 수명을 예측하는데 있다 이 

러한 케이블의 절연 열화를 평가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접근 방법， 

즉 케이블 시스템의 특성이나 케이블 절연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한 

다. 이러한 방법을 기반으로 한 진단 시혐 설비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블 가지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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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적이고 감압적이다. 

@ 점진적인 산화적 노화와 열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 노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hot spot을 감지할 수 있다. 

@ 일상적인 발전소 동작 중에 사용되며 시설의 차단의 필요성이 없다. 

@ 사용이 간단하고 신뢰성과 반복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 경제적이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에 대해 오늘날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접 

근방법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V. 연구 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 

국외에서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이며， 현 

재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사용되어지는 XLPE 케이블의 열화 진단을 위해 절연층 반도전층 등 케이블의 

열화나 사고 원인이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물리적 화학적 및 미세한 구조 

적 득성 분석까지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케이블의 실제 사용 환경 및 종류， 사양을 조사하고， 기존 방법들의 

장단점을 파악， 각 장점들을 결합한 새로운 케이블 상태 감시 기법을 개발하고 

자 하며， 또한 신호처리 기법을 이용한 상태 감시 기법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상태감시 및 수명예측을 통해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기준을 정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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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 문 요 약 문) 

1.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Condition Monitoring for thc Safety-related Electric Cabl( ‘익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general nuclear power stations desire to continuc operating for as long 

as possible. In order to do so , however, the utilities have to convincc thc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 as well as themselves , that continued 

operations are acceptably safe. 

The items of these plants that are of particular concern are: 

i) Reactor pressure vessels and internal componcnts 

ii) Hcat cxchangers , plpmg , and pumps 

iii) Concretc structures 

iv) Instrumentation and control cables 

The materials that constitute such items can be subjected to energetic 

radiation to various degrees as well as other environmental stimuli. It is of 

major importance to know how these materials will respond and how any 

resulting ageing phenomena can be monito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nuclear safety the interest in these cables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γ 

are of vital importance in providing the links between the transducers and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I & C) systems that monitor and control the 

nuclear power plant. These include the systems necessary for shutting 

down the plant safety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11 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Basic Concepts of Cable Aging 

- IV -



Degradation of electric cables may be caused by several stressors which 

may be found in nuclear power plants; common stressors are elevated 

temperature, iomzmg radiation, humidity, ozone, and mechanical stresses. 

When aging degradation takes place, it affects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insulation and jacket materials , which, in tum, changes the phys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For example, aging degradation such as thermal 

oxidation and radiation induced oxidation could cause cross-linking of the 

polymer chains, changing the chemical structure and the physical properties. 

Excessive cracking,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electrical properties. The 

cracks and micro-cracks may degrad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insulation materials. 

2. U sed Method of Cable Condition Monitoring 

(1) Chemical Property Measurements 

.Oxidation Induction Time(OIT) 

•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FTIR) 

(2) Physical Property lVleasurements 

• Elongation-at-break(EAB) 

.Indenter 

• Hardness Test 

• Infrared Thermography 

• Visual Inspection 

(3) Electrical Property Measurements 

• Insulation Resistance 

• Time Domain Ref1ectometry 

• Die1ectric Loss 

• Voltage Withstand Test< at 80VAC/mil in water) 

• Functional Test 

• Current Signature 

• Electro-Magnetic Fiel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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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ble Condition Monitoring 

The object of cable condition monitoring is estimation of the cable life. 

There are basically two approaches to the assessment of cable insulation 

aging: the characterization of the cable system or of cab1e insulating 

materials. A universal instrument based on these approaches would havc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t would bc nondestructive and nonintrusivc. It 

would be ablc to detcct gradual oxidativc aging and degradation. It would 

be capable of detecting hot spots wherc aging takes place quickly. It \vould 

be usablc during routine plant operations and not require that equipment be 

disconnectcd. It would bc simple to use and would give reliable and 

repeatablc rcsults. It would be economical. 

IV. Future Research Plan 

(1) Investigate environments used in the cable 

(2) Investigatc thc various cable used in )JPPs 

(3) Acquire äged cables spccimens and un-uscd cablc specimens 

(4) Review the feature of preliminary CM methods and investigate 

possibility of äpplication to NPPs 

(5) Develop the combination of CM methods using merits of preliminary 

mcthods 

(6) Develop CM methods using signal processing technique 

(7) Determinate of the correlation law between CM methods and prediction 

of life time therefore establish standard and regulation of cable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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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원전용 케이블의 구조 및 설계사양 

1. 원전용 케이블의 구조 

원전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체 (Conductor)， 절연체 

(Insulation) , 금속 차폐물(Metallic Shields) , 외피(JackeO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 

성요소 별로 역할 및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co ’‘STF“.lCT.ON DET.I!‘ILS 
c::o ........ otor: __ _ 
ζ。.'.d A"n __ • ..a 
Copper-C •••• B 
51,._.,‘’-’ ".r ’‘STt\A B33 or a "l øø 
’n_“ .. non: __ 
F ’_rn_ r ••••• _nt 
'33'‘ ’ r、_u…io..... _. 
p.r ICE’‘ s-“8 -52 .. 
T ,’ ....... ••". FtH “’ ~rUL “ 
TVø- USE per UL-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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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incecl “id1 Pernùssion. 

그림 1. 전력용 케이블의 구조 

@ 도체 (Conductor)의 주요 기능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3000 F(150 0 

C)의 온도에서 연속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절연체(Insulation)는 주요한 고분자(polymeric) 케이블 절연 재료로서 감전사 

q 
닝
 



고를 예방하고， 전력손상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종류로는 

XLPE(Cross-linked polyethylene) , EPR(Ethylene propylene rubber) , SR 

(Silicone rubber) , CSPE(Chlorosulfonated polyethylene)가 있다. 이 중 XLPE 

는 원전용 케이블로 대표되는 고체절연 케이블로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내충격성， 내마모성， 열에 의한 노화 특성， 저온특성 등의 물리적， 기계적 특 

성이 뛰어나다. 특히 고저차가 큰 장소에 포설이 용이하다는 장점올 가지고 

있다. 표 1은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케이블 절연체 재료 

의 용도별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케이블 절연체 재료 

~ 
도됩같골 
케이블 

저압전력 

케이블 

구 분 

안전관련 |격납용기내부 . ~ _. I 5KV 
버안전관련 I (RCP전동기) 

안전관련 

위 치 전 압 | 절연체 외 피 

EPR 

격납용기내부 
비안전관련 

안전관련 

PVC 

EPR : 
600V I Hypalon 

PVC 

제어 

케이블 

계측 

케이블 

m a m H 

魔
w n 0 부

 
’ 내

 
기
 

용
 

납
 

격
 련

 
관
 

전
 

안
 

비
 」

600V SR SR 

@ 금속 차폐물(Metallic Shields)의 주요 기능은 계측용 케이블을 차폐하고， 

계 측 회 로의 정 전 잡음(elelctrostatic noise)을 감소시 키 며 , 고주파 또는 

펄스신호의 적절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차폐는 인집 회 

로 간의 혼선을 감소시켜준다. 방사선 차폐 재료로는 EPR (Ethy lene 

propylene rubber) , SR(Silicone rubber) , CSPE(Hypalon) 등이 주로 사용 

된다 

@ 외피는 기계적 손상， 화학적 손상 및 화재로부터 케이블의 절연을 보호하 

며 주요한 외피 재료는 Neoprene, CSPE(Hypalon) , PVC 등이다. Hypalon 

은 Neoprene보다 전체적인 특성이 좋으며 양호한 안정도와 습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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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저항성이 있으며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격납용기 내의 케이블 절 

연 및 외피 재료로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의 구성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XLPE'-:-← ~.i<.~':~τ5ι 

E-CTFE 

o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petcer‘_01 비>iIS 
Copyrigbt 01 \192. Electr:ic power Resear엉I IDS빼1Ie. EP'없 TR-IOO516. 
￡한양- Q/IDlJIfCOIiOn Rl:fuøa JIØlI빼야. Reprimecl widl peø피ssion. 

그림 2. 미국 원자력발전소 격납용기 내의 케이블 

절연 및 외피의 고분자 재료 구성비 

다음 그림 3， 4， 5는 여러 종류의 케이블에 대한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Conductor 

Shield 
(wrap) 

그림 3. 계측용 케이블의 구조 

Insulation Jacket 

Conductor 

Shield Jacket 
(dielectric) 

그림 4. 계측용 동축 케이블의 구조 

R ‘ 



Conductor 

Insulation 

Fil1er Shield Jacket 

그림 5. 제어용 케이블의 구조 

다음 표 2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주요한 고분자 케이블 재료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주요한 고분자 케이블 재료 

료 절연체 외피 사용 범위 

CD cross-linked polyethylene / polyolefin J 광범위 
(XLPE/XLPO) 

(2) low and high molecular weight J 。2一111호 ’ 
polyethyleneCLMWPE, HMWPE) 

@ ethylene propylene based elastomersCEPR, J 광범위 
EPDM) 

@ chlorosulphonated polyethylene(CSPE) ι 광범위 

(5) ehtylene vinyl acetateCEV A) J 。E1-님「 

@ polyvinyl chloride(PVC) J J 광범위 

(j) silicone rubber(SiR) J J 。~l닝「 

@ polyether ether ketone(PEEK) ι 제한적 

@ ethylene tetrafluoroethyleneCETFE), J 제한적 

@ polyphenylene oxide(PPO) ι 제한적 

@ butyl rubber(BR) J J 제한적 

@ polyirnide J J 제한적 

@ polychloroprene J 제한적 

@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P)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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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용 체이블의 절계사양 몇 기준 

원전용 케이블은 케이블 용도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power cable)과 제어 및 계 

측용 케이블(I&C cable)로 나누어진다. 다음 표 3. 4는 정상상태에서의 운전조건 

과 중대사고 발생시 환경조건들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원전용 케이블은 이 

러한 조건 및 사양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표 3. 정상상태시 원전 케이블의 운전조건 

정상운전 환경인자 격납용기 내 케이블 격납용기 밖 케이블 

온도CC) 50 35 

40년 사용시 받는 
45 0.01 

방사선(Mrad) 

표 4. 중대사고시 환경 조건 

중대사고 환경인자 LOCA MSLB 

온도CC) 163 163 

사고시 받는 방사선 (Mrad) 35 1 

압 력 (KPa gauge) 48.3 4 

최 고온도 지 속시 간(분) 20 20 

100
0

C 이상 온도 지속시간(분) 170.1 170.1 

사고후 온도CC) 50 50 

사고후 온도 지속기간(일) 90 90 

다음은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 및 계측용 케이블의 설계 사양이다. 

(1) 전력용 케이블의 설계 사양 

(가) 운전 조건(주파수) : 60Hz 

(나) 온도 한계 조건 : 다음 조건을 충족하도록 절연체를 선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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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운 전 시 (continuous operation) 90
0

C 

@ 과부하 조건시 : 130 0C 

@ 단락회로 조건시 : 250 0C 

(다) 전도체 : 전도체는 연동선 (soft annealed copper wire)으로 설계한다. 

(라) 전도 차폐체 5000V 이상의 케이블에서는 차폐체를 사용해야 하며 

열경화성， 반도전성이어야 하며， 전도체 위에 덮인 상 

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마) 절연체 

φ 절연체 재료는 EPR , XLPE를 사용한다. 

@ 절연체는 화재시 유독가스 생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경화성， 

난 연 성 (fire retardan t) 이 어 야 한 다 

@ 절연체 두께는 절연을 위한 필요 두께의 133%의 보수성을 둔다. 

(바) 절연 차폐체 

CD 5000V 이상의 케이블에는 차폐체를 사용해야 하며 열경화성， 반도성 

이어야 하며 절연체 위에 덮인 상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 동테이프(copper tape)는 1000Nsec의 전류를 전송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동테이프 위에 강화 폴리에스테르 펼름 접착 테이프가 덮 

여진다 

• 비금속성 외피 : 외피는 난연성이어야 하며， 열， 습분， 방사선 저항 

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 

• 외장과 외피 : 특정 케이블에 외장의 삽입 필요성이 있을 경우， 외 

장과 이를 다시 덮는 외피를 설치한다. 외장의 재료 

는 알루미늄을 쓰며 , 유동성 (f1exibility)을 가져 야 한 

다. 

(2) 제어 및 계측용 케이블 설계 사양 

(가) 운전조건 : 각 케이블은 교류 및 직류전류 공급에 적절해야 한다. 최대 

계속운전조건(90
0

C)에서 운전한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3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나) 전도체 : 연동선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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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연체 : 절연체는 열경화성， 난연성 (fire retardant)이어야 한다. 화재시 

유독가스 생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차폐체 : 제어 및 계측용 전도체 뭉치를 한번에 차폐해야 되는 경우 

O.lmm 두께의 주석 도금 구리 테이프를 사용한다. 

격납용기 내부 온도는 10 0C -48 0

C 로 유지하도록 설계되며， 사고조건에서는 13 

2
0

C 까지 상승한다. 따라서， 원전용 케이블은 표 5와 같은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분자 재료는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사 열 

및 방사선에 의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표 5. 방사선 차폐 내부 케이블 설계기준 

매개변수 주변조건 
사고후상태 사고후상태 

(0 -2시간) (2-26시간) 

온도 49
0

C 131
0

C 9TC 

압력 Atmospheric 43 psig 15 psig 

습도 0-50% 100% 100% 

방사선 선량 100Mrad/Hr 
108rad 

L (0 -30일) 

나선류 

전기용 연， 동연선 (AS) 

정기용 경， 동연션 (H ，PH) 

일루미늄 nl 욕 강심 알루미늄 연션(ASCR/AW) 

6OOV 비닐 짙연전션류(IV，GV，QW) 

저압전선 6OOV 훌리애윌렌 전선(CV) 

고압기교 올리얘딛렌 전선(6.6KV，CV) 

고압전선 
특고압 강심 알루 01 늄 찰언전선 (22.9KV ACSR/AW-QC) 

22.9KV CN/CV-W 수밑형 전선 

제어용전선 

서
」
 

저
」
 

요
 。

바
 。

소
 

|무독 난연전선 } 서 무특성 난연정선 l 

그림 6. 원전 케이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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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3. 원전용 전력 케이블의 

종류는 크게 나선류 저압전선， 고압전션， 제어용 전선， 소방용 전 케이블의 전력 

이 중 IV, GV, OW, CV , CVV 그림 6과 같다 

있다. 

트서 -. 。

사용되고 

요구되는 

나누어지며， 

발전소 내부에서 

절 전기 절연물에 

난연전선으로 

케이블이 원자력 

제 

도
 
「
，

무
’
 

2 

λ게 
L.:., 

것뿐만 아니라 유전특성 (유 

특성， 내유성 

절연파괴전압이 

δ) , 내열성， 내수성， 내후성， 기계적 

높아야 하는 일반적인 성능으로서 

t二 ;ζ 
• 

。 。Er 과 유전정접 tan 

고려되어야 한다 

전율 

합적인 성절이 

δ) 1. 講電特性 ( E r • tan 

유전율이 커야한다. 콘멘서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 재료에서는 콘댄서 • 
δ 가 작을수록 좋다. 억제하기 위해 tan τ셔。 o 7J h 。

/ò T ìT'L! τ느뜯i 교류의 • 
축적이 작 공간전하의 않으며， 

의존성이 작은 것이 필요하다 

온도분포가 균일하지 

문제가 되지 δ 는 그다지 

온도 

직류절연에서는 tan 

것과 도전율 및 

절연체 

。

'-

• 

도전율의 차이에 따라 저항이 7:l 。
'6" 

。L 。
l효"c" 의

 
주
 
。• 

전압 커진다. 따라서 전압분담이 크게 되어 저항이 불균일해지고， 저온부의 

평상시에 

수 있다. 

있으며 

열화가 진행될 

/, 일으킬 전계강도가 커지고， 절연파괴를 

않는 균열이나 보이드(void)에서 

곳에 

는 문제가 되지 

ξ쿄 
'-분담이 

2. 혐熱性 

/, 사용될 조건에서 가혹한 따라 고성능화에 경량화， 소형화， 기기의 전기 • 

있다. 

다
 
이
 

컸
 괜
 

계
 과
 

관
 
며
。
 

빼
 수 

T 
도
 

온
 

처
n
 

융
 

요구된다. 

단시간 내열성 : 유리 전이온도 Tg 빛 

장시간 내열성 : 치수변화， 화학변화 또한 절연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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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재료는 열전도성이 좋고， 전기절연성이 좋은 서로 상반된 2개의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 옥외용 애자 둥의 절연재료 표면은 아크방전 등에 견디는 내열성이 요구된 

다. 

3. 耐水性

• 수분이 침투하지 않는 고분자 재료에도 내부에 전계 집중부분이 존재하면， 

외부의 수분이 확산 침투되어 전계 집중부분에서 응집된다. 

• 특히 XLPE 케이블 등에서 중요하다. 

4. 耐候性

• 자외선 등에 노출되면 산화， 열화가 촉진되어 발수성이 없어지고， 표면에 균 

열이 발생되어 요철이 형성된다. 

5. 機械的 特性

• XLPE 케이블에서 압출제조 조건에 따라 절연체의 비틀거림이 남아있거나， 

포설시 또는 포설 후 굴곡되기도 하고 케이블 온도 상승에 따라 선장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耐수트리성 耐부분방전성 등이 저하된다. 

• 인접해 있는 금속과 고분자 사이의 선팽창 계수의 차이로 온도변화에 따른 

뒤틀림이 있을 수 있다. 

표 6. 각종 재료의 선팽창 계수 

재 료 선팽창 계수 

Copper 17 x 10 -6rc 
Aluminum 25x lO- 6rc 

Polyethylene 25x lO- 5rC 
EPDM rubber 18x 1O-5rC 

Epoxy 55x lO-6rC 
Silicone rubber 20x 10-5rc 

6. 耐빼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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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고분자 재료를 절연유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온도상승에 따라 절 

연재료가 팽윤한다. • 콘멘서， OF 케이블， 변압기 

• 직매 케이블 등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름에 영향을 받는다. 

7. 耐放射性

•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제어장치 및 케이블 등은 발전소에서 

의 사고시 방사선 유출로 인해 절연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C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모의시험을 동하 

여 절연물의 방사 특성의 파악이 가능하다. 

제 3 절 원자력 발전소 관련 열화 문제 

L 방사션 열화 진단의 중요성 

전기 절연물 노화에 대한 원자력 방사선의 역할은 방사선 환경 하에서도 정상 

적인 동작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격납용기 내의 케이블과 기기， 해군 원자력 추진장치， 가속장치， 케이블， 고 에너 

지 물리 실험을 위한 가속기와 관련된 진단시스템， 원자핵의 융합 장치와 관련된 

진단시스템 X-ray 장치 등이 었다.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관련 전기장치도 Van 

Allen 벨트의 방사선과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초기에 방사선 효과에 대한 많은 지식 특히 절연물의 기계적인 특성과 관 

련하여 이루어진 작업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영향에 따라 나타 

날 가능성이 있는 상승효과(synergism)에 대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 

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실제 기술자들이 의미를 두는 다중요인 Cmul tifactor) 

환경 하에서의 노화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오랜 시간 동안 연속적인 동작이 요구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연속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회사 스스로 뿐만 아 

니라， 관련 규제 기관에 연속적인 동작에 대한 안전성을 납득시켜야만 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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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은 발전소 수명 유지 (PLIM plant life maintenance) 및 발전소 수명 연 

장(PLEX plant life extension)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의 특별한 관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압력 용기 및 내부 구성품 

(Reactor pressure vessels and intemal components) 

• 열 교환기， 배관， 펌프 

(Heat exchangers, piping , pumps) 

• 콘크리트 구조물 

(Concrete structures) 

• 계측 및 제어 케이블 

(Instrumentation and control cables) 

이러한 항목을 구성하는 물질은 강한 방사선 환경에 의해 다양한 단계의 영향 

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의 자극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 

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노화 현상의 결과가 감시될 수 있는지를 파악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분야에 있어 전세계적 관심， 현재 화제가 된 관심사 

및 상당한 국제적 노력들이 IAEA(Intem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후원 

아래 통합되어져 왔다. 이 조직은 계측 및 제어 케이블의 전기적 절연성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재료의 노화 및 감시에 대한 경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토의 및 

working group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케이블의 

중요성은 교환기와 원자력 발전소 감시 •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 · 계측 시스템 사 

이의 링크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케이블이라는 사실로부터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긴박한 상황에 있어 발전소의 안전 정지시에 필요한 시스범을 포함한 

다[lJ. 

전기 절연체의 노화 및 열화에 대한 관심은 Sandia 연구소와 Savannah River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연구로 나타났다. Sandia 연구소와 Savannah River 원자력 

발전소는 각각 PVC와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의 저밀도 PE 케이블에 관해 연구하 

였다.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전기 절연체는 고분자 물질， 특히 PVC,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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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XLPE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2]. 이러한 절연체를 12년 동안 사용 후 조사 

한 결과，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열화가 진행된 것을 발견하였다. 실험결과 이러한 

현상은 짧은 기간에 있어 높은 방사선 조사량과 장기간의 수명을 모의하기 위한 

높은 비율의 방사션 조사량 시험을 포함한 사전 설치 조건 과정이 사용된 경우에 

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기 온도 이상에 있어서 낮은 비율의 방사선 조사량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 하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IECCIntemational Electro-technical Comrnission)는 Savannah River 원자 

력 발전소의 연구 이후 낮은 비율의 방사선 조사량에 의한 절연체의 영향에 관하 

여 연구하였다[1，3]. 

2. 원자력 발전소 노화 관련 가본 개념 

@ 방사선의 종류와 방사선 조사량 비율 

다양한 형태의 방사선 에너지와 방사선 조사율은 절연물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전자기 방사선(수 keV-수 McV의 soft X -ray에서 hard gamrna 

범위)은 이온쌍(ion pair)을 생성한다. O.025eV- 수 MeV의 에너지를 가지는 중성 

자는 방사선음 만들고， 양자 충돌음 얼으키거나 결정체 물질에서 입자 변위를 열 

으키고， 갈라짐플 만든다. 득히， 원자 핵 융합 에너지 중성자(l4MeV)는 부분적인 

가스 변형(변질) 물질을 생산해 낸다. 이온화된 전하 입자는 흐르면서 중간재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중성자， 양성자와는 탈리 표면의 균열을 통하여 열화를 발생 

시킨다. 만약 대전된 입자가 절연물 안에서 발생을 하면 별크에 심각한 방사선 

피해를 야기한다. 

