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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GK suspension insulators are subjected in
harsh environments in service above 40 years long time. The
long term reliability of the insulators is required for both
mechanical and electrical performances. This study describes
some electrical performances according to KEPCO-standard.
There was fail in electrical and mechanical performance test
such as galvanizing, low-frequence wet flashover voltage,
puncture and combine mechanical & electrical strength test.
The NGK suspension insulators of 1968 were shown lower
electrical and mechanical performance than those of 1979.

1. 서    론

국내 송전망은 산업의 발전과 문화생활의 발달에 따라 전기 에
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확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 고장 분석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전
선, 애자 및 금구 불량이 전체 송전 설비의 약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송전용 애자를 고려애자에서 1984년에
개발하여 1985년부터 현재까지 납품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생산한 애자에 대한 연구를 실행한 결과 경년열화로
인한 전기적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시행
하였다[8]. 그러나 1960년 중반에 도입하여 약 40~50년간 154kV
송전선로에 약 200백만개 정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일본 NGK
애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애자 상태 점검 및 전기적,
기계적 성능에 대한 시험을 제한된 시료를 통하여 시행하였다.
장기 사용한 애자에 대한 성능평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하
고 있는 ES-5970-0007 규격에 따라 실시하였다[3].

2. 본    론

  2.1 시험방법
  2.1.1 시료채취
일본 NGK 자료에 의하면 1978년 전후로 자기를 생산하는 원
료 배합에서 알루미나의 함유량에 따라 크리스토발라이트질 애
자와 알루미나질 애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지역본부 관할 파주전력지사의 도움을 받아 대표적으로
1968년산 30,000lbs와 1979년산 25,000lbs NGK 애자를 154kV 신
덕은~원흥T/L 및 신덕은~문산T/L 선로에서 각각 30개를 철거하
여 전기적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2.1.2 애자의 재료적인 분석방법
154kV 신덕은~원흥T/L 및 신덕은~문산T/L에서 철거한 현수애
자에 대한 알루미나의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애자를 분쇄하
여 philips사의 x-선 회절분석기(XRD)로 scanning speed를
20/min 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소결밀도는 ASTM C20에 따라
archimedes 방법을 이용하였고 경도 및 파괴인성을 측정하기 위
해 시편을 15, 9, 6, 3, 1㎛ 다이아몬드 페이스트에서 차례로 경면
연마한 후 경도(Hv)는 vickers 경도계(Mitutoyo, Japan)를 이용하
여 하중 10kg, 유지시간 10sec에서 생긴 압흔으로 측정하였고,
파괴인성(KIc)은 입자압입법(ICL, Indentation Crack Length :
136o Vickers indenter, Mitutoyo, Japan)으로 측정하였다[4]. 절연
파괴시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께는 2㎜, 지름은 3.5㎝로 자기에
서 시편을 절단하였다. 최대 측정전압은 60kV(60Hz)이고, 상승전
압은 3kV/sec인 유중절연파괴 시험기 AMT-106(SOUKOU,
Japan)을 이용하여 절연파괴전압을 측정하였다.

  2.1.3 애자의 전기적 성능 시험 방법

애자의 전기적 성능 시험은 한국전력공사 규격에 따라 <표 1>
과 같이 고주파, 도금, 타격내하중, 상용주파건조섬락, 상용주파주
수섬락, 상용주파유중파괴전압, 과전파괴하중 및 흡습시험을 실
시하였다[3].

<표 1> 시험항목 및 시료 발췌 수량

애자의 성능시험은 전기적, 기계적 및 재료시험 항목으로 구분된
다. 우선 먼저 재료시험 항목은 금구류와 자기의 밀도와 관련된
도금시험과 흡습시험이 있으며, 기계적 성능시험은 타격내하중과
과전파괴하중시험이 있다. 장시간 사용한 애자는 피로현상
(fatigue phenomenon)으로 인하여 초기 과전파괴하중 값 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거한 애자의 과전파