높은 등급의 방사선 조사율은 샘플의 과열을 발생시키고， 과도하면 샘플이 녹게 

된다. 높은 등급의 이온화된 전하입자 충격은 공간전하가 안정되거나 공간전하의 

주업을 야기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절연파괴력을 지년 공간전하계를 형성하게 된 

다. 또한 부분적인 radical chemistry(라디칼이 일어나는 현상 또는 화학반응)가 

동작하는 것보다 빠른 등급으로 고분자에 라디칼(radicaI; 공유결합이 유지되다가 

붕괴되어(체인 절단) 전자 1개만 갖고 있는 것. 분자구조가 불안하여 가교결합(교 

차)의 형태로 열화나 노화의 원인이 된다)을 발생시킨다. 이 현상의 결과는 최종 

적으로 나타나는 라디칼 반응 효과이다. 이 효과는 가해지는 방사선이 멈춘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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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랜 시간동안 겉으로 잘 나타내지 않는다. 

낮은 등급의 방사선 조사율에서는 추가적인 전계가 없어도 절연체 사이의 전압 

차로부터 절연파괴 전 단계의 전기적 펄스를 발생시킬 정도의 공간전하계가 생성 

되게 된다. 

@ 절연물의 형태 

열가소성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은 분자구조가 변하 

는 것이다. 각각의 분자는 교차결합(crosslinking)을 통해서도 연결되게 되는데， 이 

현상은 물질을 더 딱딱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교차결합은 절단을 통하여 주 사슬 

이 깨질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구조적으로 약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가스이며， 수소와 함께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 가스가 물질을 뒤툴리게 만들며 이 가스는 고분자 내에 생성된 빈 공간에 응 

집된다. 

교차결합된 에폭시 합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보다는 방사선에 

대해 내구성이 더 강하다. 또한 에폭시 합성수지보다 방사선에 잘 견디는 방향족 

열가소성 플라스퇴 (aromatic thermoplastics)도 존재한다. 반면， 교차결합된 XLPE 

는 방사선에 잘 견디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칠들은 방사션이 

발생되는 radical chemistη로 되어 있고， 이것은 물칠의 유용함을 궁극적으로 감 

소시킨다. 

세라믹 같은 결정계 물질은 크리스탈 구조 내에서 입자 변위와 같은 손상을 입 

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자 변위 손실은 심각한 기계적인 스트레스(stress)를 야기 

한다. n， a 와 n, p 중성자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스 변이 

물질은 기계적인 변형을 포함한 팽창과 균열을 유발하고 전기적으로 약화가 일어 

난다. 

유리는 방사선의 몇몇 특성에 대해서만 변형을 일으킬 뿐， 대체적으로 방사능에 

잘 견딘다. 또한 이러한 변형은 세라믹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적은 경향을 가진다. 

그 이유는 유리가 정상상태일 때 매우 뒤틀어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방사 

선에 의한 심각한 손상의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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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방사선 환경 하에서 절연물이 접할 수 있는 온도는 초전도 자계 코일 

의 절연에 대한 액체헬륨 온도(4.2K)에서부터 원자로 안의 세라믹 시스템에 대한 

lOOOK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있다. 온도는 환경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 

해가 되기도 한다. 

@ 대기 

공기와 같은 산소를 포함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고분자에는 매우 유해하며. 이퍼 

한 산화성 열화는 매우 중요한 노화 과정이 된다. 방사선 조사가 멈추어도 radical 

chemistry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방사선과 방사선을 쪼인 물칠과 후에 산소에 노 

출된 물질들은 모두 산화작용이 일어난다. 

또한 우주에서는 진공도 매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단점은 가 

스가 방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전기적 스트레스 

전기적인 현상은 충전 입자와 관련된 이온화 방사선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 

다. 이 현상은 방사선 유도 도전성 (Radiation Induced Conductivity→RIC)으로 나 

타내어진다. 이 메커니즘은 가해지는 전기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절 

연 특성을 약화시킨다. 방사선이 유도된 보이드는 부분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한 

지점에 만들어진다 방사선은 보이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보이드를 가스로 

채움으로서 보이드 내에 이온화를 일으키고 따라서 가해진 전계하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에 대해 초기 전자들을 다량으로 발생시킨다. 

유전체의 충전 입자 충격은 물질 내에 실질적인 공간전하계를 만들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게 하고 이것은 가해진 전계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방사선 유도 펄스 

계는 인공위성 절연에서 많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가해진 전계가 없어도 

Van Allen 방사선 벨트에 의한 전자 충격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펄스는 다 

른 종류의 방사선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계의 함수로 수식화될 

수 있다. 

3. 고분자에서의 방사션 효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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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핵 방사능에 의해 쉽게 분열되어지는 전자의 공유 

결합으로 약하게 서로 묶여져 었다. 결합이 파괴되어지면， 새로운 하나가 형성되 

어지고， 고분자의 구조는 변하게 된다. 선형 지방성 고분자 분자의 간단한 개략도 

가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만약 이것을 폴리에틸렌으로 간주한다면， 카본 원소들 

의 체인을 중심으로 몇몇의 측면 가지들로 구성된다. 그림 8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분자의 여기 (excitation)는 직접적으로 또는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이 

때， 방사선은 분자를 이온화시켜， 이온쌍을 생성시키며， 이것이 고분자 이온에서 

전기적 재결합이 발생될 때， 여기된 고분자가 발생된다. 여기된 상태의 고분자는 

전자 공유결합의 분열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그림 9와 같은 주 체인에서 

의 분열과 그림 10에서 보여지는 측면 체인에서의 분열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이 

것은 교차결합( crosslinking 그림 11), 체인분리(chain scission 그림 12), 가스 

발생 (gas production 그림 13), 산화작용(oxidation 그림 14)과 같은 다양한 방 

법을 통하여 반응하기 쉬운 활동적인 자유 라디칼을 남겨둔다. 이러한 반응은 원 

자력 발전소 내의 고분자 절연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열화의 진행과정이며， 이것은 

방사선 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산화(post-irradiation oxidation)에 의해서도 발생된 

다. 

보통， 하나의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의 방사성 유기 과정이 동 

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차결합은 물질을 굳어지게 하여， 파손시 선장 

의 감소와 함께 장력과 경도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장기간의 교차결합은 부 

서지기 쉬워진다. 체인분리는 기계적으로 물질을 약하게 만든다. 가스발생을 수반 

하면 팽창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방사선 물질이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 있으면，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기계적 강도의 감소와 유전체 손실의 증가를 가져온다. 

~ +e --+-

(Ion) (Thermal Electron) (Excited Moleculel 

(Polymer Molecule) 

그림 7. 고분자의 구조 그림 8. 고분자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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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체인의 분열 그림 10. 측면 체인의 분열 

y 
~ 

.... y.~-.~ 버 

그림 1l. 분자간의 교차결합 그림 12. 체인 분리 

l l | 후 ‘ l l I I I I | l ‘ | I I 
I I - ~l생 | | | 4.。-。. v | i 

그림 13. 가스 발생 그림 14. 산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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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열화 및 상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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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장 캐이블 열화 및 상태감시 

제 1 절 원전용 케이블 열화의 기본개념 

1. 케이블 열화의 기본 개념 

열화(컸化) 현상이란 기계류 및 기타 케이블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의해 그 잔존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의 경우 기존의 

상태에서 절연 역할을 하는 절연체의 절연내력이 떨어지거나 본래의 기능 상실 

또는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로 케이블에 지속적이고 국부적인 열이 

가해졌을 경우 그 부분이 경화되고 경화되어진 부분이 표피부터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케이블 절연체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며 기타 주변의 기계기 

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었다. 전력 케이블에 이용되고 있는 각종 고분자 

절연재료는 고온， 방사선， 화학품， 환경 및 기계적 요인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스 

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 초기의 물성치를 유지하지 못하여 변질되기도 하고， 극단 

적인 경우 파괴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열화라고 하며 이로 인해 케이블의 수명이 

저하된다. 열화 현상을 케이블 절연체에 대한 분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 

그림 15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교 분자 구조가 딱딱해 짐으로써 분자간의 결합 

이 끊어져서， 결국 끊어진 분자들이 결합사이에서 이탈함으로써 분자량이 적어짐 

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열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열， 빛， 자외선， 방사선 등이 

있다. 

화 

~ 밟
 
바
露
 

“ 

그림 15. 분자구조 

케이블 열화의 영향은 표면의 균열 또는 단단함으로 나타나지만， 증기 또는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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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없을 때의 균열을 가진 케이블은 정상적으로 계속 동작이 가능하며， 열화의 

영향(열화가 증가될 때)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 탄성율 증가 

@ 신장율 감소 

@ 압축강도 감소 

@ 인장강도 감소 

2. 케이블 열화의 요인과 종류 

케이블의 열화요인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그림 16에 각 열화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열화의 종류를 나타냈으며 그림 17은 외적요언에 대한 케이블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16. 케이블 열화 요인 

( e;:?댐I ) 

\1/ 
댁μ꿇〕 

그림 17. 외적 요인과 케이블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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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적 열화 - 과열 • 산화 분해 • 반응 생성물 이온 • 절연성능저하(절연체) 

·흡수 열화 - 차폐층 부식손상 • 강도저하 • 파괴단선(차폐층) • 파괴단선부 

발열 • 파괴 단선부 과열， 노화， 탄화 • 절연파괴(절연체) 

·전기적 열화 - 국부적인 고전계 발생 • 부분방전 • 절연체 침식 • 절연파괴 

(절연체) 

3.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케이블 열화 진단 방법 

케이블의 열화를 진단하는 방법 중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방법은 진단의 형태 

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며 다음 표 7， 8， 9에 나타내었다. 

표 7. 사선진단 방법 

측 정 법 ~三1 징 

직류 누설시험 
용이하게 실시가 가능. 측정 정밀도가 높음. 현재 열화판정 및 

보수에 널리 이용됨. 

@ 고압 케이블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음. 

tanδ 시험 
@ 케이블 용량에 맞는 교류 전원이 필요함. 
@ 고압전원 사용시 유도받기 쉽기 때문에 검출정도가 떨어짐. 
@ 직류누설전류 시험에 비해 사용빈도가 적음 

@ 직류/교류 내전압법이 있으며 이중 전원의 간편성에서 직 
류 내전압법이 많이 사용됨. 

내전압 시험 @ 전압에 견디는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열화정도 및 잔존 
수명의 예측이 어려움. 

@ 직류 내압치로서 잔존 수명을 예측. 

직류 역흡수 시험 직류 전압을 인가， 일정시간 접지한 후 역흡수 전류를 측정 

직류잔류전압 @ 직류전압을 일정시간 인가하고 접지 후 접지단을 개방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전압이 회복되는데 이 전압을 측정. 

시험 @ 역흡수 전류시험에 비해 잡음의 영향이 적음.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일정시간 접지한 후 절연체 중에 남아 
잔류전하 시험 있는 전하를 교류 전압에 의한 과도 직류전류 성분으로 얻어 

시간의 적분량， 즉 전하량을 열화 판정에 이용. 

부분방전 시험 보이드 둥의 결함검출법으로 열화 검출에는 부적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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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활선 진단 방법 

측정법 ~三1 징 

직류 중첩법 케이블에 직류전압을 중첩시켜 직류전류의 성분을 측정. 

φ 교류전압 인가시 전류 중에 미세한 직류성분이 포함되는데， 

X-1T E「 λ 。}τHrB님1 
이를 활선 상태에서 차폐물에 연결된 접지선과 대지간에 측 

정장치를 접속하여 측정. 

@ 직류 중첩법과 달리 특별한 전원장치가 불필요 
@ 고압 케이블에 분압기를 접속하여 측정한 선로전압과 젤연 

체 중에 흐곤는 전류와의 위상차에서 tanδ 를 구하는 방법. 

활선 tan 6' 법 @ 활선 상태에서 tanδ 를 측정하므로 특별한 고압전원 장치가 

불필요. 

@ 전압측정을 위해 충전부에 접촉할 필요가 있음. 

표 9. 현재 연구중인 열화 진단 방법 

측정법 ~三1 정 

교류전압의 과전 상태에서 열화부의 정전용량이 변화하여 발생 

맥동 검출법 하는， 상용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의 전류를 맥동으로 검출하 

는 방법. 

접지선 전류법 열화에 의해 케이블의 정전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한 방법. 

4. 케이블 가속 열화 질험 

케이블 가속 열화 온도에 따른 실험 결과는 다음 표 10, 11과 같으며， 

표 10. PVC 케이블 가속열화 실험 

PVC 열화 발생 시기(일) 
열화온도CC) 60% 

OH기 생성 Gel 생성 
50% 

。1 차。{그}~추.L. 상대 경도증가 
130 20 18 18 18 
120 60 50 50 80 
110 160 160 150 150 
100 350 이상 350 이상 350 이상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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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XLPE 및 EPR의 열화시 기 

산화 유도 기간(일) 
열화 온도CC) 

PVC XLPE EPR 

130 18 86 180 

케이블 가속 열화 실험시 발생하는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OH기 생성 - PVC 절연체는 열에 의하여 미세구조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미 

세 구조변화를 photo-acoustic FTIR Spectrometer라는 기 기 를 

사용하여 조사하면， 출력 그래프에서 최대치를 관찰할 수 있으 

며， 이 최대치 관찰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Gel 함량 - Gel 함량의 변화는 OH기 생성시기와 더불어 열적 열화시기로 평 

가되고 있다. PVC는 열적으로 열화됨에 따라 OH기가 형성되고 

고분자 사이에 가교현상이 일어나 Gel의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Gel 함량이 많아지면 PVC는 용해되지 않는다. 

-PVC 재료의 상대적 경도 측정 - PVC 재료는 노화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데 보통 50% 감소시기를 열화 시기라 평가 

하고 있으며， 또한 경화되면서 연성을 잃게 

되는데 기계적 인장 시험에서 60% 인장강도 

감소를 열화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5. 원전 케이블 열화 및 노화 진단장버 개발시 고려할 점 

원전 케이블 열화 및 노화 진단 장비 개발시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케이블의 노화는 고온， 방사선， 화학품 및 오염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하며， 고온 

조건은 케이블의 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일반적으로 10 0C 반감법칙 

에 의하면 기기는 온도가 10 0C 증가할 때마다 자재의 수명이 반감하며， 고온 

유체 계통 배관에 있는 지역의 전기/계측류 기기는 적절한 환기가 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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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속적인 고온 상태로 남게되어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방사선은 고온에 

비해 노화 영향이 적으나 RCS 배관， 원자로 주변，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치， 원 

자로 수조 정화 시스템， 연료 냉각 및 정화 시스템 주변지역 등 고방사선 지역 

은 방사선에 의한 케이블 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원전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고열에 의한 케이블 

절연체의 피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기계적 힘，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케이블은 사용 년수의 경과에 의해 절연체의 열화가 필연적 

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수명은 케이블 각각의 재질과 제조 공정에서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지배되므로 짧게도 될 수 있고 길게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케이 

블의 포설 상황과 사용 년수로는 정확한 수명예측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원전 케이블에 대해 열화 및 노화진단을 계속하는 상황 

에 있어 열화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케이블 상태에서 교체 순위 결정은 그 

케이블이 공급하고 있는 부하 중요도， 케이블 사고시 유사한 기기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열화 및 노화 정도는 케이블의 교체순위 

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본다. 

@ 부하에 연결되어 전력을 항시 공급하고 있는 원전 케이블에 대해 열화 및 노 

화진단을 위한 방법은 우선적으로 활선 작업이 가능해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고온에 의한 열화와 방사능에 의한 열화 및 기존의 일반적인 케이블 수 

명 예측 환경이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작업의 단순화라 

든가 작업하는 사람의 편리성과 위험성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6. 다중요언을 고려한 열화 규명 기법 [4] 

가- 케이블 열화의 다중요언 

노화 원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단순히 부가적이지 않고， 성질상 서로 상승 효 

과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화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세히 보면，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음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접상호작용과 간접상호 

작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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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상 

가해지는 요 

그러나 직접상호 

작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항상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간접상호작용(Indirect Interaction) 순차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어떤 원인이 순차적 

으로 가해질 때，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는 영향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향에 의해 

다른 것으로서， 동시에 

상호작용을 말한다. 

• 직 접 상호작용(Direct Interaction) 순차적 으로 

호작용과는 

소들간의 

적용되는 요인간 

노화원 상호작용을 말한다. 간접상호작용은 

의해서만 발생한다. 

의 

인에 

아 타동 적 ( transitive) 인 지 를 자동 적 Gntransitive) 인 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5]. 

노화가 

간단히 

다른 차이점은 

는 것이다. 이것을 

a: 
-'-

물
 

는
 

있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하여 

물질의 변화 

견딜 수 

영향을 

그리고 

나타나는 기능적 

직면하거나 다른 

미치는 

전기적 

스트레스에 노화(Intransitive Ageing) 정해진 외부의 

질의 능력에 

열적， 기계적 

일정 기간 후 

노화(Transitive Ageing) 정 상상태 에 

·자동적 

스트레 형태의 ·타동적 

형태의 

나타나 

까、 E 느
 
」드

 
만
 

스를 잘 견디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조건에서 1:11-즈二 
r二 '--

급속한 노화 

레스를 

는 물질의 

노화 그리고(또는) 자동 

된다. 게다가， 

고 받는 

합성물질 등은 타동적 

다양한 상관관계를 

예를 들면 전기적， 열적 

변수와 물리적인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게 

스트레스를 

만들어 

물질，천연물질 

적 노화를 겪게 되고， 스트레스는 

전기적 절연 물질을 고려한다면， 즉 

분자 물질이라면， 다음과 같은 시험 

01 
;’<모든 종류의 

변하는 지속시간에 레벨 또는 변하는 

@ 전계의 성질 (dc， ac, 펄스) 

@ 일정한 지속시간에 대한 전계 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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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정한 전계의 강도. 

@ 시스템 설계 기준에 적합한 다른 전계 구성. 

@ 유전 손실 특성 (die1ectric 10ss behavior) , 분극 기준， 다른 전압과 주파수 조 

건에서의 도통과 절연파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 즉 전하 캐리어(charge carrier)의 동작， 전극 

(e1ectrodes)으로부터 의 전하주입 (charge injection) , 공간 전하 형 성 (space 

charge build-up) , 에너지 손실， 다른 비선형적인 효과. 

@ 스트레스 레벨과 주파수 변화시 물리적인 특성에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 

@ 교차결합， 체인 절단/분리 (chain scission) , 상 격리 Cphase segregation) , 첨가 

제 의 이 동Cmigration of additives), 부서 지 기 쉬 운 정 도Cbrittleness) 등에 의 

해 고분자 절연물에 나타나는 변화(현상) . 

@ 전계에 의해 유기되는 열적 효과와 외부에서 부과되는 열적 스트레스 사이 

의 상관관계. 

위에 열거한 것들은 모든 영향을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고려해야할 측정 방법 

및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다중스트레스Cmultistress) 노화는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준다. 

그림 18. 다중스트레스 노화 

그림 18은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순히 열적 스트레스가 전기적 스트레스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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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계적 스트레스가 각각 한 사이드씩 차지하고， 방사선과 환경 스트레스가 조 

합된 것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장비와 시스템은 실생활의 웅용에서 

전기적， 열적，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반드시 방사선과 환경 스트레 

스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다. 방사선에 의한 노화는 원자력 시스템이나 우주공간 

의 전기 시스템에서 매우 중대하다. 마찬가지로 환경원인-특히 다양한 가스-은 

모든 경우에 노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중스트레스 노화를 다룰 때 펼히 

고려해야 할 대부분의 공통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다훌요인 노확예셔 고려되는 공톨쩍인 뭔인 

1. 절연물의 형태와 준비된 샘플의 이력(역사) 

2. 스트레스의 지속 및 주파수 

3. 스트레스에 의한 전계의 형태와 강도 

4. 스트레스의 상호 성질과 동반작용 

5. 장비의 형태， 설계 관점， 동작 조건 

6.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과정이 서로 대치하거나 협조하면서 

발생하는 영향 

7. 계면(interfaciaD 또는 별크의 영향 

8.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미시적인 현상 

나. 케이블 열화의 모텔 개발 

(1) 열화 모델 현황 

역사적으로， “노화 10 0C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10
0

C 증가할 때마다， 절 

연 수명은 반씩 줄어들고 반대로 10
0

C 감소할 때 수명이 2배가 된다는 이론이다. 

아레니우스(Arrhenius) 화학방정식을 사용하면 열적 스트레스만 존재할 때 

cellulose, polyimidesl amides 같은 물질의 예상되는 절연 시스랩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절연물이 열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아레니우스 화학 

방정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전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물질의 경우， 수명을 

예측하는 모댈은 대부분 실제로 실험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몇 명의 과학자들이 폴리에틸렌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5]. 이 화학적 

변화는 코로나 발생 전에 저압 스트레스 상태에서 전기적으로 노화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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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노화와 마 

과학자들은 전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물질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없었던 산소와 질소 종류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전기적 노화는 열적 

찬가지로 화학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만약 좀 더 많은 실험 

않은 

'-'-

증거가 나타난다면， 열적 

기초하여 개발할 수 

더 나아가， 기계적， 방사선， 습기 원인에 의해 

화학방정식 관계를 스트레스 사이의 스트레스와 전기적 

었다. 에 

때， 절연물 

t二-E크 있다.예를 

검토할 

열화 메커니즘은 성질상 화학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면. Zhukrov에 따르면， 진동과 주기적인 

노화를 발생한 

공통 의 

노화 스트레스에 따라 발생하는 기계적인 

분자간의 상태에서 스트레스 에
 
펴
 

보면 [6] ， 으
 

E 테
 

E 모
 

다른 a:: 
~ 과정이다. 화학 '

) 

'-

사용하면 theory)을 이론(rate 갚
 

。1 -;，
λA →-， 제시되어 변형된다고 약해져서 결합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다르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속도(chemical rates)에 대한 양적 지식은 

예측을 수행할 수 /-‘ r>-1 
.-~δ 향상된 

발생하는 노화와 관련된 화 

노화의 

스트레스와는 열적 비록 

가능한 없지만， 다중요인 

수 있다. 고려될 사용이 

학적 

접근 지식방법으로 화학방정식의 

(2) 열화 모텔에 대한 전망 

전기적이고 현 로
 

주
 
’ 모댈은 조사하는 대한 내구성을 다중스트레스에 절연물의 

절 절연물과 R..;셔 .Q.. ",-모댈의 이 있다. 가지고 상학적 인 (phenomenologicaD 성 질 을 

비교하 λ4 느二조L 
。 o -2 그것들의 제공하고， 유용한 파라미터를 대한 특성에 시스템의 연 

선택된 모댈은 J ‘ n-l 
.-딩 일반적으로 것이다. 느

 
」하

 
예측을 설계 스트레스 수명과 여， 

나타 곡선으로 rr '
二도'c 그래프로，직선 또는 bi-log semi-log 쇠 퇴 (failure) 확률에 서 

나 평면과의 상관관계를 스트레스 표면과 얼정한 그래프는 N+l 수명 이 나는데， 

스트레스와 가해진 선은 각 개수) . 스트레스의 

절연파괴로 

가해진 N은 타낸다(여기서 

"k1:즈二 
...:.I- l:二J

거-n-l 
T~δ 때의 않았을 구성되지 쇠퇴가 time-to-failure( 즉， 

기 

나 

절연물의 

점 철 (fitting)을 

내구성을 스트레스 

파라미터들은 

데이터의 

시스템의 

그래프이다. 실험 

파라미터는 시험된 절연물이나 절연 

타낸다. 따라서 다른 절연물과 

관계 time-to-end 포인트)의 함수적 

계산된 초로 

영향 원인이 없 

트 레 쉬 홀 드( threshold) 

"k1:즈二 
.J-"L 

n 댈 

관계가 깊다. 다른 스트레스 

기울기로부터 구한 내구성 

개의 며 
Ã 비교해보면， 

가동능력 (serviceability)과 매우 

않는다. 발생하지는 

계수가 

섬각하게 노화는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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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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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rr 'x 'C 

'-
l一



예를 들면， 만약 전압과 온도가 동작시 예상되는 스트레스보다 우세하다면， 절연 

시스템의 전계나 온도를， 조합된 열적-전기적 스트레스 수명 모댈에서 구해진 트 

레쉬홀드보다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시스템이 오랜 수명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여기 

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수명 모델은 시험 포인트의 단순한 다항식 곡선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자에서 언급한 것은 데이터를 점철하는 데에 

만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실험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스트레스 값에 보간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절연물 특성과 비교에 유용한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는 없다 

열역학 모댈도 또한 열적， 다중 전기 열 기계적 열화에 제안될 수 있다. 열적 

노화와 마찬가지로， Eyring 법칙에 의해 도출된 열역학 모텔은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이론(reaction rate theory)을 근간으로 하는 소위 아레니우스 모델의 대안이 

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점철은 시험 온도 범위에서는 둘 다 동일하다. 다중스트레 

스 모벨은 모델 파라미터가 열역학량 및 절연물의 미세구조와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완벽한 절연물에만 국한된다. 실제로 

절연물과 절연 시스템에서， 결함과 불균질이 생기면， 열화와 절연파괴를 나타내는 

국부적인 스트레스와 조직(형태)을 알 수 없다. 이것은 예측된 열역학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평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다중스트레스 열역학 모델은 일반적으로 예 

측된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실제적으로는 현상학적인 모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 

또 한， 전 하 주 입 및 트 랩 (charge injection and trapping) , 트 링 성 장(treeing 

growth)에 근간을 한 물리적인 모델은 전기적인 노화에 제안이 되었으나， 실험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노화 모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연구결과들로 제시되고 있다 

[7-8]. 

제 2 절 기존의 케이블 수명 예측 방법 

1. 온도 반감 법칙 

온도가 8-10
0

C 상숭하면 수명이 반감된다는 10 'C 반감법칙을 사용하며， 광범위 

한 온도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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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혜 니 우스 도(Arrhenius plot) 수명 예측 방법 

절대온도 

점으 측 

그리고 

작성하고 신장율이 처음 값의 50%가 되는 

예측하는 방법이다. 반응속도식에 의한 아레니우스 

기체상수 t:!1 
^ 활성화 에너지 1:lJ-l:l-l 。

。1:3 ;:::-

그래프를 

예측 ~rH 
， -δ 

(Kelvin)를 이 용하여 

정하여 케이블 

아레니우스 

l:I-1 ~l 드L 
님←.2 

까‘ T남 。, -ô ""2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사용하며， 아레니우스 도는 IEEE Std. 101 , IEC 216의 

(1)과 같으며， 다음 식 절연수명은 

(1) L = A exp [-E/RT] 

二l기체상수， 활성화에너지， R은 상수， E는 절연수명 (hours) , A는 여기서， L은 

(Kelvin) 이 다. 

식에서 양변에 ln을 취하면 다음 식 (2)와 같이 된다. 

절대온도 리고， T는 

위 

(2) lnLlnL=- (품 )x(운)+ lnA 

그래프 형태의 하는 semi-log l/T을 X축으로 lnL을 y축으로 역수인 온도의 = ., 
상 그래프 도시하며， 

식을 구한 후 외삽을 통하여 절연수명을 구한다. 

대 한 end-point를 사용하여 온도에 이상의 

직선의 

가지 이때 세 

에 나타나는 

E프 

E프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신장율이 처음 값의 

선정하여 내열 수명을 예측한 결과이며， 다음 

50%가 되 평가시료로 EPDM 

평가항목 

은
 

으
 
n 다

 

아레니우스 도이다.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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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9. End-point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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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아레니우스 도 

3. 아혜니우스 도를 변형한 수명 예측 기법 [9] 

가. 역 전 력 법 칙 (Inverse Power Law) 

제한된 시간 스케일에 걸쳐서 고전계 F에 종속된 유전체의 수명 t는 다음 식 

(3)과 동일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관찰되었다[10-16]. 

t=CF- η (3) 

여기서， C와 %은 실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조정 가능한 상수이다. 

- 33 -



그러나 

사실은 

같이 
。

ìT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명이 짧게 측정된다는 

포함하면 다음 식 (4)와 

분포사이의 상호관계를 

이상의 높은 주파수에 대하여 

따라서 주파수 영향을 식 (3)에 

Weibull 
5kHz 

있다 

있다. 

전력 법칙과 

이 수식은 

잘 알려져 

T 댈
 

(4) t= CF-nr x 

상수이다. 
1 一X -C-여기서， 

lCLÞε .. 1111 c.~I. 

。 UC.뻐’ .. ‘." 10 M. 

+ atap ".f 
X C:OI\ I “”“.t. 

6. "Oft“‘”‘ eo~ 

ACIIO FIEt.O (IcVlmm' 
100r 

.. 
i 
r 

‘ 

-
’。

-‘ ... _--,.•--
tO L.ι-'-'ιJ ............... ，μμ% •. …- - ιμ~，._ . ..l~...J.<<Jμ*ι“~ ..... “‘&ι "‘빼 . ~~ 1. a. 
10 10 1() 10 10- '0 110 11。

T'Mξ-TO-BREAJ<DOWN ‘’、 1 "." 10 Ya 

결 케이블의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열화된 XLPE 

과에 대한 log field ~ log t 표현 

21. 그림 

이 식에 따르면 절연파괴 메커니즘은 주파수에 따라 변하지 

된다. 상수 %과 x의 값은 참고문헌 [17]에 제시되어 있다. 

역 전력 법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명확한 물리적인 기초가 없고， 원 

인도 알 수가 없는 최소한 2개의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를 가진다. 대부분의 결과 

에서 log-log 그래프에서 거의 직선을 나타낸다. 특히 값의 제한된 영역에 걸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
즉
 

, -
주
 

l 것으로 。1-'-→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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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공기 중에서 여러 온도에 대한 XLPE 케 

이블의 열화 실험 결과[12] 

고전계 실험으로부터 추정되는 사용 상태는 낙관적인 수명 예측을 주는 경향이 

었다. 또한 물과 온도의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넓은 범위의 

시간과 전계에 대하여 결과를 얻을 때， 때때로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직선이 얻 

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고전계에서 수행된 외삽은 서비스 조건에 대하여 쉽 

사리 기술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B하lder외 다른 학자들[16]은 XLPE 케이블의 전압 내력 측정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역 전력 법칙을 사용했다(그림 21 , 22 참조). 저전계에서 얻어진 기울기의 변 

화로부터， 그들은 트레쉬홀드 전계 하에서 무한 수명에 가까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18]에 의해 또한 다른 유전체에서 밝혀진 결 

과는 트레쉬홀드라고 불리는 세 번째의 영역 (regime)에서 절연파괴 전압은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림 21에서 관찰된 기울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B밟lder외 다른 학자들 

[16]은 전력 법칙의 수정된 안을 제안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은 보이드에서의 방 

전은(적어도 보이드 표면 가까이에서) 유전체 내부로 침투하는 전하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높은 스트레스(40kV/mm) 하에서 마이크로보이드(rnicrovoid) 

크기와 절연파괴 전압의 천연 그대로의 상호 관련을 관찰했던 McKean외 다른 

학자들[19]과 일치하는 것이다.B하lder외 다른 학자들[16]에 따라， 전하 경도는 아 

래와 같은 전하량 Q로 가지며， 지수적으로 변화한다. 

Q= 120ta3[ exp[a4(F _Fo)]-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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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3와 a4는 상수이며， Fo는 방전 개 시 전 계 (Onset Field) 이 다. 

방전은 임계 길이의 

채널 부식을 유도한다. 

크레이터 (Craters)가 생성될 때 

절연파괴 시간은 다음 식 (6)과 

절연파괴를 이끄는 

같이 주어 진 다[16]. 

몇몇의 

E프 
ìT 

t= [얘1exp[b2(F- Fo) -1](exp[b3F b] + b4)]-1 

여기서， f는 주파수이며， b1, 

전기적 세기이다. 

b2, b3와 b 느 4'-
λL까
。 T ， 그리고 

(6) 

Fb는 유전체의 잔 

비록 이것이 올바른 방향에서의 하나의 단계로서 생각될지라도， 。1 식은 디)-0→ 1.õ τ二

미지수를 포함하고 。l~까‘λ '- 매우 복잡한 식이다. 

그래프에 그려질 때 그림 21에 나타낸 명백한 

보다 불분명해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가 F대 log t의 

전압이 사라지거나 혹은 

력 법칙은 긴 시간에 

트레쉬홀드 

걸쳐 압출 성형 케이블의 전기적인 노화에 

공하지는 않는다. 

“’<<_Int tC'.“· 
Ö aaC_‘,<.“ .... 。 ‘· 
’ ..• ‘”“-
>< ...... c..... ttf 

ι‘ c ••• ‘·“ .0 .. ‘ 

그러므로， 역 

대한 근거를 

εγ-

10-

i r-←-'서，._--. ι ‘ ... .-A. ..... “ ‘-- '."'" .‘ ιε-‘i“‘ ，。 ‘。 .. ~ ______ 1<!-__ . __ !~~ __ ... 10. t1ô ’‘; 
T ,,,,e;-TO-BREAKDOWN (h’ .... ‘ ... 

그림 23. field 대 log time 상에 다시 그린 Bahder의 결과 

나. 지수적인 감소 모델 Dakin과 변 경 된 Eyring이 론 

전 

제 

Dakin은 전압 내력이 다음 식 (7)과 같은 지수적인 감소식에 의해서 제어된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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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F t oc exp [ b -;';:.L' ] 
kT 

(7) 

여기서 ， E는 활성화 에너지 ， b는 logt 대 F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이다. 

그러나， 이 식에 의해 예상되는 간단한 지수적인 관계가 긴 시간 동안의 실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밝혀졌다. 그러므로 Dakin과 Studniarz는 긴 수명을 설 

명하기 위한 지수적인 감소에 ’테일(tail)'을 첨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음 그림 

24에서 나타낸 것처럼， 테일은 결과가 지수적인 법칙에 속하지 않고， 절연파피 전 

계값이 노화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ACtO NLO “‘VI_’ "r 

“ l 
....，...‘에 -
o u c. ‘II'.M* 
- _0. ..... 。‘·
(> 1IO C“ .. MH‘ 

쩌
 

그림 24. field 대 log time으로 다시 그린 그림 22 

의 결과(고전계에서 지수영역에 유의) 

전압 스트레스에서 절연파괴는 주로 개시전계 Fo위에서 발생하는 부분 방전에 

기인한다. 열화의 비율은 열적으로 활성화된다. 그러므로 전계 F의 영향 아래서， 

열화의 비율은 bF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 E에 의해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b 

는 전하를 포함하고 평균 거리 파라미터이다). 

주어진 주파수에서 절연파괴에 대한 시간은 다음 식 (8)과 같이 주어진다. 

t- (A꺼 -1 「 E - b(F-Fo~l 
(F- Fo) ç.h.ν L l..'T" J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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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가장 임계 위치에 도달하는 전자의 미소부분이다. 

D하선n은 토론 부분에서 이미 1961년에 “절연파괴 시간과 전압의 역 전력사이에 

경험론적인 관계가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데이터에 응용하기 위해서 보고 

되는 동안， 다른 학자들은 똑같이 성공적으로 선형 전압 대 log 시간을 경험론적 

인 관계에 적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16]. 최근에， Starr와 Steffens는 아크릴 

슬리브관(Acrylic Sleeves)에서 얻어진 내력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고[20] ， 

B삶lder외 다른 학자들[16]은 두 개의 log -log 그래프(식 (3) )와 세미로그 

(Semilog) 그래프(식 (8) )에서 XLPE 케이블에서 내력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실 

험 데이터가 전력 법칙 식보다는 실험 관계에 더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림 

23은 Bahder외 다른 학자들의 결과는(그림 21) 세미로그 그래프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절연파괴에 대한 시간은 전계 감소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매우 긴 시간에서 테일은 Dakin과 Studniarz의 제안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ntari외 다른 학자들[12]의 결과가 그림 24에서처럼 세미로그 

그래프로 그려질 때 동일한 결과가 획득된다. Bahder외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제 

안된 모델(식 (6) )은 또한 세미로그 그래프에서 테일을 생성해야하지만 그것이 많 

은 미지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과 비교될 수는 없다. 

D하여n의 이론이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전압 내력이 부분 방전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명히 고전계에서는 부분 방전이 유 

전체의 전압 내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부분 방전이 나타나지 않는 노화 

의 경우도 있다. 또한 순수하게 기계적인 절연파괴 실험에서는 부분 방전이 존재 

해서는 안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수명 압력 곡선은 그림 23과 24에서 보여진 

것처럼 전압 내력 곡선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높은 스트레스에서의 지수적인 감소 

는 그것이 전기적이고， 기계적인 실험에서 관찰되어지기 때문에 응용의 넓은 범위 

에 적용된다. 그러나 두 가지의 경우에 단순한 지수적인 관계로부터의 출발은 긴 

시간에서 보여지고 있다. 

Simoni도[21]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높은 스트레스(전기적 혹은 기계적)에서 

의 수명은 압력에 지수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예측하는 속도 이론의 변형인 

Endicott외 다른 학자들의 이 론인 다음 식 (9)를 사용하였다[24]. 

t~ h f 4G- e lÌFl 
-검강T eXPL kT J (9) 

여기서 ， L1G는 그 과정의 Gibbs 자유 에너지 (Free energy) , IÌ는 주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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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ing Length)와 동일하다. 

두 개의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 A와 L1G는 기울기로부터 쉽게 계산되고 각각 

F대 log t의 그래프에서 구분될 수 있다(그림 23). 전력 법칙을(식 (3)) 이론적인 

기초에 대입하려는 시도에서 Endicott외 다른 학자들[24]은 Gibbs 자유 에너지가 

다음 식 (10)에 따라 전계와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L1G ---- = 1nF(c+-) 
kT (10) 

여기서 c와 d는 조정 가능한 상수이다. 

Eyring의 이론 검토는 위의 식을 유도하는데 부적합하다. 식 (10)에 의해 다음 

식 (11) 이 유도된다. 

ι -(c+ 동) 
t= ::.. F kT (11) 

d ~ ", '"' / h 위의 식은 만약 n , C 가 n=(c+ ~)와 C= ( :'!r.)이라며 전력 법칙과 유사 T r , , kT / ,-, '-c. 

하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식 (11)은 Eyring Rate 이론에 의해서 유도되는 식은 

아니다. Simoni와 Montanari의 가장 간단한 식은 다음과 같다[11 ，13]. 

exp[ht (F_<- 뀐] 
t= tn---------"-

U [(F- F Ij )/(Fs - F삐)]μ 
(12) 

여기서， “, 깜 와 μ는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이며 Fs는 식 (13)이 적용하는 

전계 범위의 상한， FIj는 트레쉬흘드 전계이다. 

Rate 이론에 의하면 시간 t는 식 (13)과 같다. 

h L1G. r eJ..F = -- exp --- csch [ --- ] kT ""-"-1-' kT """''', L kT (13) 

위의 식은 고전계에서 식 (9)로 축소된다. 식 (13)에서 csch 부분은 전계에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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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접함을 나타낸다. t의 값은 무한대를 향하여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긴 

시간에서 테일(예를 들어 F의 0을 향한 느린 감소)의 몇몇 종류는 실험실의 관 

찰에 부합함을 알수있다. 이 모텔에서 트레쉬홀드 전계 (Threshold Field)가 없다 

는 주목할만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Bahder 이론과 유사하다. 사실상， 

사용 경험 (Service Experience) 이 매우 낮은 스트레스에서 케이블의 절연파괴를 

보여줄 때， 주어진 전계 아래에서 노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 공칸 전하와 주입 효과(Injection Effects) : Zeller이론 

앞서 언급된 이론들 중의 어떤 것도 공간 전하 혹은 주입 효과와 같은 절연파 

괴 이전 현상(Pre-breakdown)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유전체의 

절연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된다. Zeller와 일부 학자들은 전하 주입이 단 

지 주어진 임계전계 위에서 발생함을 보여주었다[26-27] 전하 주입은 log -log 

와 세미로그 그래프에서 관찰되는 영역의 변화를 설명한다. 전하 주입이 임계전계 

위에서 발생하는 개념은 XLPE에서 1.6 x 1Q 7V/ m 아래에서 어떠한 전하 주입도 

없다는 관찰에 부합된다[28]. Sakamoto와 Yahagi는 3x 1Q 7V/ m 이상의 전기적인 

전계에 종속되는 PE의 커패시턴스의 변화를 관찰했다[29]. 또한 22 oC, PE에서의 

암전율(Dark Conductivity)은 1.5 x 1Q 7V/ m 이상의 비저항이고[3이， PE 전기 루미 

네선스는 1.8x107V/m 이상의 평판 전극 사이에서 관찰되어진다[31]. 후자의 전 

계 값은 Zeller외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추론된 값들보다 훨씬 작다. 그렇지만 위 

의 결과를 병렬 평판 전극에서 얻은 반면 그들은 바늘 전극을 사용했던 점을 주 

지하여야한다. 또한 임계전계 위에 전하 주입이 발생하는 1- 2x10 7V/m에서의 

임계전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몇몇의 실험적인 증거가 있다. 

4. 부분방전 특성 열화를 통한 수명 예측 방법 

부분방전 특성 열화를 통한 수명 예측 방법은 절연체의 시편을 채취하여 절연 

체 두께에 따른 절연 파괴 강도전압을 측정하여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수행한다. 

@ 여러 케이블에서 시편을 채취한다. 

@ 채취한 시편을 각기 다른 두께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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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편에 대한 파괴 전압을 측정한다. 

@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 절연 파괴 전압을 계산한다. 

@ 절연 파괴 전압을 이용하여 열화 가중치를 계산한다. 

@ 계산되어진 열화 가중치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생성한다. 

@ 생성되어진 파라미터를 이용 열화 가중치와 파괴수명을 비교 분석한다. 

가. 부분방전(partial discharge) 열화 

부분방전 열화는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다음 그림 25는 이를 도식화한 것 

이다. 

@ 단계 1 : 절연재료 내부의 보이드， 전극과 절연재료 사이의 간격 (gap) 또는 

절연재료 표면에 전계가 집중하여 부분방전이 발생. 

@ 단계 2(열화진행) : 방전에 의한 부분적인 침식 • 방전이 국부적으로 집 

중 • 방전에너지 밀도 증가 • 침식깊이가 깊어짐. 

@ 단계 3 : 방전공간에서 발생한 하전입자 (전자， +, 이온)의 절연재료 표 

면에의 충격효과， 열효과(열적 용해나 화학적 분해)， 방전으로 여 

기된 분자 및 2차 생성물과 절연재료와의 화학반응 등으로 절연 

재료의 침식을 일으킨다. 

웹권웰+랜짧f필필γ[련훨돼 전로파피 | 

(a) 부훈방전에 외한 두꺼운 절연째료외 노화과청 

이용엉성 재료에서 
원자·훈자외 딸리 

이용충척 

고용기째행생 국i휴용도상송 째료외용융 

여기톨자형성 2 차생 생 를 째료의산화 

(b) 푸훈방전에 외한 컬연재료의 챔식과갱 

그림 25. 부분방전에 의한 열화 • 침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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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그림 26은 다양한 방전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깅그 

‘.:.!,. -, 

쩍r잃"싫 
ss:i용하 :s 

(a) 연경딛켠변f걷1 

~그 

‘.:..:.--, 

(b) 공극방전 

천극 

천극 

(c) 보이도방전 

그림 26. 여러가지 방전 형태 

나. 부분방전 (p따tial discharge)을 이용한 고전압 절연 진단법 

압출 성형 고전압 케이블의 응용은 고품질 케이블 구성품의 발전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고전압 등급의 경우， 탄성고분자(elastomeric; 천연 고무， 합성 고무) 

케이블 마감재의 정확한 설계가 오랜 기간 동안 실제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실 장비 

에서 케이블과 케이블 마감재의 노화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7은 12/20kV 케이블 마감재 노화시험의 q(t)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20。
(!) 

설횡 18。
16。

14。 :=::::r: --0--
」츠 g 

홉 12。 I • g 1 。。
g。

:---< 
e。

40 • 
2。 s 

o --‘<~ F•• 

。 50。 100。 1500 200。 2500 
Tirne [hrs] 

그림 27. 2500시간 노화 과정 중에 12/20kV 케이블 마감재 

에서 관찰된 PD 크기의 시간에 대한 변화 

절연파괴 순간까지의 노화시험에서 수행된 부분방전 측정을 그림 27에 번호로 

나타내었다. 본 시험에서 XLPE 케이블 마감재에 고의로 발생시킨 특정한 상태의 

파인 흠(groove)들이 시간에 따라 분석되었다. 절연파괴 후， 즉 11 번 측정번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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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모든 부분방전 데이터는 트리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Stag.1 +2 

Shlae3 

그림 28. 노화 시험 방 중에 저장된 PD 사고를 트리 

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속적인 단계가 확인되 

열화과정에 대 

중에 세 개의 

후 통계적인 처리과정을 통하여 

것이다. 

노화 과정 

시험의 결론은， 시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28과 같다. 결과는 그림 

었다. 이러한 

한 추가적인 

분석 

열화를 통한 수명 예측 방법 5. 방사선 차폐 재료의 

다음과 

종류 :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실리콘 

고무， 하이파론 등. 

@ 사용환경 : 격납용기 내부온도는 10 0C -48 0

C로 유지하도록 설계되며 

사항들은 사용되는 방법에 예측 까‘ r>i 
끼- ~δ 통한 열화를 차폐재료의 

같다. 

@ 차폐 재료의 

방사선 

사고 조 

건에서는 132
0

C 까지 상숭하고 격납용기 내부에 설치. 

손상을 유발하는 임계온도는 35 0C -40 o

C 이 @ 일반적인 케이블 절연체와 외피의 

고， 임 계 방사선 량은 1 x 104rad이 다. 

@ 방사선원의 1:11-
e. 

ul 

^ 
중에 항상 존재하며 

크다. 뿐만 아니라 r-선에 조사된 

상이 일어나며 재료의 물성을 변화시킨다. 

외부로부터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며， 방사선 조사에 의해 

경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압축성， 연신율， 충격강도， 절연강도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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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은 중성자가 있음. 특히， 

물질투과 

물질은 

r-선 

직L;셔 
l.!- t....:.. 

a-선， β-선， 

정상 전소 
。

T 

종류 : 

@ 고분자 : 절연체를 



소 및 전기전도 증가를 보임. 

@ 격납용기 내부의 상태 

@ 기기에서의 액체누설에 의해 습분 상승이 일어남. 

9 습분이 상승하여 물로 응축되어 케이블에 축적되며 물에 오랜 시간동안 

잠긴 상태가 나타남. 

@ 외피를 통하여 물이 확산됨. 

@ 결과로 금속 차폐층의 부식과 절연 손상이 발생됨. 

표 12. 방사션 차폐 내부 케이블 설계기준 

매개변수 주변조건 
사고후 상태 사고후 상태 

(0 -2시간) (2-26시간) 

jLa{I二 49
C

C 131 cC 9TC 

압력 
대기압 

43psig 15psig 
(Atmospheric) 

습도 0-50% 100% 100% 

방사선 
100Mrad/Hr 

10l:Srad 
선량 (0-30일) 

6. 연선율 측정 방법 

연신율 측정방법은 저전압 케이블의 경우 열 및 방사선에 의해 전기적 성질이 

변하기 이전에 기계적 성질이 상당히 변화되며， 경화 후 균열이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한 방법이다. 해외의 경우 EPRI등에서 산화 방지제가 원전 케이블 절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도 있으며， 노화에 의해 연신율 허용한도 50% 이상 감 

소시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연신율 측정방법은 현재 미국 NRC로부터 최초로 20 

년 수명 연장 승인을 받은 calvert cliffs 발전소에서도 사용된다 

7. 케이블 시편 채취시 방사션 영향에 관한 질험 방법 

케이블의 시편을 채취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영향을 시험하는 방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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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난연 = 
τ5". - 산소 지수법， 표면 연소성 시험법， 매연밀도 측정법 

(재료를 연소시켜 시험) 

- 산화 유발온도， 분해 개시온도 측정법 

특성 시험 

등(열분석법). 

인장강도 파단시 시편의 따라 기준에 ASTM D638의 시험 토등 λ.-1 -. 。기계적 @ 

(Tensile Strength)와 연신율을 측정. 

전안과 파괴 절취하여 (시편을 .:= τι4 
--, 전압을 

두께를 측정) . 

절연파괴 시험 gλ내 -. 。@ 전기적 

중요성 

방법 개발 

가. 케이블 수명 예측의 

케이블 수명 예측의 

8. 수명 예측 

열화하여， 중요성은， 첫째， 전기기기가 가동되면 필연적으로 

고밀도의 온도나 즈c. 。
그I l.._ 소형화로 중요하며，둘째，장치의 예측이 열화에 대한 수명 

에너지 이종재료의 /-- ;z. 
Tτ'1， 

01 
^ 열팽창 따른 운전과 정지에 운전되고， 셋째， 상태로 

합
 

보
 
「열화， 전기적 고전계 하에서의 열화， 스트레스에 의한 인한 기계적 사용으로 

위해 정확 교체시기 판별을 변화하므로，적절한 수명이 등에 의해 케이블의 

중요하다. 예측이 

열화 

한 수명 

연구 방법 l!.l 
:;><; 나. 연구 배경 

전기케이블의 stressor들 가지 여러 。l~
λJ..'-

까‘ 
T 발견될 원자력발전소에서 열화는 

(elevated temperature, iomzmg radiation, humidity, ozone, mechanical stress)에 

구조에 영향을 미 재킷 재료의 화학적 q1 

^ 절연 야기되며， agmg 열화 발생시 의해 

유용한 검출하는데 

연구 방법이다. 

열화를 

이에 따른 

선택방법으로 

필요가 있으며， 다음은 

01 
^ 확인 예측방법 

예측빙·법을 확인할 

/-- rn 
T딩 친다. 연구대상의 

며
。
 

수
 
· 

이용 가능 

초브Lλ4 
"- -. 

근거， 갱신되며， 새로운 정보 

q1 
^ 

토의 

조사 

@ 현장의 전문가와의 

@ 이용 가능한 정보에 

@ 광범위한 문헌의 

위하여 평가하기 예측방법을 카‘ r셔 
T 딩 선정된 

- 45 -

대해서는 으
 큰
 

드
 「

취
 

표본 케이블 시험 



실제 케이블 표본을 시험하며， New/unused 케이블 표본을 취득하여 여러 가지 

service lives를 모의하도록 인공적으로 노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자연노 

화(Naturally aged) 케이블을 취득하여 본 연구계획에 선택된 모든 수명 예측방법 

을 이용하여 시험， 비교해석 수행해야 한다. 

다. 케이블 수명예측을 위한 개발 방향 

절연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열화(약화)를 겪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단 도구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케이블 절연에 사용된다. 즉， 실 

험실 견본(샘플)에 대한 노화 연구와 현장 노화 샘플에 대한 연구가 고압 시스템 

의 절연에 대해 유용하다. 노화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부분방전 (PD)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절연물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런 문맥상으로는 PD의 측정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복 

잡한 전기화학을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한 방법이 부족하다 

또 다른 초점은 방사선에 의한 노화에 맞추어져 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한 동반 

효과는 매우 복잡하다. 결합된 방사선과 산소에서의 온도 스트레스에 관련된 약간 

의 연구 결과는 발표되었으나 동작상황에서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자극이 존재 

할 때， 실제 절연에 대한 수명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라- 케이블 수명 예측의 문제점 

케이블 수명 예측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종류의 재료라도 재료의 가공 제조 조건 등이 다르다. 

9 사용용도나 사용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한계치나 수명이 다르다. 

@ 촉진시험 조건 및 평가항목의 정확한 설정이 어렵다. 

@ 이종재료간의 조합 사용시 수명이 다른 경우가 있다. 

@ 통상적인 스트레스 레벨로서는 시험기간이 장기간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 수명의 판정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마. 케이블 수명 예측시 주의 사항 

케이블 수명 예측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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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시스템이 CM 테스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법은 비파괴 및 

비침입이어야 한다. 

@ 특정한 양의 케이블 열화와 일관되게 상관될 수 있는 특성 변화(property 

change)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측정된 성질은 EAB(Elongation at bre밟)와 같이 기존의 잘 정의된 측정치와 

상관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 기존 발전소에 보통 사용되는 케이블 형태 및 재료에 응용 가능해야 한다. 

@ 시험 환경(즉， 방사선， 온도， 습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정정될 수 있 

는 재현 가능한 결과를 주어야 한다. 

@ 시험되는 케이블로부터 기기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야외조건 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 

@ 수행하는데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 시험되어지는 케이블 내의 "hot-spots" 또는 "we밟 links"를 검출할 수 있어 

야 한다. 

@ 결함(defect)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산업에 즉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제 3 절 수명 예측을 위한 케이블 상태 감시 기법 개발 

1. 케이블 상태 갑시의 정의 

케이블은 사용장소와 사용기간 둥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케이블 본래의 수명 

이 변화할 수 있다. Condition Monitoring이란 상태 감시란 돗으로서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케이블 상태 감시라 함은 케이블이 사용되는 환경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열화에 의한 케이블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둘 수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내의 케이블에 대한 상태 감시는 케이블의 상태를 감시함 

으로써 잔존 수명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사용여건과 비교하여 주변 기기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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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고 또한 케이블의 적절한 교체 시기를 판별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 내의 케이블 상태 감시 방법은 매우 국한된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그림 29는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원전 전력 케이블 사고의 감 
소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며 그림 30은 상태감시의 중요성에 대해 나 
타낸 것이다. 

원전 전럭 케이를 
사고감소 

그림 29. 케이블 사고 감소 효과 

。 일정기감월과후보수 

<;> 사용 조건 1:1>>저I ‘ 

<.:>N그〕여l 방 효율 

11넉 

。 잃정상태 이상 변화시 보수 
。 λ}흥 죠건에 따른 상태변화 풍시 

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선진 외국 보수 기법) 

그림 30. 상태감시의 중요성 

- 48 -



2. 케이블 노화 명가 및 수명 예측 기법 

가. 케이블 노화 평가 기법 

설비 기술자의 주요한 관심은 변압기， 스위치기어， 케이블 같은 고전압 장치들 

의 무결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절연물의 열 

화를 평가하기 위한 진단기법”과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 노화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노화 기준”이다. 현재 XLPE 케이블의 경우(배전 또는 송전에 쓰이는) 알려 

져 있는 진단 방법이 없다. 사용되고 있는 재래식 시험 방법과 관련해서는 “노화 

기준”도 없다. 이는 전기 기술자들에게는 실제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더욱 더 많 

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케이블 절연 노화를 평가하는 데에는 기본적 

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케이블 시스템의 특성”이나 “케이블 절연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 케이블 시스댐의 특성 

첫 번째 케이블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현장에서 시험 과정을 

적용하지만， 두 번째 방법인 케이블의 절연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실험실에 

서 케이블 절연물의 샘플을 통해서 수행이 된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시험하는 방 

법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go no-go” 방법 과 “one-parameter-type measurement tests" 이 다. “go 

no-go” 방법에서는 공명 (resonant) ac, dc, O.lHz 방법 또는 진동파(oscillatorγ 

wave) 방법이 었다. 두 가지 모두 특정 구간에서 정격전압보다 높은 레벨의 전압 

을 웅용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한 시험 절연물을 사용하 

고， 데이터의 해석은 없다. 만약 케이블 시스템이 시험을 통과하면， 절연의 무결성 

은 만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결함이 없고 시험 방법이 안정 

적이었다. 즉， 전압웅용 시에 아무런 손실도 절연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나타나 

지 않으면， 이 시험은 절연 열화의 가속화된 잠재 원인 (potenti‘머 source of 

degradation)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시험 중에 언제 죄퇴가 발생하고 무엇이 

발생했는지 고려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인 “one-parameter-type measurement 

tests" 방법에서는 PD 측정이나， 60Hz에서 유전체 손실(tan 8), 극성 인텍스 

(polarization index), 절연 저항계 (megger)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적용하기는 

쉬우나 민감하지는 않다. 극성 또는 탈분극 전류의 측정 (polariz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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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larization current), 또는 귀로전압 또는 방전전압(return or the discharge 

voltage)과 같은 다른 방법들도 제시되었다. 이 방법들 중에 몇 개가 민감도 

(sensitivity) 부분에서 향상이 되더라도， 절연이 변해야 하는 값의 범위나 레벨은 

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2) 케이블 절연물의 특성 

케이블의 절연 노화를 평가하기 위한 두 번째 접근방법으로는 동작 중이었던 

케이블 절연물로부터 샘플을 얻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쇠퇴 또는 가속 

노화 시험 후에 수행되고， 결과가 동작 중인 동일한 절연물에 보간되어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적외선(IR)과 자외선(UV) 분광법， 시차 주사 열량기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 산화 유도 시 간(Oxidation Induction Time

OIT) , 열-기계 분석 (Thermo-Mecha띠떠1 Analysis-TMA), 시간 영역 분광법 (Time 

domain S않ctroscopy-TDS) , 열적 자극 전류(Thermally Stimulated Current-TSC) , 양 

성자 유도 x-레이 방출(Proton-Induced X -ray Emission-PIXE) , 중성자 활성 분석 

(Neutron Activation Analysis-NAA) , 에 너 지 분산 X-ray 방출(Energy Dispersive 

X-ray emission-EDX) , X 레 이 주사법 (X -ray scattering) , 양전자 소멸 검 출(Positron 

Annihilation Detection) , 중성자 확산(Neutron Diffusion) , 광학 및 전자 현미 경 법 

(optical and electron microscopy) , 밀 도(density) ， 전 기 발광 (electroluminescence) , 인 덴 

터가 있다. 이 방법들의 목적은 모두 측정된 물리적 파라미터들을 절연물 노화에 

연관시키는 것이다. 이것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사용되고， 단일 또는 

다중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노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 

나， 본 방법들에 대한 주요한 관심은 분석된 샘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케이 

블과 부속품(액세서리)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XLPE 케이블과 부속품의 노화 특성에 대한 진단 방법은 샘플의 측정치로부터 

평균을 취하여 얻거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더 민감한(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방법 

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샘플에 대한 노화 메커니즘의 이해는 케이블 시스 

템에 측정된 값에 적용될 수 있는 “노화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 

가 된다. 

나. 케이블 수명 얘측 방법 

@ 시험대상인 케이블 샘플을 채취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평상시 

의 조건과 비교하여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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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케이블에 관해 충분히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케이블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 케이블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방법을 바탕으로 수명 예측 

을 할 수 있다. 

3. 원전용 케이블의 상태 감시 방법 

이상적인 경우， 케이블 상태 진단 시험 설비는 케이블에 연결될 수 있어 견본의 

상태를 나타내고， 정확한 잔존 수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 

적인 설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케이블 절연 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술의 존재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설 

비가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게 된다. 바파괴적이고 감압적이다. 

점진적인 산화적 노화와 열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노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hot spot을 감지할 수 있다. 일상적인 발전소 동작 중에 사용되며， 시설의 차단의 

필요성이 없다. 사용이 간단하고 신뢰성과 반복된 결과들을 줄 수 있어서 경제적 

이다. 현장의 케이블에 대해 오늘날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을 다음 표 13에 

정리하였다. 

표 13. 케이블 상태 감시 방법 

절연체 성질 이용 방법 상태 감시방법 
시료의 

소'--사 o 어브 ’ 

l.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방법 
@ 산화유도 시간/온도 No 
@ 적 외 선 분광기 (FTIR) No 
CDEAB Yes 
@ 인멘터 No 

2.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방법 @ 경도 No 
@ 적외선 온도 기록계 No 
@ 육안 검사 No 
@ 절연저항 No 
CZ) TDR No 
@유전손 No 

3.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방법 @ 내전압 시험 Yes 
@ 기능 시험 No 
@ 전류의 특징 No 
CVEMF 측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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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적 성질을 

적 외 선 반사율(Near Infra-red Reflectance; NIR)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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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다] 
:;><; 검출 갖는 존재나 결함의 

재킷 재료의 

측정치는 물체를 

영향을 케이블상의 해로운 

검사법이다. 이 기법은 

cross-link density gradient)의 감시가 가능하며， 

이 방법은 

비파괴 

라고 칭하는 

추적이 가정한 밀도변화(또는 및 절연 

통과한 X-ray 

CT 수량화 가능하다. 

스케일 (gray scale)로 표현되며， 유기 (organic) 

이때 의해 number에 CT Houndsfeld 비례하는 감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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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영상의 number는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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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의 통과한 복합물)을 고분자， 매질(금속， 고체 기법은 이 

관계 (4)와 같은 식 아니 라 탄성 율(elastic modulus)에 대 해 다음 

기초한다.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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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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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2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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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는 고분자 밀도이다. 탄성율 그리고 여기서， C는 음향 속도，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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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음향속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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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외선 분광 광도계 (FTIR) 

NIR spectroscopy 방법과 유사하다. FTIR 방법은 적외선 중 중간적외선(4000-

400cm-1 )을 이용한 방법으로 분자내의 진동과 회전 운동에 의한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통하여 전기장이 형성되며， 조사하는 복사선의 주파수와 일치하게 되면， 

빛을 흡수한다. 이것을 spectrum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선호를 삼각 

함수로 인식하여 컴퓨터가 처리하여， 스캐닝의 속도가 빠르고， 횟수가 많다. 또한 

해상도 또한 좋으며， 데이터의 처리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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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화 유도 시간/온도(Oxidation Induction Time(OIT)/Temperature) 

산화유도시간은 고분자의 산화성 안정도(oxidative stability)를 나타내며 고분자 

의 산화방지제가 결핍됨에 따라 감소한다. OIT 값은 열 에이징이 증가할 뿐만 아 

니라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한다. OIT 측정치는 열 및 방사선 

유도 산화성 열 화(oxidative degradation)에 민 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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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도 고갈이다. 산화 고분자에서 노화의 중요한 영향은 산화 방지제의 

재료에서 산화 방지가 발생하는 양(量)을 파라미터로 

절연 

함수이기 때문에， 

노화 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케이블 

샘플이 펼요하며， 양(量)이 약 8mg이기 때 

느
 
」하

 
간은 

측정은 케이블 절연체의 

절연체로부터 절단되어진 재료의 작은 

OIT의 

높은 온도(>200
0

C)가 되기 위하여 시간 내에 

시차 

본질적으로 비파괴적이다. 빠른 

상태에서 가열되는 

문에 

scannmg 장치 (differen tial 열량 계측 주사 가스 .7.1 까、 
E프J-

시 샘플들이 저장된다. 이 절연체로부터 절단된 calorimetry instrument) 에 케 이 블 

산화 반응 (exothermic oxidation reaction) 이 변화되고，발열 점에서 대기는 산소로 

때까지 혀
。
 

된다. EPR 결정하게 OIT를 통해 이것을 유지된다. 덮
 

온
 

은
 

노
 고 

그:z.ù
E"코 

50에 나타나 있고， OIT와 관계가 다음 그림 조사량의 태에 관하여， OIT와 방사선 

XLPE OIT 기술은， 특히 

증명되었다. 

있다. 이미 표시되어 

유용한 기술임이 

그림 51에 

고분자 범위에 

파손시 상대적인 선장이 

와 EPR 등의 

5Q 1 

40. 

30t 

20-

10f 

O l. •.••• -셔. ‘ 
0 ,000 0200 

*‘
-E) 

.
ζ。

EPR 

• 
“ ‘ ’ --_ ..• 

0.20 0.40 0.60 0.80 1.0。

--
「·lili 

--? 

Fi--

m 
% 

% 

쩌
 
때
 a 
m 

(
ζ
*
E
)
 

←
-
。

o. 
o 

o 찌00 0.000 0 ,800 1 ,000 
Q{Q，。Do36 (MGy) 

elongation versus relative 

to rupture 

OIT 51. 그림 50. OIT as a function of dose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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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만 적용이 

않지만， 특별히 

·단점(제한사항) 

@ 반산화제 (anti -oxidants) 

ø PVC에는 적용이 쉽지 
절연물일 경우에 별크 추출하는데， 표피에서 @ 극미샘플은 보통 케이블 자켓의 

변화를 막기 위해 피해 

없다. 

샘플링에 제한을 준다. 화학적 정화는 표피의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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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과 절연 조사량의 상관관계는 불가능하다. 

@EAB법 또는 케이블 기능을 나타내는 다른 특성과의 상관관계가 필요하다. 

·장점 

@ 현장에서 극미샘플링 (micro sarnpling) 이 가능하다. 

@ 대부분 비파괴적인 샘플링이다. 

(7) 가소채 함유량(Plasticizer Content) 

이 기법은 열 에이징에 노출되는 PVC 재료의 열화를 평가하는 유용한 기법으 

로， PVC 절연의 가소제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20-30% , 15% 이하의 함유는 케이 

블이 열 열화를 경험하였음을 나타낸다. 

s 

o 
i 

30。

• Elongallon i 25。
o Plaslicízer 

10 10。

Aging Time ‘Days) 

20。
c: 
.2 

150 흉 
5! 

100 UJ 
를-

s。

1008 

그 림 52. Correlation between plasticizer content and EAB 

for PVC 

(8) 시 차 주사 열 량기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이 기법은 여러 가지의 열분석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기법의 측정원리 

는 기준과 시료간의 옹도차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료를 가열하면서， 열분석도(Thennograrn)를 얻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질소 내 

에서 시험하며， 필요에 따라 가스는 변경될 수 있다. 시료의 무게， 시료량， 시료 

형태， 가스의 종류 등의 동일 조건 하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다음 그림 53-56은 

시차 주사 열량기를 이용한 시험과 관련된 그래프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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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4. DSC curves for XLPE a of XLPE as 53. Crystallinity 그림 

(a) unaged, function of age 

(b) aged at 130C for 71 days. 

(c) aged at 130C for 10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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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PE of curve Melting 56. 그림 55. Peak melting temperatures as 그림 

following 142hr at 밍C a function of age for XLPE 

(9) Thermomechanical Analysis (TMA) /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팽창계수를 측정하며， 유리 위치 온도의 전 이 (glass transition) 여 
E즈 TMA방법은 

TMA 침입거리에 의해 상대적인 경도 재킷 재료에 ul 
^ 절연 결정한다.케이블 E프 

E크 

중량의 절연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절연물을 또한， TGA방법은 측정한다. E프 

E크 

대표적으로 재료에 。1~二
/λλ '-함유하고 를

 
자
 

분
 

휘발성 방법으로 느
 
」하

 
모니터 소츠]으 

l.......- "i:::::!.;::프 

적합하다. 앓은 PVC에 매우 쓰이며，가소성을 

준비는 

샘플링에 관련된 장점과 단점은 OIT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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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충분하면 되며， 결정하기에 단지 시작값을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TGA에서의 최대온도는 

OIT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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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Thennal decoITlIX)sition behaviors 

of PVC 

그림 57. Relative hardness in tenns of 

TMA penetration for EPR 

나. 물리적 성절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법 

(1) Tensile Property(Elongation-at-Break and Tensile strength) 측정 

전기 절연체에 있어 방사능 효과에 대한 많은 초기 연구는 가속기 코일들과 관 

Linear Stanford 미국의 Laboratory , Energy High Rutherford 영국의 련되며， 

CERN 스위스의 Laboratory, National Brookhaven Center와 Accelerator 

코일 

코일들이 

왔다. 가속기 

가속기 

같이 

거대한 기계적 힘이 발생하는데，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수행되어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에 서 

전류가 흐르면 권선 내에 

힘에 견딜 수 있는지에 

들에 

기계적 장력과 .x. 。
그í. "'c" 

열거된 

at 

민감하다. 이러한 시 

여러 

기관에서 연구되었다. 파손시 장력， 

bre봐야과 같은 기 계 적 인 시 험 들은 조사량을 흡수한 방사능에 

또한 동일한 실험실에서 가속기 타깃 영역 (accelerator target regions) 주 

elongation 

오랫동안 위에 

and strength 

능력이 가지 재료의 

신장{tensile 

있는 까‘ 
T 견딜 웅압력(應壓力)에 

험들은 

케이블과 배전용 자재로 사용되는 XLPE. EPR과 같은 물질에 대한 연 

노화를 감시하는데 사용된다. 오랜 시간 동안의 산화 

여러 가지 

위의 신호 

인한 절연 약화(insulation embrittlement)는 

현재 이러한 

시험의 

발전소 주위의 케이블에 

중의 하나이다. 다음 

기계적 작용을 

할 때， 유기된 방사능 

작용이나 가소제의 

물질에 있어 주요한 

손실로 

구
 

표준{standard 시험의 기계적 노화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전기적 

남아있고，원자력 

표준{standard electrical tests}보 

위해 

케이블 

기록을 

적합한 선정을 

그림 59에서는 

관측한 전형적인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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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tests)은 

민감하게 

시험이 계속되는 주요한 원인 

방사능 노화를 감시하기 

다 더욱 

기계적 

절연체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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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9. Radiation ageing of an ethylene propylene co-polymer. 

EAB as a function of dose 

장력 시험은 케이블 저장소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장력 시험의 불편은 40년 또 

는 그 이상의 동작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발전소에 파괴적인， 많은 수의 희 

생 샘플들이 초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점이다. 또한， 30cm 또는 그 이상의 들
 

플
 

새
 

n 

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고가의 선택이다. 게다가 많은 재료의 신장은 노화에 따 

라 서서히 감소하지는 않고， 오히려 긴 유도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사 

용 가능한 수명의 끝부분에서는 급격한 감소가 따른다. 이것은 XLPE의 전형적인 

특성이며， XLPE의 상태 감시에 따른 장력 시험은 확실하지 않다. CERN으로부터 

조사된 PE 케이블 절연체의 장력 시험이 다음 그림 60에 보여지고 있는데， 흡수 

된 조사량에 따른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의 특성은 없다. 그림 61에서는 단지 

열적 노화 상태에서 XLPE의 파손시 신장 특성이 오랜 시간의 유도 시간 후에 급 

격한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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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B 측정은 장력 시험계에 재료 표본을 위치시켜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 

에 의해 수행한다. 

@ 케이블 외피 또는 절연 재료로부터 샘플을 취한다. 

@ 신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비율Cconstant rate)로 미리 정한 위치까지 

샘플을 잡아당긴다. 

@ 시험결과는 상대 선장 또는 절대 선장에 의해 표시하며， 열화의 함수로서 표 

현 가능하다. 

다음 그림 64는 EAB 방법의 예를 보여주며 그림 65는 EAB 방법에서 신장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 • -Universal ’I’t뼈ng Machine (UT과밍 

그 림 64. Elongation-At-Break(EAB) 

StJ:’ess 

Elongation 

그림 65. Elongation과 Stress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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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6. Typical rnaterial degradation curve : EAB versus age 

EAB (%) 

。
MEASURED PROPERTV (e.g .• OIT) 

그 림 67. Typical correlation of CM measurements to EAB 

냉각제 상실사고(LOCA)에도 견딜 수 있는 필요한 최소 EAB가 일단 결정되면 

연구중인 다른 CM 방법으로부터 데이터와 EAB 데이터를 상관시키기 위한 시도 

가 이루어지며， 그림 67에 도시한 것과 유사한 상관곡선이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현장 CM 데이터는 EAB 값으로 변환될 것이고， 교대로 LOCA survivability를 예 

측하기 위 해 사용되 며 Tensile Property(Elongation-at-Break and Tensile 

strength) 측정을 이용한 

케이블 수명 측정방법의 장점， 단점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단점(제한사항) 

@ 인장 시험은 매우 큰 샘플이 필요한데， 이것은 케이블 측면에서는 파괴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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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과가 긴 

급격히 감소하기 때 

폴리에틸렌에 대해 EAB법은 좋은 시험법이 아니다. 

일정한 상수를 유지하다가 불충분한 단계에서 

가교 

주기동안 

@ 

문이다. 

@ 만약， 시험물이 2개 이상의 다른 

대표적인 시험법이 될 

혼합물이면， EAB법 있는 구성되어 로
 

으
 

-
증
 없다. 까

T 

·장점 

있다. 근거를 둔 EAB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 인장 시험에 
。

ìT 고분자물에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유용한 CM 기법이며， 결과는 (Z) EAB법은 

대
 

바로 이것이 

이유이다. 

감소한다. 

는
 

이
사
 

점차적으로 

CM 기법이 EAB법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111-三조 
。 cP등)의 열화(온도， 방사선 

부분의 

기된 

(2) 언덴터 계수 

인멘터는 전기케이블의 외피 및 절연재료의 압축율을 측정하는 

힘을- 측정하는 동안， 고정속도(Q.4iψ'min)에서 케이블 벽에 대해 

비파괴장치이다. 

혀 
。기지의 계수는 

결정되며， 이 시험은 preset force limit(일반적으 누름에 의해 시료(probe)를 상의 

위 변화를 힘의 
X 
T 
u 방향 이동 시료의 내부 종료한다.계수는 

변화로 나누어 계산한다. 

때 로 21b)가 도달할 

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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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9. Effect of jacket temperature 

on Okonite jacket modulus 

그 림 68. Okonite Okolon jacket mod버i 

주요한 열화의 노화와 계측용 케이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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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 케이블과 제어 저전압 전력 약화는 



중상이고， 약화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상태 감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장치가 비파괴적인 상태로 사용된다면 더욱 좋다. 인멘터 고분자 노화 감시 

기는 압축율에 의해 측정되는 케이블 절연체와 피복 물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장 

치이다. 이것은 힘이 측정되는 동안 일정한 속력에서 케이블 벽을 향해 주어진 시 

료를 압축하면서 완성된다. 미리 결정된 최대의 힘에 도달할 때， 시료는 수축되고， 

케이블 재료를 압축하는 양에 의해 케이블을 향해 관측되어지는 힘에서의 변화를 

나눔으로써 계수가 계산된다. 인멘터 계수의 측정은 열 그리고 방사능 스트레스의 

누적된 효과에 비례한 성질의 변화에서의 물질의 노화를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효과적인 물질은 EPR, CSPE, PVC 및 실리콘 

고무가 있다. 그러나， XLPE와 같은 몇몇의 물질의 경우 인멘터 계수는 사용 가능 

한 수명의 주요 부분이 거의 일정하여 인덴터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케이블이 CSPE 피복으로 설치되었다면 물질의 피복 계 

수가 XLPE 절연체 자체를 위해 감시되어지는데 사용된다. 

인멘터를 이용한 케이블 수명 측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손톱으로 케이블을 눌러 그 경도를 알아보는 방법과 유사하다. 

(시험기의 앤벌로 케이블 외피의 표면을 눌러 보는 방법) 

@ 가동중인 원전의 경우 케이블의 절연체를 절취하여 시험하기 어려운 상황 

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 대부분의 원전에서 사용중인 고무계열의 외피는 가속열화 및 아레니우스 

방정식의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덴터 측정의 단점， 장점 그리고 문제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단점(제한사항) 

@ 방사선에 노출된 PVC의 열화에는 좋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Q XLPE의 경우 인멘터 계수 값이 긴 주기동안 상수로 유지되고， 매우 큰 열 

화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 케이블의 부실공사， 즉 외피나 절연물 두께의 변화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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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필요하다. 

@ 시험중의 

향을 미친다. 

@EAB와의 상관관계가 필요하다. 

대한 상 가능하고，절연특성에 반응(특성)만 측정이 단지 외피의 @ 인멘터는 

여 
。결과에 절연물의 몇몇 는

 
하
 

필요로 상관 인자를 온도 도
 

온
 

·장점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다. 

시각검사를 포함한 빠른 시험을 할 수 

@ 

Q 있다. 

있다. 얻을 수 즉시 결과를 @ 현장에서 

노화 상태 외피의 케이블 운전되는 조건에서 고온의 비교적 
Z 
} b 

@ 인덴터 계수는 

를 잘 지시해 

• 측정된 케이블 인공적으로 노화된 모율값은 동일한 제품의 신품과 또는 

노화 정도를 판단. 과 비교， 평가하여 

·문제점 

지역에서 검토를 위해 매년 발전소의 여러 

유사한 문제 발생 여부를 감시해야 함. 

@ 증가하는 문제점의 경향 분석을 위해 계통 점검 카드 사용해야 함 

대한 주기적 @ 유사한 환경조건에 

동안 알아내기 위한 장 · 단주기 

문제점에 대한 경향 분석을 시행해야 함. 

도
 

비
」
 

발생 01 

^ 발생주기 @ 종류별， 형태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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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그림 70. 케이블 노화 감시기 실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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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rque Tester 



이용 

angle) 
토크(Torque)가 증가하는 성 질을 

V머ue)과 비틀림 각(Torsion 

진행될수록 

값(Torque 토크 

대부분의 케이블은 노화가 

한 방법으로， 다음 그림 71은 

사이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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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 연 성 시 험 (Flexure Test) 

유연성을 때， 쉽게 휘는 휘어보았을 뾰
 

손
 

확인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케이블의 

케이블이 정상이다. 

(5) Profiling and Polishing Method 

방법 변화에 따라 구별하는 72와 같이 케이블의 그림 문질러보아 다음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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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Relative hardness profiles for 

irradiated EPR 

그림 72. Polished samples of iπadiated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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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그림 

(6) 



Hardness Test and Density Measurements • 
는
 

하
 

션
。
 

-
「밀도를 별크의 측정하고， 경도를 저항성으로서 대한 침투력에 

사용한 방법이다. 방법으로 Sandia National Lab.에서 

방법이다. 감시하는 

Dynamic Mechanical Analysis(DMA) 

stress-strain behavior와 손실 정 접 (loss tangent)을 

• 

모나터랭 하기 위한 방법 다. 전기적 성질을 

(1) DC Test(Insulation Resistance and Polarization Index Tests) 

10분의 01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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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4 이후 인가 전압의 dc 시험은 Index; PI) 지 수 (p이arization 님 二그 

l:!:' , 
비가 1보다 적으면 절연 10분에서의 판독치의 

의미한다. 

측정한다. 1분에 대한 

즈c .Q...Q.. = U 2. 누설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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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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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Rex cable 그림 75. 250 V PI of 그 림 74. 250 V insulation resistance 

of Brand Rex cable 

(2) AC Impedance Test(Capacitance and Dissipation Factors) 

요소 소산 증가하며，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따라 노화에 

영역에서 

- 70 -

영역에서 

저주파수 

스
 

| 파
 

x 
T 

(dissipation factor; DF)값은 

n 프三 
-1-. '-값은 커패시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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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Dissipation factûr versus frequency 

for Rockbestos conductor #14 

그림 frequency 

for Rockbestos conductor #14 

versus Capacitance 76. 그림 

(3) Stepped Vo1tage and High Potential Test 

소산요소(DF) 누설전류와 커패시턴스， 저항， 유사하며， 방법과 

방법이다. 

가지의 

는
 

하
 

션
。
 

츠
 「

I二

T 앞의 

E프 

뜯~ 

(4) Partial Discharge Test 

-
줄
 

건
n
 

결함을 등과 같은 보이드，균열 절연 계층의 케이블 으
 

L 협
 사용한다. 

부분방전(PD) 

하는데 

검출기의 개략적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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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D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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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Spatial distribution of discharge pulse along cable length 

(5) Vo1tage Withstand Test(내 전 압 시 험 ) 

표본은 교류 80V/mil의 전위 또는 직류 240V/mil에서 5분 동안 전압시험에 견 

뎌야 한다. 

(6) Time Domain Reflectometry(TDR) 

TDR 기법은 신속한 천이 시간을 갖는 저전압 파형을 보내어 케이블 임피던스 

에서 불균일점에서의 파형의 굴절을 관측하는 방법으로， 입사펄스와 반사펄스 사 

이의 시간차는 케이블의 종단으로부터 불균일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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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가 케이블에 

분석되어진다. 이 방법을 

결함이 있는 

상승시간을 가지는 

오실로그래프에 의해 

있어야 하고， 

차수의 

변화시간이 

상업적으로 

nanoseconds 

반사펄스와 

행하기 위한 설비는 

방법은 

입되고， 

이 

연결， 접착， 」‘
T 사용할 

조사하기 위 한 고장처 리 (troubleshooting) 장 심각한 위험의 케이블을 절단과 같은 

기간 동안의 

었다. 

오랜 

갖고 

이것은 발전소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그러나， 사용되어져 왔다. 

감지할 수 

내에 발전소 

열화를 

치로써 

점진적 

오랫동안 

다음 

위해 

아니다. 

측정을 

일이 

노화와 열화의 

응용 또한 놀라운 

절연체의 

(7) 유전손(Dielectric Loss) 측정 

유전손은 환경에서 

발전소에 

다른 

원자력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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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왔고， 사용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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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따라서， 

84에 

설명하였 

분석기 

주파수들에서 나타낼 것이다. 다음 그림 

케이블에 대한 최근 

스펙트럼의 다른 

있다. 

연구를 신호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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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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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삽입 손실， PE 동축 신호 케이블 

4. 케이블 상태 감시 방법의 비교 분석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M 기법의 재현성은 round-robin tests로 평가되었 

으며， 평가에 사용된 케이블은 PVC, PE, XLPE, CSPE, EPR, EPDM, SR, EVA로 

만들어진 절연물과 외피이며， 다음은 round-robin tests에 포함된 CM 기법들을 

열거한 것이다. 이 중 인멘터 측정 방법은 가장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결론 내려진 

다. 

CD Elongation-at-break(EAB) 

(2) Indenter modulus 

@ OIT 

@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다음의 표 14는 각종 방법과 연관된 각각의 특성 및 차이점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 표 15는 원전케이블 고분자 재료와 상태감시 기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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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상태감시 기법의 특성 

? 알려진 정보가 없음 

시각검사 촉각검사 In찌1떠denter 인장 토크 OIT TGA 
색，크래킹， 

고E지않음，단단 시간/온도 
상태 지표 표변침하， 인덴터율 EAB 토크 계수 온도값 

팽창 
함 값 

연관된 첨가제의 
강도， 

불리-화학적 손실，습기 무르게 함 
압축율， 변형， 안정기 열적 

조-득1λ 。} 흡수 
경도 유연성 Young의 산출량 안정도 

계수 

PVC, XLPE, PO, 

적용가능한 재료 모두 모두 CSPE, 모두 모두 EPR!F.PD PVC 
EPR!EPDM M 

적용불가능한 XLPE, 

재료 XLPO 
? PVC ? 

매설되거나 
二←l1 • s::、 A 디U 프 R프걷 .-는 

샘플링 필요없음 필요없음 펼요없음 설치된 펼요없음 

케이블 
줍 ;f드브 

현장에서 
토크 재n푸 ró 리 。 샘플링 

샘플링을 위해 없음 없음 필요없음 펜치 

필요한장비 
시험기 장비 장비 

시험을 위해 인덴터， 
토크 

펼요한장비 
없음 없음 

현장 
인장 기계 시험기， DSC DSC 

현장 

외장 시험 예 예 예 예 예 여l 예 

절연 시험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샘플이 있을 경우 

E.'lli와의 
50% 절대적 

EAB와의 
허용 

허용기준 ? ? 
상관관계 

(또는 
상관관계 

온도에서 ? 

상대적) 1분 초과 

DBE와의 크랙이 없다면.OK 
불확실함 불확실함 

상관관계 (XLPE와 EPR에 대 하여 ) 
아니오 예 아니오 

증명된 기법 예 예 예 

표 15. 원전케이블 고분자 재료와 상태감시 기볍과의 상관관계 

싫혔캔큼 XLPE CSPE EPR/EPDM PVC EVA 

시각/촉각 검사 O O O O O 

인장 시험 X O O O O 

인멘터 X O O O O 

OIT O X O (0) O 

TGA X X X O X 

0- 상태감시 기법은 열화와 합당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0) - 상태감시 기법은 열화와 합당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적이지는 않다. 

X 상태감시 기법은 열화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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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전 사용 케이블의 사진 

다음의 사진들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의 설치 위치 

와 환경조건에 관한 사진들로 실제 촬영한 것이다. 

(a) 케이블 트레이 내의 케이블 

(c) 접속부 케이블 

(e) 진동이 심한 장소 

의 케이블 

-n-

(b) 케이블 트레이 

(d) 통신용 케이블 

(f) 케비넷 내부 



)龍랙 r斷 聯활텍 
쁨.1삐를를톨 뭘톱뺨-

(g) 분전반 내부 

그림 87. 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 사진 

제 4 절 케이블 상태 감시 연구 동향 분석 

케이블은 1975년대 후반의 CV 케이블의 도입 개시이후 케이블 열화에 의한 사 

고가 문제화되었으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상 개량 · 개선 및 활선 진단 

기술의 개발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연구 · 개발이 중요하게 되었다. 구조상으로는 

1981년경 개발된 3층 동시 압출제법에 의하여 거의 해결되었다. 현재 미국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 및 구성요소에 사용되는 

1α)()Volt 이하의 저압 계측 제어 (I&C) 케이블을 포함한 상태 감시 연구가 진행중 

인 케이블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연구가 진행중인 케이블 

절연체 외피 

XLPE Neoprene 
EPR Hypalon 
EPR Bonded CSPE 

또한， 노화 구조와 진단 기술 연구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추세는 다음과 같다. 

CD PVC 케이블은 설계기준 사고시의 고온과 높은 방사선량 조건에서 열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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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 

￠ 세계적으로 PVC 절연 케이블보다 XLPE 혹은 EPR 케이블을 사용하는 추세 

이다. 

@ 케이블은 금속 부분과 유기 고분자 부분으로 구분한다. 

(금속부분 - 전도체， 외장， 차폐체) 

(유기 고분자 부분 - 절연체， 외피 부분) 

@ 케이블 경년열화에 대해서는 금속 부분보다 유기 고분자 경년열화에 대해 많 

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 이 분야에서 앞선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캐나다의 원전 케이블 수명관리 연구 

는 고온 고선량에서의 절연성， 기계적 성질의 열화 수명예측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중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사용되어지는 XLPE( Cross-linked 

polyethy lene) 케이블의 열화진단을 위해 절연층， 반도전층 등 케이블의 열화나 사 

고원인이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물리적 화학적 및 미세한 구조적 특성분석까 

지 수행하고 있다. 

다음 그림 88-91은 국외의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각 특성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또한， 케이블 상태 감시 및 열화에 관한 국외의 연구동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1979 

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논문 및 학술대회 연구 결과를 정 

리 한 결과는 다음 부록 2 및 부록 3과 같다. 

케이블 상태감시 기법 
기
|
 

• 

류
”
 

~ 

닙
τ
 

A 화학적 성질 모니터링 기법 
5% 

13% 

객
 간
 밸
 

안
 

시
 

”
3 

선
 

도
 

도
 

분
 

패
 
유
 

속
 

선
 • 

ε
 

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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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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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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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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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디
 • 

45% 

그림 88. 케이블 상태감시 기법 분류 그림 89.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상태감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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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0.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상태감시 기법 그림 91.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상태감시 기법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의 케이블의 수명평가 및 노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1단계 : 케이블 환경조건 조사 및 Data Base화 

@ 일정표를 작성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건물별로 지 역을 구분한다. 

A. 가혹한 조건 및 온화한 조건 

B. 가혹도 순으로 구분(C이or) 

C. 지역별 절연재질 목록 및 정확한 Routing 현황을 파악 

@ 지역별 운전 조건에 따른 측정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한다. 

@ 건물별 설치 가능 절연 재질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물별로 설치된 절연 

재료를 조사한다(제조자， 재료 등) . 

@ 케이블이 포설된 현황을 Data Base화한다. 

@ 물리적 응력(진동， 수직배치， 구부림， 횡단， 하중 등)을 조사한다. 

@ 커넥터 고장을 고려한다. 

@ 케이블 교체 이력을 조사한다. 

2단계 : 노화 감시방법 규명 및 결과 

@ 노화원인 및 노화 감시방법에 관한 연구 조사 

@ 실제 노화 현장 사례 및 분석 결과 

@ 실제 사용중인 케이블의 가속 노화 시험 결과 

3단계 : 수명평가 기법 및 실험결과 

@ 기존의 수명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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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 요인과 잔존수명의 상관관계 도출 

@ 케이블 환경조건(건물별， 절연재질별， 운전온도， 제조회사 등)에 따른 수 

명 평가 

4단계 : 수명평가 방법 도출 및 규제 기준 정립 

CD On-line 감시 방법(온도， 방사선， 습분， 물리적 응력 등) 

@ 주기적 감시 

@ 기타 

@ 수명평가 및 대책 수립 

@규제기준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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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오랜 시간동안 연속적인 동작이 요구된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환경， 특히 강한 방사선 환경은 원자력 발전소를 구 

성하는 여러 요소들 즉 원자로 압력 용기 및 내부 구성 요소들， 열 교환기， 배관， 흡 

수기， 콘크리트 구조물， 계측 및 제어 케이블 등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원자 

력 안전의 관점에서 케이블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은 다른 환경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에 비하여 

열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이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의 

수명 예측 및 상태 감시는 원자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미 세계적으로 케이블의 수명 예측과 상태 감시에 대한 다양한 기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이루 

어지고 있는 케이블의 수명 예측과 상태 감시에 대한 다양한 기법 및 연구 동향을 

각종 국내외 보고서 및 문헌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제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케이블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케이블의 재질에 따른 적절한 상태감시 

방법 및 열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여러 가 

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가 도출된다면， 각 케이블별， 재질별， 제조 회사별 

및 사용환경 상태에 따른 적절한 수명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케이블에 관련된 규제기준 수립이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년도에서는 이러한 관련 규제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섬 

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의 사용조건에 따른 적 

절한 상태감시기법 도출 및 관련 규제기준의 수립이 이루어진다면， 케이블의 상태 

감시 및 수명평가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케이블의 적절한 교체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및 경제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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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절연 열화 및 노화와 관련된 IEEE/IEC 규격 

• IEC Publication 505, Evaluation and identification of electrical insulation 

systems. 

Part 1: General principles and guide to applications , 1975 

.IEEE Standard 99-1980,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of test 

procedures for the thermal evaluation of insulation systems for electrical 

equipment, 1980 . 

• IEEE Standard 275-1981, Recommended practice for thermal evaluation of 

insulation systems for AC electric machinery employing form-wound , 

pre-insulated coils for machines rated 6900 V and below, 1981. 

• IEC Publication 792, The multifactor functional testing of electrical insulation 

systems. 

Part 1: Test procedures (1984) 

P따t 2: Bibliography (1993) 

• IEEE Standard 1-1986, Standard general principles for temperature limits in 

the rating of electrical equipment and for the evaluation of electrical 

insulation. 1986 . 

• IEEE Standard 101-1987, Guide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rmal life 

test data, 1987 . 

• IEEE Standard 930-1987, Guide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electrical 

insulation voltage endurance dat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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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C Standard 216. Guide for the determination of thennal endurance 

properties of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 (P따ts 1to 4) , 1990 

• IEEE Standard 1064-1991. Guide for multifactor stress functional testing of 

electrical insulation systems, 1991. 

• IEC 15 B (Sec.) 123, Introduction to voltage endurance evaluation, r\pril 

1991. 

부록 2. 국외 연구 동향 (Key Word : Cable and Condition Monitoring) 

연도 저 자 논문 제묵 내 용 

1988 Domun.M.K Condition monitoring of 132kV 132kV 붓성과 차단기에 대해 상태감시 기볍을 

bushings 3번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적용한 

기법은 HV DC 과전압시험， HV AC PD 시혐， 

HV AC와 mV AC 커페시턴스， 손실각 측정， 

mV DC 절연저항(IR) 시험， DGA 빛 습기 측정 

방볍이 사용. 
1989 Tychsen.R.C Initial experience in the Snowy 상태감시 분석도구로 PDA(Partial Discharge 

:\lountains Scheme with the PDA Analyser)를 사용하였고 XLPE 케이블에 

iand instaIIation and use of 적용하면서 다른 부분방전 검출기와 

permanent capacitive couplers on 비교하였는데 발전기 고정자 권선에 적용시 

hydro generators 뛰어난 향상을 보여중. 
1994 McGrai l.T 외 Acoustic and ultrasonic techniques 상태감시 기법에 초음파 진단기법 (비파괴 가볍) 

1 인 for condition monitoring 사용. 두가지 방법 인 능동와 수동 방법 적 용으로 

절연체의 상태감시에 적절한 도구로 사용 가능. 
1995 Singh.N 외 The condition monitoring of Fluid-FiIIed Taped(FFT) 케이블에 대한 

3인 fluid-fi Iled taped cables employed 상태 감시 기 볍 . DGA(Dissolved Gas Analysis) 

in underground transmission 기법 사용. 케이블 노화 인멘터를 이용한 기술을 

through dissolved gas analysis 케이블 산업에 사용하여 성공. 향후 수명예측에 

대한 연구 진행. 
1995 Singh.N 외 A novel method to monitor the Fluid-Filled Taped(FFT) 케 이 블에 대 한 

3인 condition of fluid-fi Iled taped cables 상태감시 기 법. DGA(Dissolved Gas Analysis) 

employed in underground 기법 사용. 케이블 노화 인멘터를 이용한 기술을 

transmission through 케이블 산업에 사용하여 성공. 향후 수명예측에 

dissolved-gas-analysis 대한 연구 진행. 
1997 Alsammarae.A Condition monitoring for smaIl 모터， 차단기， 솔레노이드， E 랜스미터에 대해 

외 1 인 cIass lE components 상태감시 기법 적용. 측정요소의 선택은 

이벤 E 에 의해 수행-E 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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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간10U.Y 외 3인 A portable partial discharge 최 신 부분방전(PD)와 디 지 털 저 장 오실로스코프 

measuring system for insulation (DSO)로 구성된 이동가능한 부분방전 시스템을 

condition monitoring 사용하여 대형 기계， 고압 케이블， busbar에 대한 

절연평가와 상태감시를 수행. 

1998 McGrail.T Condition monitoring-a user 상태감시에서의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perspectIve 상태감시 (CM)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접목시켜 관리하고 상태감시 기법을 사용함. 

예로서 변압기， 케이블， 차단기에 적용함. 

1998 Dean.B Condition monitoring of 1l -132kV 케이블 부속물에 대한 상태감시 기볍 소개. 

cable accessories l측정방법은 두가지로 구분 
:1) 주기적 시험， 2) 실시간 감시. 

J이 두가지 기법은 1l -132kV 점위의 케이블 

l죠인 E 와 마감재에 적용 적용된 상태감시 기법 

- 음성방출， EM 프로브， 광온도 센서， 방전 

j매핑 HF 전류 프로브 IR 온도 이미정 카메라 

및 시각검사. 

부록 3. 국외 연구 동향 (Key Word : Cable and Aging) 

연도 저 자 논문 쩨묵 내 용 
1979 Derringer,G.C. 외 Modeling of aging of solid 고체 유전체인 전력전송케이블에 사용된 

3인 dielectric materials in multiple 절연물질의 노화 기법의 모댈을 발전시키려함. 

stress enVlronment 첫째， 유전물질의 분해의 반동 동력학을 강조한 

모델링 접근법. 둘째， 응답 표면 방법론에 

기초한 모델링 접근법. 

1979 mitchell,j .K. 외 EPRI Soils Research Program 유전물질의 열적특성을 증진시키고 열적 

6인 안정도를 증진하는 서로다른 두가지 분야에서 
연구. 대지 열적 안정도를 특질화하고 2차원 

혹은 3차원에서 매장된 케이블 주위의 온도와 

수분 분포를 계산하는 분석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1988 Aivaliotis,S.K. 외 Accelerated aging of 15kV cable 표준 및 TR-XLPE 케이블의 평가를 수행 

2인 insulated with standard and tree 
retardant XLPE 

1988 Ando, T. 외 8인 Design of the Nb/sub 3/Sn Demo DPC-EX는 내부 반경 1M, lOkA의 동작전류， 

Poloidal Coil (DPC-EX) lOT의 최대 자계， lOT/s의 자속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316LN 스테인리스로 개조되고 
Nb/sub 3/Sn의 열 처리 조건에서 노화에 
우수한 기 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jK-l 이 

conduit<선거) 물질로 선택되었다. 
1988 Bartoli,j .R. 외 Thermal aging of an insulation 몇몇 샘플들을 분광기 (photoacoustic, 적외선) 

6인 EPR-rubber compound 방법으로 측정. 
1988 Crine, ].-P. Influence of insualtion morphology , AC 절연파괴강도와 실제 비노화와 노화된 

impurities and oxidation on cables 송배전 케이블들이 폴리에틸렌 절연 결정， 오염， 
electric properties 산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보여줌. 

1988 Crine, ].-P. 외 Oxidation and themal resistance of 몇몇 비노화와 노화된 송배전 케이블의 
5인 HMW - PE and XLPE HV 절연에서 열화 산화를 적외선 분광기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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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잃8 Exrin,M. 외 1 인 Application of a sealed tube test 몇몇 폴리에틸렌들을 진공관 방법으로 반점을 
to the study of degraded insulation 형성하는 금속 오염불질에 대해서 테스E 함. 
resulting from thermal aging of 
cables with PVC .iacket 

1988 Farkas, A.A. Water treeing retardant XLPE WTR(수 E 리 저지) XLPE 절연등급의 개발과 
insulation grade with improved 시험을 보여줌. 
electrical endurance 

1988 Fischer, P Development of watertree MV(medium voltage) 케 이 블에 서 WTR XLPE 
retardant XLPE cables 절연물질의 개발과 시험이 목적. 

1988 Mashikian,M.S. Role of semiconducting compounds 절연체에서 개발된 수트리의 숫자， 크기 및 
외 3인 in the premature aging of XLPE 위치에서 반도체성분의 볼에 용해가 가능한 

cable insulation 불순불의 효과륜 논의-
1988 Montanari, G.c. Thermal aging of EPR cables EPH 케이블의 모텔에서 수행되는 열적 내구성 

시험의 결과륜 보여줍 
1988 Montanari , Progressively-censored aging tests Weibull 분포의 인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XLPE 

G.C.외 1 인 on XLPE-insulated cable models 절연케이블모텔에서 수행되었던 복합 열-전기 
스트레스뜰을 가지고 노화의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동계적인 방법 사용-1988 Motori ,A 외 2인 Chemical, physical and 열적 수명 시험을 동해 XLPE 케이블의 화학적， 
microstructural properties of 볼리적， 전기적 및 미세구조적 특정을 보여줌 
thermalIv aged XLPE cable models 

1988 PattuIlo,A.W. 외 Charge injection and storage in 경제적인 XLPE 절연 전력케이블의 샘플에서 
2인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포획전하륜 측정. 

cable 
1988 Peinan Jiang 외 Estimation and analysis of XLPE 중국에서 제조된 XLPE 케이블의 서비스 수명 

2인 cable life in China 을 계산‘ 전앙 절연파괴와 노화 현상을 분석. 1988 Pi lIai ,A.S 외 1 인 Aging effect on patial discharge 다양한 전암조건아래 6.6kV XLPE 전력 케이블 
values and electrical performance 샘플들의 부분 방전과 손실 접선 값에서의 
of XLPE cable 케이블 절연체로 습기 투입등을 조사함. 1988 Wojtas, S. Influence of aging by partial 부분 방전 작용에서 폴리에틸렌 절연체 사이의 | 
discharges on resistivity of 붕괴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부피 저항 시힘을 
polethvlene 적용하려함-

1988 Yenchek ,M .H. 외 Mechanical performance of 케이블 수명과 전류부하에 관계된 노력의 
1 인 themally aged trailing-cable 일환으로서 석탄광산의 휘감긴 케이블 

insulation 절연체의 기계적 성능에 대해 높여진 온도의 
효과를 결정하는 조사플 함. 1989 Crine, ].P. 외 A model of aging of dielectric 실제 데이터와 실제 실험조건에 기초한 압축 

2인 extruded cables 케이블의 전기 적인 노화 모델을 제안. The rate 
theory에 부분적으로 기초한 단순한 모텔은 PE, 
XLPE, EPH 케이블의 노화틀 가장 잘 
설명하였음. 

1989 Crine, ].-P. 외 A new approach to the electric PE와 XLPE의 전기적 노화를 설명하기 위해 
2인 aging of dielectrics 부분적으로 the rate theory에 기초한 단순 

모텔을 제안함， 
1989 Dang,C. 외 1 인 MetalIurgic and contact resistance 일련의 가속화된 노화 실험 후에 알루미늄 

studies of sleeve connectors in 케이블 접착에 사용된 두 가지 종류의 슬리브관 
aluminum cable spIices 컨넥터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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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Gilbert,R. 외 3인 Measurement of organic and 고성능이온 크로마토그래피 (HPIC)는 PE와 

inorganic ions in cable insulation XLPE 절연체에서 무기질과 유기질 이온을 

and shields 감지할 수 있고 추출방법에서 거의 10 μg!L 

만큼 낮은 농도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 

1989 Gorur,R.S. 외 Accelerated aging of silicone 케이블 단자에 사용되는 실리콘 고무가 

2인 rubber cable terminations 건조-대역 노화 때문에 따라가거나 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알루미늄이나 

이산화규소 같은 무기성의 충전재들을 

중합체에 추가. 

1989 Grorur,R.S. 외 Polymeric cable terminators under 25kV 급 실외 중합케이블 단자의 오염수행을 

2인 accelerated aging in a fog 비교하는 안개방 시험에서의 결과를 보여즘‘ 

chamber 
1989 Grzybowski,S. 외 Changes of thermoplastic PE cable 실험은 PE의 구조체 변화(결정체의 정도)， 

2인 iinsulation properties caused by E 리(속도，형태)의 개발， tan ô 의 변화 및 열적 

the overload current 노화의 결과와 같은 절연파괴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그 결과는 열적 노화는 

spherulites의 분리 를 증가시 킴 을 보여 줌. 
1989 Hartlein,R.A. 외 Effects of voltage impulses on 실험실 시험들은 다양한 15kV 케이블 설계의 

2인 extruded dielelctric cable life 수행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조사하였음. 

1989 Ildstad,E. 외 2인 Water treeing breakdown strength 초기화와 구멍뚫린 수트리의 성장에 영향을 

reduction of XLPE insulation 미치는 요소를 결정하고 수E 리에 의해 

야기되는 절연파괴 강도의 감소를 연구. 

1989 Karakelle,M. 외 The influence of structure on 가속화된 노화 실험에서 수E 리 핵형성과 

1 인 water treeing in crosslinked 성장에 미치는 전압과 온도의 영향은 XLPE의 

polyethylene: accelerated aging 축소형 케이블에 대해 평가함. 

methods 
1989 Karakelle,M. 외 The influence of structure on XLPE 케이블 절연은 두 가지 열적 처리에 

1 인 water treeing in crosslinked 종속되어 있음 첫째는 제조 중에 발생하여 

polyethylene: crystallization and 고친 후에 적용되는 냉각처리의 결과이고， 

annealing effects in bow-tie tree 둘째는 전도체의 온도가 와전류 때문에 올라갈 

growth 경우， 사용 중에 발생함. 

1989 Karakelle,M. 외 The influence of structure on 축소 케이블 실험을 통해 열적 노화 동안 

1인 water treeing in crosslinked XLPE에 존재하는 에틸렌 글리콜의 영향과 

polyethylene: tree morphology and 수트리 오염과 성장에 주요한 가속화 영향 

the influence of organic 연구. 

contammants 
1989 Motori,A. 외 2인 Degradation and electrical behavior 열과 복합 열-전기 스트레스에 종속된 XLPE 

of aged XLPE cable models 케이블 모텔에서 다른 노화 시간에서 수행된 

DC 전기적 도전율 측정의 결과를 논의. 
1989 Nilsson, D.H. New method for evaluation of 반도체 물질의 수트리 특성의 측정을 위한 

water treeing properties of 간단한 시험 방법을 제안. 

semiconductive materials 
1989 Onderko, J Lifetime estimation of medium 전기적， 열적 스E 레스와 물 환경에서 노화되는 

voltage cables in wet 다양한 종류의 절연체를 가진 케이블의 
envlronments 시간 절연파괴 강도 특성의 분석을 조사하였음 1 

수명 기대치에 적합한 절연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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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Pelissou,S. Effect of water on the 수E 리 계수 측정， 물과 불순물 내용 측정 및 

perfonnance of XLPE insulation AC 절연파괴 시험은 몇몇 자계-노화 매질의 

전압 압출 케이블에서 수행되었음. 

1989 Vatansever,A. 외 Physico-chemical analysis of a 자계 노화에서 실패한 80kV 케이블에서의 

1 인 failed cable XLPE 절연에 대해 연구. 
1989 Xiao-Dong Shi Research on the behavior of 다양한 비율의 Se와 Te의 Se-Te 펼름이 

Se-Te film in photoelectrical field 준비되어 있고 다중의 충전-방전 주기를 

가지고 노화되는 필름에 대해 연구 

1990 Abdolall , K. Design of an accelerated aging CEA의 원조로 고체 유전 케이블에 대한 

test for polymer insulated 가속된 노화 시험의 설계 연구를 행함. 

distribution cables 
1990 Bell.R.M. 외 2인 Coπelation of oxidative induction 케이블의 방사성과 열적 노화로 인한 

time with thennal and radiation 산화유도시간(OIT) 측정에 의해 평가할 수 

aging of EPR and XLPE cable 있는 범위를 결정. 

insulation 
1990 Bow , K.E. The development of underjachet 내장형 방수 케이블의 특성과 설치특성을 기술. i 

moisture barrier cable as a counter 

measure agamst treemg 
1990 Bulinski,A. T. 외 Water treeing in thennally 비노화의 절연， 몇 년 서비스한 후 자계-노화 ! 

5인 preoxidized cross-linked polyethene 케이블 절연에서 측정된 열적으로 미리 산화된 1 

cable insulation XLPE 케이블에 대한 수트리 시험의 결과를 

보여줍. 

1990 Bums,N.M. Perfonnance of supersmooth ,extra 매우 매끄럽고， 특별히 깨끗한 반도체 보호불은 

clean semiconductive shields in 압출 표면 평탄에서 특히 증가되고 이온화 

XLPE insulated power cable 불순물의 최소레벨을 가짐을 보여줌. 

1990 Crine,].-P A model of solid dielectrics aging Eyring의 rate 방정식의 수정된 버전에 기초한 1 

단순한 노화 모델은 중합유전체의 전기적. 

기계적 노화를 매우 잘 설명함 특히 XLPE 

케이블의 전기적 노화를 잘 설명함. 
1990 Dang ,C. 외 2인 Performance of aluminum 일련의 가속화된 노화 실험은 지중 

distribution-cable splices under 배전시스템에 대해 케이블연결의 두 가지 

accelerated aging 일반적인 종류에서 수행됨. 
1990 Faremo,H. 외 The EFI test method for Rogowski-type 시험 목적의 개발과 Norwegianl 

1 인 accelerated growth of water trees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 서 의 EFI 

시험 방법에서 사용된 노화시험 과정들에 대한 1 

원리플 소개. 
1990 Foty, M.S. 외 Cable environment analysis and 케이블 환경분석 방법과 케이블에 부하가 

2인 the probabilistic approach to cable 결렸을 때의 열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ratmg 다루어짐 
1990 Garton, A. 외 Ionic impurities in crosslinked XLPE 케이블 절연체에서 이온의 오염균의 

2인 polyethylene cable insulation quantification에 대한 이온 색층분석과 

파장-전파성인 X-ray 분광기 방법이 재조사됨. 
1990 Hoang-The-Gia Pressure effect on the aging of 노화 시험은 유체 정역학적인 압력에 종속된 

m 외 5인 high densit polyeUηrlene(HDPEl 구 고밀성도됨. 폴리에틸렌(HDPE) 필름을 사용하여 I 

- 96 -



1990 Hu, H. 외 1인 Modeling of lightning surge 가지식 케이블 분산망에서 뇌서지 보호를 위한 

protection in branched cable 모텔링 케이블이 거듭된 전압 서지가 발생한 

distribution network 상황에서， 노화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의 임의 부위에서 

발생한 최대전압올 감소시키는 모텔링에 

대해서 소개함. 

1990 Hwang, B.K. A new water tree retardant XLPE 수E 리 방지 XLPE(가교폴리에틸렌)과 지속적인 

수트리 방지가 소개됨. 

1990 Katz , C. 외 2인 Comparative evaluation by 다른 제조공장에서 다른 혼합물로 만들어진 

laboratOtγ aging of 15 and 35 k V 많은 케 이 블들의 성 능을 15kV와 35kV 

lextruded dielectric cables 케이블의 독립적인 조사에서 비교하였음. 

1990 Mackevich, lP An invetigation into gas pressre 케이블 생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외 1인 generation in new and aged 도전체 처리로 시험을 하였음. 이 시험은 가스 

a1uminum conductor cable and the 발생이 노화된 케이블에서 발생함을 보여줌. 

intern머 pressure withstand 

capabi1ities of ioints 
1990 MacKinlay, R. Managing an aging underground 노화된 지중케이블망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high-voltage cable network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중망에서 케이블의 남은 

수명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1990 Montanari, G.c. An invetigation on the thermal EPR(ethylene propylene rubber)의 열 적 

endurance of EPR model cables 내구성에 대해 연구. 열적 스E 레스에 대한 

케이블의 내구성을 특성화하는 열적 수명 

곡선과 표시들이 논의. 

1990 Montanari,G.C. Time behavior and breakdown of 스팀 경화 처리에 의해 얻어지는 XLPE 케이블 

외 1 인 XLPE cable models subjected to 모델을 조사. 이 모델들로써 전기적， 열적 및 

multiple stresses 다중 열-전기적 스트레스를 가진 수명 시험. 

1990 Ogawa, K 외 The world ’ s first use of 500 kV Shimogo와 Imaichi 발전소에서 500 kV XLPE 

3인 XLPE insulated aluminium 케이블의 설치과정과 케이블의 디자인， 

sheathed power cables at the 절연강도시험， 설치작업 등에 대해서 논의됨. 

Shimogo and Imaichi power 

statlOns 
1990 Pays, M. New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고압과 초고압 케이블에서 새로운 설치방법들， 

high-voltage and extra 절연체들의 단면 최적화， EHV 케이블의 조립식 

high-voltage cables: the user’ s 결합부들， 그리고 고압의 액체가 없는 종단부들 

point of view 과 같은 새로운 발전분야에 대해서 소개함 
1990 Pelissou,S. Impurities in XLPE cables 중성자 활성화에 의한 불순불 분석 수행. 

절연체에서 발견된 불순물은 반도체 차폐불과 

제조과정에 영향을 끼침. 

1990 Srinivas, N.N. 외 Effects of DC testing on AC 가속된 상태에서 테스E 한 

2인 breakdown strength of XLPE 가교폴리에틸렌(XLPE) 절연 케이블의 AC 

insulated cables subjected to 절연파괴 강도에 대한 DC 시험의 영향. 

laboratory 
1990 Steennis, E.F Water treeing in polyethylene 폴리에틸렌 케이블의 수E 리 성장에 대해서 

cables 논의. 
1990 Uematsu, T. 외 Thermal fatigue and aging 방수케이블의 열적 악화와 노화 특성. 

4인 properties of water-impervious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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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Bamji, S.S 외 Photodegradation versus 전기적 E 리는 항상 발전하고 고분자에 

3인 hot-electron impact for electrical 적용되는 전압에 의존한다는 내용. 

tree inception at low electric field 
1991 Bartnikas, R. 외 Accelerated aging tests for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중합케이블의 노화를 

2인 polymer insulated cables under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에 사용되어진 다양한 

wet conditions 노화 시험절차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의. 

1991 Bemsteiin, B.S Accelerated aging of extruded 15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에 조정된 

외 3인 dielectric power cables. II. Life 전압 스트레스를 주었을때의 상태와 열적 

testing of 15 kV XLPE-ins뼈 

cables 
1991 Chan, j.S 외 3인 hlectncal ag1ng perfom1an:e of 1「두E개의 기준 가교폴리에닫겐(XLPE)과 에새의 

tree-retardant XLPE versus 리 저지 XLPE 혼합물에 수트리 시험-

standard XLPE as insulation for 

distribution cables 
1991 Conderc, D. 외 Evaluation of HVDC cables for 1

1유전전성과 
기본적으로 (+) 또는 (-) 500 DC 

4인 the S t. Lawrence crossing of 압 유입자기보존 케이블에 대하여 토의 됨 

Hydro Quebec 500 kV DC line. 1. 

Dielectric and accelerated aging 

tests on prototypes 
1991 C끼ne， j.-P 외 Influence of insuIation morphology， |j 서케이블 특성에 대한 경화의 영향이 간략하게 

2인 impurities and oxidation on some 술되 어 있음. 

electric properties of cables 
1991 Das-Gupta, D.K Electrical (AC) aging and growth I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가교폴리에틸렌의 

외 2인 of water trees in cross-linked 1전기적 노화와 수E 라 성장애 대한 실험내 용 

plyethyene (XLPE) cables in 

humid environment 
1991 Eager, G.S 외 Effect of DC Testing wa[er tree 11V천L압F과 전압은 현장증명 테스트에 대하여 DC 

4인 deteriorated cable and a 적당하게 택일한다는 내용. 

preliminary evaluation of VLF, as I 

altemate 
1991 Hashizume, T. A consideration of changes of AC 건조-교정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6.6 k\' 

외 5인 breakdown voltages during an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의 가속노화시험에 

accelerated test of immersed 대한 내용. 

dηr-cured XLPE cables 
1991 Motori, A. 외 Electrica1 properties for detection 여러 가지 주파수， 온도 하에서 실험한 

3인 of thermal aging in XLPE cable 케이블의 유전체 손실， 도전성 등을 측정 

models 
1991 Motori,A 외 2인 A contrubution to the study of XLPE 케이블의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 

aging of XLPE insulated cables 미세적인 특정에 대한 연구. 
1991 Pelissou, S. 외 Final breakdown mechanism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현장 노화 케이블의 최종 

2인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1991 Pinel, B. 외 1 인 Effects of irradiation dose rate and 발전소에서 케이블 수명을 측정하기 위한 

thermal aging on changes in the EPR/CSPE LOCA 케이블에 대한 연구 
properties of elastomeric materials 

(EPR-CSPE) for cable insulation 

and sheathing 
1991 Ross, R. 외 1 인 Water tree growth processes in 퇴화된 산출불과 같은 수E 리는 노화에 대한 

XLPE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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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Tan와‘a， T. 외 Development of prefabricated type 275k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의 개발에 대한 

3인 straight through joint for 275 kV 연구. 

XLPE cable 
1991 Trinh, N.G. 외 Evaluation of HVDC cables for IREQ에서 HV 케이블에 대한 장기간 

3인 the 5t. Lawrence river crossing of 가속노화시험에 대해서 서술함. 

Hydro-Quebec ’ s 500 k V DC line. 

II. Cable testing facility for 

dielectric and acclerated a~in~ 
1991 Walton, M.D 외 Accelerated aging of extruded 새롭게 향상되고 가속화된 케이블 수명 

2인 dielectric power cables. I. Contr이 측정방법이 서술됨. 

and monitorin~ methodolo~y 

1991 Zhao Yi Zhen 5tudies on radiation of crosslinked PVC(폴리비닐 염화물)에서 다른 종류의 

PVC cable compounds polyfunctional 단량제의 공식화와 그들의 방사 

curin~ 절차에 대해서 논의됨. 
1991 Zimmermann, H Results for long term performance HV 중합절연케이블에 15kV!mm의 최대 자계 

외 2인 tests on polymer insulated cables 강도로 장기간 수행한 시험에 대한 연구. 

up to 230 kV 
1992 Bamji, 5.5. 외 Threshold voltage for electrical HV 전송선 케이블에서 사용되는 낮은 밀도와 

3인 tree inception in underground HV XLPE같은 중합절연체에서의 전기적 E 리를 

transmission cables 이끄는 고정된 노화는 5와 20 kV/mm사이의 

지역 자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적 증거 제시. 
1992 Bamji, 5.5. 외 The effect of gas impregnation on 장기간 노화시험은 다른 가스들로 포화된 

5인 the time to electrical tree inception XLPE 케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in XLPE 융기에서 수행됨. 
1992 Chaubet, C 외 Breakdown statistics as a tool to 주어진 시험 과정에서 유도된 짧은 기간의 유전l 

1 인 investigate electrical aging 절연파괴의 통계는 절연체의 유전적 특성에서 

작은 변화를 조사하는데 매우 민감한 도구가 

됨‘ 
1992 Clavreul, R외 5tudy of cross-linked polyethylene 높은 전기적 스트레스(30kV!mm)의 상황 하의 j 

4인 under high field XLPE 케이블의 노화에 대한 연구. 
1992 Couderc, D. 외 Evaluation of HVDC cables for 케이블올 포함하는 (+) 혹은 (-) 50이‘'" DC oill 

5인 the 5t-Lawrence crossing of 프로토타입에 대한 유전체와 가속된 노화 

Hydro Quebec 500kV DC line. I. 시험을 설명. 

Dielectric and accelerated aging 

test on prototypes 
1992 Egiziano, L. 외 Characterization of composite 가교 폴리몰레핀 5CT(stress control tubes)의 l 

4인 organic materials for field stress 전기적 특성(입체저항， 유전체， tan δ )과 

control of HV cables terminations 기계적 특성(질량 밀도， 장력， 신장 등) 둘 다의 

특성에 관해 논의. 
1992 jeffery, A. 외 Influence of formulation and aging EPR (에틸렌효로펼렌고무)혼합체들을 

2인 on the dielectric response of 시리즈별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 연구 

ethylene propylene rubber 

insulation compounds 
1992 Lefebre, L. 외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fe 절연물질과 그들의 수학적 정확성을 만족해야 

2인 models for electrical insulation 하는 경계조건에 대한 복합된 수명 모델을 

under combined stresses in the 검사. 

li~ht of the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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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Nensi , T. 외 3인 Electrical aging of low density 폴리에틸렌 절연의 장기간 분해 메커니즘과 

polyethylene cable insulation 수명을 경험적인 연구로 조사. 

1992 Patsch, R. 외 CorreIation between electrical 전기 신호， E 리의 크기 및 절연파괴 전압간의 

1인 signals, tree sizes and breakdown 상관성을 XLPE 수E 리 모델 케이블에 대해 

voltages of water treed model 조사함. 

cables 
1992 Pelissou, S. 외 Final Breakdown in field-aged 자계-노화된 XLPE에서 수트리 성장이 조사됨. 

1 인 XLPE 샘플에서 수트리 성장은 아마 이온 소바로 인한 

것 같은 12000 노화 시간 후에 샘플 두께의 

70% 정도 포화됨 
1992 Ross, R. 외 1 인 Composition and growth of water 경험적인 결과를 기초로 XLPE 에서 수트리의 

trees in XLPE 구성과 성장에 대한 설명 

1992 Svatik, A. 외 Polarization and charge trapping in 4000시 간동안 묻 속에 서 교류 노화된 XLPE 

3인 cross-Iinked polyethylene (XLPE) 케이블의 TSDC (열자극 방전전류)와 1、TC

cables AC aged in humid 닐-츠1 처 。

envlronment 
1993 Bamji , S.S 외 Thermally stimulated current 수트리를 포함한 중합 절연체의 열화 현상을 

2인 technique to evaluate polymer 평 가하기 위 해 TSC(thermally stimulated 

degradation due to water treeing current) 기법이 사용되었다. 한편， TSC 

스펙 E 럼은 중합 절연체의 노화 시간과 

수트리의 김이에 따라 변화한다. 

Bemstein, B. S Aging of equipment in the eIectric 모든 전기 설비에 있어 다중 스트레스에 의해 

외 1 인 utilities 유기된 노화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설비의 

종류에 따라 주된 노화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현상을 변압기， 케이블 등의 예틀 동하여 

설명하고 있다. 
! 1993 Bruning, A. M. Aging in wire insulation under 불， 온도， 기계적， 전기적 스트레스 등 여러 

외 I 인 multifactor stress 가지 요소의 스트레스로 인한 120 V 

폴리이미드 절연 케이블의 노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1993 Czaszejko, T. Repeated failures and water 현장과 실험실에서 노화된 케이블로부터 

treeing in polyethylene HV cables 선택된 샘플의 수E 리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실에서의 연구는 시험 

케이블로부터 얻어진 수트리의 갯수와 

노화시간과의 관련성을 수식화하여 표시하였다. 
1993 Faremo.H 외 1 인 Water treeing and dielectric loss Rogowski -type의 시험(수트리 시험l. 

of WTR-XLPE cable insulation 
1993 Forsyth, E. B The aging of electrical insulation 극저온의 환경에서 전기적 절연 상태의 노화에 

at cryogemc temperatures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4K 또는 100 K 의 낮은 

온도에서의 절연 상태의 노화는 높은 압력과 

방사선， 전기적 AE 레 λ에 의해 발생된다. 

1993 Gubanski, S. 외 ThermaIIy stimulated current 연구실에서 수E 리 노화현상과 관련된 XLPE 
2인 measurements on polymeric cable 케이블 절연 상태에 대해 TSDC (thermal1y 

insulation the diagnostic aspect stimulated discharge current) 측정 방법 의 
결과가 설명되고 있다. 한편， TSDC 스팩 E 럼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전기 절연체의 동작 
상태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진단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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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Hanson, B. A. Effect of aging of breakdown 저전압 케이블의 절연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외 1인 voltage of aπifici머Iy damaged 결함， 열적， 방사능 노화의 영향에 대해 

cable 연구되었다. 
1993 K∞，j. 외 3인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산화 방지제의 첨가로 여러 종류의 경화 과정에 

the 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따른 22.9 kV XLPE 전력 케이블의 노화 

22.9 kV XLPE cables; dependence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on the compounds and curing 

process 
1993 Lamarre, L. 외 Partial discharge measurements in 지중 배전 케이블은 열화 현상을 파악하기 

2인 underground distribution cable 어렵기 때문에， 부분방전(PD) 진단으로 지중 

]omts 케이블 열화현상에 대한 접근을 해 왔으며，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하지만， threshold 

부분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이 

논문에 서 는 threshold~ 실 제 값을 찾기 위 하여 

여러가지의 가속 노화 시험이 설게되었다. 

1993 Lasky, j.S. 외 EPR power cables rated 105 EPR 시스템을 기초로 한 케이블 절연시스템의 

1 인 degrees C / 140 degrees C 둥급 향상 가능성이 평가되었다. 그 결과， 

일상적인 연속 운영에서는 105 0C에서 정격 

EPR 시스템이 이상적이었고， 비상 상황에서는 

140 0C에서 정격 EPR 시스탬이 이상적이었다. 
1993 Marlard, T. 외 Influence of migration on the HV XLPE 절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인 

3인 electrical properties of HV 방사상 분포는 EEA 또는 EBA 올리고머가 

extruded cables 절연체 내부로 이동함에 따라 나타난다.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EEA 또는 EBA 공중합체의 

분자 이동은 교류 및 직류 절연파괴 세기는 

감소시키지만， 임펄스 절연파괴 세기는 

증가시킨다. 
1993 Montanari , G. Aging phenomenology and 일반적인 노화 현상에 관한 식은 단일 또는 

c.외 1인 modeling 여러 가지의 스E 레스로 나타내어지고， 

열적-전기적 스E 레스 모델이 소개되었다. 또한 

N-stress 생존기간을 일반화하였고， 노화 

모텔이 논의되었다. 

1993 Motori, A. 외 Investigation of relaxation TSDC(thermally stimulated discharging 

2인 processes in thermally-aged XLPE current) 와 DC 등온 충전/방전 전류 방법 을 

cable models 열적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XLPE 케이블 

모텔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1993 Nikolajevic, S. Investigation of water effects on 소량의 물을 케이블 도체에 넣은 후， 처음에는 

V. degradation of crosslinked 끝을 단자박스로 닫고， 두 번째 경우에는 끝을 

polyethylene (XLPE) insulation 열어 케이블의 샘플들이 전기적 스E 레스와 

열을 받게 하는 시험을 행한다. 시험 결과， 불 

또는 수증기의 압력을 합친 효과에 의해 

전기장과 온도는 XLPE의 절연 상태의 악화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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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IOkuda, T. 외 

4인 

1993 IOtowski , W. 외 

3인 

Study on life estimation of cable 일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insulation by gas evolution and 절연 케이블 재료인 EPR은 r -rays에 
oxygen consumption during 노출되어 있으며， 산소 대기 환경에서 노화 

Iradiation and thermal aging 현상이 발생 된 다. 방사선 조사량과 온도에 의 해 
노화된 EPR의 파손 및 신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ffect of temperature and time on I 넓은 범위의 온도 순환에 의해 노화 현상이 

the dissipation factor of power 나타난 전력 케이블의 접합 부분에서의 유전체 

cable junctions 율과 유전체 흡수작용에 대한 계획적인 측정이 

수행되었다. 수행 결과를 살펴보면， 저 주파4 

j영 역에서 소산업않요요소(어d비lSS허iψ뼈빠p여따빼a따[ 
주파수(relaxation frequency)를 측정 하는 것 이 

전력 케이블 접합의 열화를 평가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993 IParpal, J. 외 3인 IMicrophysical characterization of 절연 중합재료의 긴 기간동안의 열화를 

XLPE cable insulation after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볍(화학적， 

electrical aging 전기적， 기계적 과정 동)이 제시되어져 왔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것이 아년 제조 과정에 

의해 종종 중합체 절연 케이블의 물리적 특성 

중 방사상 변화， 각도 변화가 관찰되 었다 이 

논문에서는 설험을 위해 노화된 케이블 샘플과 

비노화된 케이블 샘플에 대해 미시적인 

측정법으로 기록하였다 미시적인 측정법으로는 

적외선 분광볍(FTIR) ， 차동주사 열량 

측정법(DSC) ， 밀도와 유전체 경감 분광법이 

적용되었으며， 유전체 분광볍의 경우 샘플이 

특성화되지 않았다. 

1993 IParpal, J 외 3인 IStudy on semiconductor impurity 12차원 μ - PIXE(proton induced X -ray 

diffusion in XLPE cable insulation lemission) 검 색 과 NAA(neutron activation 

under electrical aging lanalysisl의 측정법을 여러 가지 환경에 노화된 

샘플들에 적용하였다. 

1993 IPelissou , S. 외 IWater trees conversion in 

1 인 Ifield-aged XLPE 

1993 ISarfi, R. ]. 외 IOPtimal design of cathodic 

3인 !protection schemes a power 

engineering applications 

대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XLPE 샘플은 

다양한 범위의 노화특성이 연구되었다. 또한， 

수트리의 증가와 교류 절연파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혹한 환경에서 전력계동 설비의 노출은 

때아닌 노화 현상을 가져온다. 한편， 물， 

콘크리트， 지표면， 음극 보호 시스랩에 의해 

묻혀있는 요소들은 정기 점검 및 보수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전류 설계 과정을 동하여 

부식에 대한 충분한 방지책을 논의하고 있다. 

1993 ITanaka, T. 외 IAging and related phenomena in 최신 전력 시스템에서 전기적 절연 상태에 대한 

3인 Imodem electric power system 연구 및 발전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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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케이블， GIS , 유입 변압기 등의 

노화 현상이 포함되 어 있으며， 많은 수의 노화 

진행과정이 분석되어져 있다. 



1993 PrOCe(화ings of IEEE Conference 케이블과 E 리， 외부 절연 (outdoor insulation)과 

on Electrical Insula디on and 노화， 부분 방전과 측정 기술， 분극현상과 전하 

Dielectric Phenomena - (CEIDP 이동 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93) 
1994 Bezille.j 외 3인 Evolution of ac and impluse 노화 시간에 따른 전기적 물리적 특성. 그리고 

breakdown strength of HV XLPE 비노화 절연체의 비교. 

cable after long term test. 

Correlation with physical 

propertIes 
1994 Bruning.A.M외 Absolute vs. comparative 절연물의 장단점을 논하고， 기본 조건하의 

2인 end-of-life age[ wire insulation] 물절의 수명추정을 기술. 수명 추정은 새로운 

케이블로부터 얻은 견본의 가속 노화 시험 

자료로부터 통계학적。로 계산. 

1994 Champion, T.C Long term pre-qualification testing 오랜 기간에 걸쳐 230 kV XLPE 절연 케이블 

외 2인 program on a 230 kV XLPE cable 시스템에 대해 설치， 시험 및 시험결과를 

system 설명하고 있다.4년 이상의 기간동안 케이블 

시스템에 노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옥외 노화 

효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최종 임펄스 

시험을 받았다. 
1994 Czaszejko.T. Crowth of water trees exposed to DC전압에 노출시키는 실험의 결과로， DC에의 

DC voltage 노출이 없을 때에 비해 수 E 리 성장의 길이가 

증가함을 보임. 
1994 Dang. C 외 1 인 A study of the interfacial 계면 압력과 절연파괴전압의 측정에 기초한 

breakdown in cable .ioints 계면 유전 성능 실험. 
1994 Deng.H 외 1 인 Effects of ca1cium carbonate filler 접촉각과 표면의 거침의 측정으로 표면상태를 

on the hydrophobic property of 분류하였으며， 관찰된 현상을 분별하는 

XLPE 메커니즘을 제안. 

1994 Densley, R. ]. 외 Multiple stress aging of 많은 수의 적절한 노화 모웰이 고려되었으며， 

2인 solid -dielect끼c extruded dry- 고체 형태의 가속 노화 시험을 하기 위한 

cured insulation systems for power 적합성과 정당성을 고려. 

transmission cables 
1994 Greene, S. L. Sm∞thness evaluation of c1ean 용광로 carbon black은 도체와 절연체 사이의 

fumace blacks 부분 방전을 방지 하기 위 하여 사용. 
1994 Gubanski.S.M. TSDC investigations of thermally TSDC 연구 (온도와 분극화 과정 ). 

외 2인 and eleαro-therma11y aged cable 

models 
1994 janah.H 외 2인 Method to choose HV cable 전하가 주입될 때， 영역 주위에 형성된 

insulating materials and to 전기장과 절연물 내의 알려진 수의 전하의 

characterize their a~in~ 주입으로 절연물을 분류. 

1994 Kaneko.T 외 7인 Aging phenomenon by water 수 트리의 형성과 케이블의 조급한 절연파괴의 

treeing and its mechanism in high 메커니즘을 제안. 

voltage transmission XLPE cables 
1994 Laurent, C. 외 The significance of the Weibull 일반적인 절연파괴 시험은 Weibull 모텔에 따라 

2인 threshold in short-term breakdown 분석된 노화 케이블의 조각과 노화된 

statIstIcs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의 조각。로 실행. 
1잃4 McBride. ]. E. jExamination and location of paπi외 노화된 XLPE 지중 전력 케이블의 부분 방전에 

외 4인 discharge sites in severely aged 대한 실험. 

'-- under~round distribution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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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McCune.S.L 외 A statistical aging model for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만한 통계학적 모델 

9인 XLPE-insulated medium voltage 개발. 

distribution cables 
1994 Montanari.G.C 외 compenstaion effect for aging 실험실에서 노화된 EPR 케이블 모델의 

1인 diagnosis in EPR cable models 산화시간 측정의 결과를 기술. 

1994 Nakamura.K 외 Influence of bow-tie trees on 시간당 전압을 변화시킨 후 AC 절연파괴전압의 

4인 residual breakdown voltage of 변화에 관한 연구. 

dry-curedXLPE power cables after 

accelerated water immersion aging 

test 
1994 ParPal.]. - L 외 The development of a 습한 환경에 노출시켜 시험. 각각 다른 XLPE 

4인 water-treeing test using laboratory 물질의 수E 리 경향에 대해 기술 

moulded samples 
1994 Pinel.B 외 1 인 Life prodiction of elec띠cal cable 동적 모텔에 의한 rate constant의 해에 기초한 

equipment EPR insulating material 시너지효과. 
1994 Scarpa.P.C 외 Electrical aging of XLPE power 3개의 이완과정을 3개의 R-C회로의 

2인 distribution cables in humid 병렬조합으로 구성. 

envlronment 
1994 Singh, N. 외 3인 The condition monito끼ng FFT(fluid-filled taped) 케이블의 상태릎 

fluid-filled taped cables employed 감시 하기 위 하여 , DGA(dissolved-gas analysisJ 

in underground transmission 기법이 적용. 

through dissolved gas analvsis 
1994 Toman, G. J 외 Results of identer testing of 인덴터 고분자 노화 감시는 압축 계수의 측정을 

1인 in-plant and artificially aged cable 통하여 케이블 절연 및 피복 재료의 노화틀 

speClmens 측정하는 비파괴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 장치로써 인덴터가 사용되었으며， 이미 

설치된 시설 케이블을 검사. 
1994 Walton, M. D Accerlerated cable life testing of EPR 절연 케이블의 가속 노화 시험의 신뢰성 

외 4인 EPR - insulated medium voltage 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ACLT 
distribution cables (accelerated cable life test)에 있어， EPR 절연 

케이블의 최적 노화 조건을 설명. 
1994 Wei Zhang 외 A study on DC component method DC 성분의 측정을 통하여 수트리 의 결과로 

3인 of on-line diagnosis for XLPE 인한 절연 노화의 진단. 

cables 
1994 Wu.F.M 외 4인 Aging diagnostics of power 분말화 기법(fluorescence techniques)을 이용한 

transmission cable insulation by 노화 진단. 

flourescence techniques 
1994 \Zhang Wei 외 Study on DC component method DC 성분의 검출을 이용하여 케이블 절연 

3인 for hot-line XLPE cable diagnosis 열화의 정도를 측정. 
1995 Amyot. N 외 1인 Diagnosis of field-aged extruded TSC 방법을 사용. 절연 시험. 진단 

cable material using the thermally 

stimulated currents(TSC) method 
1995 Banford.H.M 외 Diagnostics of radiation exposure 형광기법에 의한 유전체의 방사노출의 진단. 

2인 of dielectrics by fluorescence 
technique 

1995 Behera.A.K 외 Cable aging phenomena under 전력용 케이블의 가속화된 노화의 충격 측정. 

2인 accelrated ag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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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lBozzo.R 외 2인 Water absortion effects on 물의 함유물은 트리 성 장율과 관련된 부분방전 

'prebreakdown phenomena under 활성화로서 절연파괴 이전 현상에 영향올 미침. 

divergent electrical field conditions 
1995 Champion.T.C 외 Iρng term pre-qualification testing 설치， 시험， 장기간 전체 규모의 실험실 평가의 

2인 program on a 230kV XLPE cable 결과를 기술. 

system 
1995 Czaszejko.T. Some aspects of water tree DC 전압이 수E 리에 미치는 영향. 

growth in XLPE insulation 

exposed to DC voltage 
1995 Dricot.F 외 1 인 Survey of arc tracking on 우주공간의 케이블과 전선의 아크 추적 현상 

aerospace cables and wires 조사. 
1995 Fang Xingdong Effect of electrical aging on space 펄스화된 전자음향학적 방법 에 의 한 공간전하 

외 2인 charge distribution in polyethylene 분포의 의존성 및 전기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1995 Kalicki.T 외 3인 Pulse-shape characteristics of 부분방전 펄스의 특성을 조사. 

paπial discharge within electrical 

trees in polymeric materia1s 
1995 Kalicki.T 외 4인 Partial discharge pulse .-'-E 레스의 증대에서 국부적 절연파괴의 

characteristics of electrica1 trees in 영향을 받기 쉬운 고분자 절연 시스템에서의 

XLPE cable insulation 부분방전 펄스 특성 연구. 

1995 Katz.C 외 2인 Iλ)w temperature aging of XLPE 저온 상태에서 인가된 전압의 과도현상 유무에 

and EP insulated cables with 따른 3개월 동안의 노화시험. 

voltage transients 
1995 Lamarre.L 외 Partial discharge in medium 연결 부위에서의 부분방전 레벨 조사. 

1 인 voltage extruded cable joints 
1995 Mammeri.M 외 Influence of space charge buildup 50Hz 교류 전압하에서 고분자물질의 전기적 

2인 on the transition to electrical 노화의 이해. 

treeing in PE under ac voltage 
1995 Mazroua.A.A 외 Neural network system using the 신경회로망을 이용. 부분방전(PD) 펄스 인지. 

2인 multi-layer perceptron technique 

the recognition of PD pulse shapes 

due to cavities and electrical trees 
1995 Mazzanti.G 외 Comparison of electrical aging 리본형태로 자른 후의 전기적 내구성 시험의 

3인 tests on EPR-insulated minicables 결과와 원래의 케이블의 시험의 결과 비교. 

and ribbons from full-sized EPR 전압내구성은 단기간 수명 시험 자료를 사용. 

cable 
1995 Shinoda.C 외 4인 Influence of initial voltage step on 다양한 초기 전압단계를 사용하여 잉여 AC 

residua1 AC breakdown voltage 절연파괴 전압 조사. 

XLPE power cables after 

accelerated water immersion aging 

test 
1995 Singh.N 외 3인 The assessment of the degree of 습기 장력을 적용하여 케이블의 수명 평가. 

paper aging and remaining life of 

installed fluid-filled paper-insulated 

high voltage underground 

transmission cables through 

wet-tensile strengh 
1995 Singh.N 외 3인 The condition monitoring of DGA(Dissolved Gas Analysis)기 법 을 이 용하여 

fluid-filled taped cables employed 상태 감시 (CM). 

in underground transmission 
through dissolved ga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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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Tarumoto.G 외 A Study on electrical breakdown 전해질을 사용. 교류 자계 하에서 공간 전하 

3인 by water treeing in XLPE 특성 조사 

1995 Yongwoo Lee외 The dielectric characteristics of 온도， 주파수， 전압 조건의 변화에 따른 유전 

5인 insulating alkulbenzene oils for 특성 실험. 

ultra high voltage cables due to 

agmg tImes 
1996 Amyot. N 외 2인 ThermalIy stimulated currents and TS 방법을 사용， TSC와 공간전하 측정. 

space charhe studies on field-aged 

extruded cable material 
1996 Bartnikas.R 외 Long term accelerated aging tests 고정된 시간동안의 절연파괴시험의 단계로셔 

2인 on distribution cables under wet 케이블의 견본 노화의 정도를 시험- 고장 후 

conditions 전압 스트레스틀 받은 케이블 견본의 절연파괴 

시험. 
1996 Behera.A.K 외 Cable aging phenomena under 전력용 케이블의 가속화된 노화의 충격 측정. 

2인 accelrated aging conditions 
1996 Bruning.A.M 외 Absolute vs. comparative 노화되는 비행기의 고신뢰 동작을 제공하는 

2인 end-of-life age 최대수명 계산 방법과 시험 데이터 

1996 chinh Dang 외 Electrical aging of extruded 압출 성형 유전 케이블의 전기적 노화에 관한 ) 

2인 dielectric cables: review of 전반적인 요약 및 조사 | 
existing theories and data 

1996 Cloutier.P 외 1 인 An apparatus to investigate the 케이블의 박막샘플 등의 끈처에 열전자를 

effects of hot electrons in the 유발시켜 나타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aging of polyethylene cables 기계장치. 

1996 Couderc.D 외 Long-term testing of a low-loss PPLP(PolyPropylene Laminated Paper) 기 술 

5인 800kV PPLP insulated SCFF cable 개발 후 절연과 가속화된 노화 시험에 대해 

기술. 

1996 Crine.J-P 외 2인 Electrical aging of extruded Eyring 이콘 중 열역학 개념에 기초한 

dielectric cables: a physical model 중합체케이블 절연체의 전기 적 노화 모델. 
1996 Das-Gupta.D.K Polarization and dielectric behavior 특정 주파수 범위 내에서의 유전분광학 

외 1 인 of ac-aged polyethylene 데이터와 각각의 비교분석. 

1996 David.E 외 2인 Aging of XLPE cable insulation 기계적， 전기적 스트레스의 중첩의 영향 조사. 

under combined eIectrical and 스트레스의 크기의 함수로서 시간 대 절연파괴， 

mechanical stresses 절연파괴장， E 리 김이의 실험데이터. 

1996 David.E 외 2인 Influence of intemal mechanical 삽입된 전자봉 주위의 여분의 기계적인 

stress and strain on elect끼cal 스트레스의 크기와 함께 XLPE와 LDPE에 

performance of polyethylene 연결된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폴리에틸렌의 

treemg reslstance 유전 특성의 기계적 스E 레스의 영향 조사. 

1996 Deng.H 외 2인 Hydrophobic property of XLPE XLPE의 노화는 종종 열 적 산화에 의 해 

fi lIed with calcium carbonate 시작된다. 관찰된 현상을 위한 적절한 

산화작용의 반웅과 메커니음을 제안. 
1996 El Zein.A ElectricalIy induced pressure under E 리 시작에 대한 압력 의존 메커니즘. 

switching operation and 

mechanical tensile strength as a 

new measurement tool of cable 
agmg 

1앉)6 Fujimori.A 외 DeveIopment of 500kV DC 해저케이블 개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기 

7인 PPLP-insulated oil-filled 위해 장기간 가속화된 노화 시험 수행. 

submarine cable 
1996 Katz.C 외 1 인 Evaluation of service aged 35kV 7년간 사용 후 노후된 케이블의 수치적 평가. 

TR-XLPE URD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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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앉:j6 Li.Y 외 6인 Tree-dimensional space charge 공간전하는 고전기장하에서 고체절연물질내의 

distribution in water tree tip using 트리， 노화， 전기적 절연 파괴 과정에 대한 중요 

the pulsed electreacoustic method 인자이며， PEA 방법은 공간전하분포의 형태， 

동력의 직접적 조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1996 Montanari.G.C 외 An investigation on aging of powder-in-tube 기 법 에 의 해 만들어 진 

3인 multifilamentary 2223-BSCCO 테이프의 견본에 기계적， 열적， 환경적 

specimens under mechaical and 스트레스의 영향. 단기， 장기 노화시험. 

environmental stresses 
1앉:j6 Montanari.G.C 외 Application of oxidation induction Eyring rate 이 론을 사용하여 해 석 

4인 time and compensation effect to 

the diagnosis of HV polymeric 

cable insulation 
1996 Nikolajevic.S.V The influence of water in XLPE 다양한 형태의 케이블의 물 흡수의 변화. 

외 1인 cable conductor on XLPE 절연파괴 스트레스와 다양한 XLPE 전력용 

insulation breakdown voltage and 케이블 절연의 부분방전에 미치는 물 홉수의 

partial discharge 영향. 
1앉16 Patsch.R 외 3인 Water treeing and moleαllar 현장 노화 케이블의 단계적 시험 결과. 

properties of the ∞lymer 
1앉:j6 Pinheiro.W 외 Study or polyme꺼c material 가속화된 실험실조건에서 피복된 도체의 자계 

10인 characteristics on covered 특성의 관찰과 해석. 

conductors used in Brazil 
1996 Robertson.C 외 Study on the morphology of XLPE AFM 기법을 사용하여 비노화된， 실험실에서 

3인 power cable by means of atomic 노화된， 현장에서 노화된 견본들의 XLPE 

force microscopy 형태를 연구. 
1잊:j6 Sarma.H Accelerated life tests on a new 제어된 전압 스트레스와 온도부하 

water tree retardant insulation for 주기조건하의 가속화된 노화시험. 

power cables 
1 앉:j6 Saπna.H 외 2인 Investigations on the aging of uv 조건하의 공중합체의 노화는 먼저 

cross-linked ethylene vinyl silane 산화로서 생기며， 카보닐 형태와 중합체 

copolymer 불포화에 의해 특정지어지고， 깨어지는 문제를 

야기. 
1996 Shaw.M.T 외 Modeling of thermal and radiative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적， 인공적인 

1인 aging of polymeric cable materials 노화 견본들로부터 파생된 물리 적 특성 

데이터를 비교. 

1997 Abou-Dakka.M Space charge distribution 공간전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열적 단계 방법 

measurements in XLPE and EPR 사용. TSDC 기 법 을 사용하여 중합체 내 의 

전하의 총합을 측정. 

1997 Anelli.P 외 4인 Electrical properties for diagnosis 두 전압단계가 공급되고 황화수소와 함께 

of sulfide-tree growth in cables 바닷물에 적셔진 케이블 모텔에서 다른 노화 

under dc stress 시간에서 전기적 특성(AC 전기 강도와 DC 

전도성)이 측정됨. 
1997 Anelli.P 외 4인 Growth properties of sulfide trees 전기적 강도와 전도성의 측정은 광， 전자 

in cables under dc stress 현미경에 의해 관찰되는 트리성장과 관계가 

었다. 
1997 Hui Zhang 외 Surface resistance of PVC in the 절연체의 표면저항의 측정을 동작 조건 하에 

1인 presence of salt-fog 그의 성능과 전기적 특성을 특정지어주는 

편리한 방법을 제안. 

1997 Kovalchik.P.G 외 Investigation of ampacity derating 광섬유 기술을 사용하여 회전왕복차 케이블의 

3인 factors for shuttle cars using fiber 도체 온도를 동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optics technology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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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Laurent.C 외 2인 Optical emission due to space 절연파괴율의 감시의 기초를 제공. 전기적 

charge effects in electricaIly 스E 레스를 받은 중합체의 공간전하 영향에 

stressed polymers 기인한 광분출. 

1997 Lupo.G 외 4인 Partial discharge diagnostics on a 부분방전 진단. AC 부분방전 특성은 HV 

HV superconducting model cable 초전도체 모델 케이블의 테스트를 위해 

경험적인 설정으로 수행되어짐. 
1997 Mayoux.C Aging of polymeric insulating 고분자 절연 전력 케이블의 노화 현상에 대한 

materials in power cables 개관. 
1997 Parpal.].-L 외 Electrical aging of extruded Eyring 이론의 열역학 개념에 기초하며， 전기적 

2인 die1ectric cables. A physical model 노화에서 첫 단계로 본철적으로 분자화 과정 

으로 제안하고 있다. 케이블의 전기 적 노화에서 

모든 실험 결과를 제시. 
1997 Roudolph.D.L A systemaic approach to the 노화된 배전계통 교체의 계통적인 접근. 

replacement of an aging 

distribution system 
1997 Sanche.L Nanoscopic aspects of e1ectronic nanoscale의 정보는 누설전류의 증가， 누적된 

aging in die1ectrics 물질 피해의 영향， polaron의 영향의 규명， 

거시적 크기의 관찰 중 하나를 허용. 

1997 Sarma.H Accelerated life tests on a new 제어된 전압 스E 레스와 온도부하 주기조건 

water tree retardant insulation for 하의 가속화된 노화시 험 . 

power cables 
1998 Abou-Dakka .M Space charge evolution in XLPE 공간전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열적 단계 

외 2인 and EPR under high uniform 방법을 사용. 

elect끼c fields 
1998 Ahmed.N 외 1 인 On-line partial discharge 유도성 센서를 삽입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measuring technique in 새롭게 설치된 HPGF 말단의 실시간 부분 방전 

high-pressure gas-filled 측정 기볍 

termmatlOns 
1998 Ahmed.N 외 1 인 Partial discharge characteristics in 몇몇의 15kV 정격의 EPR케이블에서 노화 

aged EPR, 15k V rated cables 과정을 목적으로 부분방전을 실험. 케이블들의 

AC 절연파괴 전압과 부분방전레벨 사이의 

상관관계 기술. 
1998 Bamji.S.S 외 2인 Electroluminescence technique to 다양한 크기， 형태， 반복율의 임펼스를 주제로 

evaluate the effect of impulse tests 한 XLPE에서의 EL기법에 대한 연구. 

on hip;h voltap;e cables 
1998 Chinh Dang Effects of aging on dielectric 지중케이블 부속품에서 설계시 주로 고려되는 

interfaces of cable accessories 것은 두 유전체 표변의 접촉면에서의 전기적 

절연파괴이다. 물질의 노화와 이완에 의해 

시간이 감에 따라 계면의 압력은 감소하게 

되며， 절연파괴 전압은 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끈적하게 노화된 그리스칠을 한 계면은 반대로 

커넥터가 분리되도록 영향을 받게 된다 
1998 Dervos.C.T 외 Aging of solid insulators exposed 중합체 케이블 절연에서의 야기된 노화. 유독성 

1 인 to toxic fire byproducts 화재 부산물은 케이블 절연에서 4극자 질량 

분광계에 의해 검출된다. 케이블 절연의 전기적 

성능은 균등한 낮은 자계 체제 하에서 DC 

전도도 측정에 의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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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Fournier.D Aging of defective electrica1 joints 주기적인 부하와 전기적인 연결은 신뢰성에 

in underground power distribution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무 케이블 연결 내에서 

systems 이루어진다. 불완전한 전기적 연결과 함께 지중 

케이블 연결의 수명 예상올 연구. 
1998 Gorur.R.S 외 1인 Field and laboratory aging of 3년 주기의 현장 노화의 결과. 

polymeric cable terminations. 1. 

Field agil1R 
1998 Gorur.R.S 외 1인 Fie1d and laboratory aging of 실험실 시험동안 물질 변화와 누설전류 감시는 

polymeric cable terminations. n. 실험적인 파라메터들의 사용에 기인하여 

Laboratory aging 노화에서 가능한 변동을 평가하는데 유용. 

1998 Griffiths.C.L 외 Thermoelectric aging of cable 젖은 상태에서는 전기적 열적 스E 레스에 의해 

2인 grade XLPE 성능이 감소된다. 많은 적용에 있어서 마른 

상태에서의 케이블 작용은 효과적인 습한 

경계를 포함한다. 
1998 Hashizume.T 외 The residual ac breakdown voltage 습기의 영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절연체 내에 

4인 of 6.6kV dry-cured XLPE power 존재하는 물의 상태를 FTIR(Fourier transform 

cable under wet-accelerated aging infrared s야~troscopy)와 광학현미경을 

tests 사용하여 조사. 
1998 Ishibashi.A 외 A study of treeing phenomena in 500kV XLPE케이블의 개발을 위해 일본에서 

뻐인 the development of insula디on for 시작되었으며， 전기적 트리와 수 트리의 수식화 

500kV XLPE cables 와 같은 트리 현상에 관한 연구. 
1998 Katz.C 외 1인 Evaluation of service aged 35kV 7년간 사용 후 노후된 케이블의 수치적 평가. 

TR-XLPE URD cables 
1998 Motori.A 외 1인 Electrical properties of EPR cable EPR 케이블 모웰의 DC/AC 전기적 반웅， 

models aged under thermal and 다양한 열적， 전열적 스E 레스하의 노화를 노화 

electrothermal stresses 시간의 함수로서 연구. 
1998 Nikolajevic.S. V Accelerated aging of XLPE and 물 홉수에 기인한 전기적 특성에서 XLPE, EPR 

EPR cable insulations in wet 케이블 절연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conditions and its influence on 

electrical characteristics 
1998 Nikolajevic.S.V Accelerated aging of XLPE and XLPE와 EPR의 습한 상태 조건의 영향에 따른 

EPR cable insulations in wet 결과에 관한 연구. 전기적 특성에서 습한 

conditions 조건에서의 XLPE와 EPR케이블 절연의 

가속화된 노화의 영향 기술. 
1998 Nik‘{Q이la혀jev피ic.S.V Accelerated aging of cross-linked 절연체의 밀도와 그들의 전기적 특성에서 

외 1인 polyethylene(XLPE and TR XLPEl 케이블의 가속화된 노화와 습한 운전 조건의 

cable insulations in wet conditions 영향에 관한 연구. 물 홉수의 결과와 전기적 

~^él. 
1998 Steinfeld.K 외 Stress induced electrochemical XLPE 절연된 케이블 코어는 물론 모델 샘플에 

1인 degradation of the inner semicon 대한 새로운 형태의 가속화된 노화 시험을 

layer of XLPE-insulated cables 수행. 

and model samples 
1998 Terashima.K 외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pl XLPE 절연 내의 공간전하의 축적을 억제하는 

3인 plusmn/ 250kV DC XLPE cables 무기성 혼합물을 함유한 XLPE 모델 케이블의 

평가 및 물질 연구. 
1998 Wen.Y 외 4인 Development and testing of 수 트리를 저지하는 물질의 연구에 따른 케이블 

medium voltage power cables with 개발과 시험. 
water treeing retarda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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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Yi-]un Sun 외 On the morphology of metallocene MPE의 결정화 반응이 강한 열 변화도와 함께 

2인 polyethylene for cable applications 가속화된 조건에서의 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9 Abou Dakka.M Space charge distribution 실온 건조한 환경내에서의 직류 자계를 가정한 

외 2인 measurements in XLPE and EPR XLPE과 EPR의 공간전하 분포 조사. 

sub.iected to a uniform DC field 
1999 Ahmed.N 외 1 인 Partial discharge measurements in 부분방전을 위해 실험실의 가속화된 노화를 

distribution class extruded cables 조건으로 몇몇의 배전용 압출성형 케이블을 

실험. 

1999 Anandakumaran. Condition assessment of cable XLPE와 EPR로 절연된 케이블에 대해 시험 

K 외 2인 insulation systems in operating 전기적 성능 비교 

nuclear power plants 
1999 Bamji.S.S 외 2인 Electroluminescence due to impulse XLPE의 임펄스 전압에 대한 EL의 특성 기술. 

voltage in cable-grade XLPE EL 방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합체 

내에서 주입， E 랩된 전하의 총합임을 제안. 
1999 Cerutti.B 외 3인 Characterisation of insulated 인버터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전기기계의 

conductors for high frequency 전선 절연에서 노화과정을 연구. 

applications 
1999 Crine.].-P Comparison between Lewis and 중합체의 가속화된 노화에 대한 파라미터의 

Crine models for the electrical 물리적 성격에 관해 기술. Lewis의 전기적 노화 

aging of dieletric polymers 모델과 수정된 Crine 모델의 비교. 
1999 Dunbar.W.G 외 High frequency breakdown 특정 전극 구성에 대해 공기중의 절연파괴 

떠인 characteristics of various electrode 전압에서 높은 주파수의 영향. 

geometnes m mr 
1999 Ferrito.S.] 외 Accelerated aging characteristics 분리 가능한 절연된 커넥터에 사용되는 다양한 

1 인 of lubricating greases used for 윤활 그리스의 성능 특성 평가를 위해 발명된 

separable insulated connector 가속화된 노화 프로그램 

applicatioons 
1999 Huntley.E.W 외 Creep-rupture models and 폴리에스터 로프의 변형 및 파손의 몇몇 이론적 

1 인 experimental results for polyester 모델의 비교와 분석. 예측의 방법은 폴리에스터 
rope 로프의 새로운 실험 데이터로 평가. 

1999 ]ow.] Material differentiation by water 몇몇의 가속화된 물칠 수E 리 시험 검토. 

treemg tests 
1999 Karady.G.G 외 New test method for evaluation of 광섬유 케이블 피복의 코로나 저항을 평가하는 

4인 corona-caused aging in fiber-optic 새로운 시험방법 제안. 

cables 
1999 Katz.C 외 4인 Field monitoring of parameters and 5개의 종류의 EP, 한 종류의 TR-XLPE 

testing of EP and TR - XLPE 케이블의 시험 연구. 방볍론적이고 특성화된 

distribution cables 시험， 약간의 예보적인 결과를 기술. 
1999 Mizutani.T 외 Change in paπial discharge 부분방전 과 LDPEOow-density polyethylene)의 

2인 properties of a void in LDPE 형태를 측정. 부분방전 특성을 사용하여 절연 

진단의 가능성 제안. 
1999 Montanari.G.C 외 The effect of nonsinusoidal voltage XLPE, PP와 같은 케이블과 커패시터 

1 인 on intrinsic aging of cable and 절연물질의 본질적인 노화에서 고조파 존재에 

capacitor insulating materials 의한 전압과 같은 비정현 전압에 따른 영향. 
1999 Morshuis.P.H.F Recovery voltage measurements on 회복전압측정(RVM)을 XLPE 케이블의 상태를 

외 3인 XLPE cables l준정하는데 장용. 

- 110 -



1999 N려dri.T 외 7인 Long-term reliability testing of 쟁OOMW이상을 전송하는 새 로 개발된 500kV 

500kV DC PPLP-insulated DC PPLP-절연 오일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의 

oil-filled cable and accessories 장기간 신뢰도 시험의 결과 기술. 

1999 Roseen.P.A 외 PD resistance of therma1ly aged 폴리에틸렌과 카보닐 함유 고분자 모텔의 열적 

3인 polyetlηrlene and 노화에 따른 부분방전 수명 의 영 향. 

carbonyl-containing model 

polymers 
1999 Sarma.H Accelerated aging of TRXLPE 설정된 조건하에서 TRXLPE로 절연된 15kV 

insulated cables using water-filled 정격 케이블의 가속화된 노화 시험 수행. 다른 

tanks 조건에서의 노화 후 TRXLPE 절연의 수 E i'1 
성장 특성의 비교 및 AC 절연파괴강도의 

안정도와의 상관관계. -----
1999 Simoni.L A general phenomenological life 전력용 케이블을 위한 두 절연물질(EPR XLPE 

model for insulating materials )에 적절한 실험 데이터가 적용된 일반적인 

under combined stresses 현상학적 수명 모델. 
1999 Stone.G.C 외 2인 New tools to determine the 50ns정도의 빠른 속도로 서지 특성을 정확하게 

vulnerability of stator windings to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장비에 대해 기술 

voltage surges from IFDs 
1999 Wa1ton.M.D 외 Dielectric breakdown strength 고장정보 즉， GMTF(time-to-failure의 결과로 

3인 correlation with time-to-failure 얻어진 파라메터)와 GMBD(AC 절연파괴 시험 

during wet aging of 결과로부터 계산되어지는 파라메터) 스E 레스의 

XLPE-insulated cables 두 집합들의 개관 및 상관관계 제안. 
1999 Yoshida.H 외 Study of the time evolution of 부분방전 패턴의 시간 전개와 부분방전 전류 

3인 partial discharge characteristics 펄스 파형의 상 의존성을 컴퓨터와 위상각 

and interfacial phenomena of 게이 E 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 

simulated XLPE cable joint 
2000 Cavallini.A 외 Life estimation of DC insulation DC 스E 레스를 가정한 절연시스템의 수명 

4인 systems in the presence of 예측을 위 한 현상학적 모델. 

voltage-polarity inversions 
2α)() Cerutti.B 외 3인 Insulation life tests of multiple PWM과 같은 고주파수 전원 공급과 다중절연 

insulated wire cables in presence 전선케이블에 대한 절연 수명 시험. 

of high frequency and high 

temperature 
2000 Chen.G 외 1 인 The influence of defects on the DC 전기 스E 레스 하에서 LDPE절연의 장기간 

short-term breakdown 성능과 단기간 특성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dc 

performance of LDPE insulation 
2000 Densley.j An overview of aging mechanisms 송전케이블(일반적으로 건식 절연) 및 배전 

and diagnostics for extruded 케이블(일반적으로 습식 절연)에 사용되는 

power cables 압출성형 케이블의 노화 및 고장 메커니즘 
2αm Werelius.P Power cable diagnostics by 유전 분광기， 비파괴적 물질 특성 분류를 위한 

dielectric spectroscopy 방법은 현장에서 실제로 진단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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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omain Spectroscopy 시 간 영 역 분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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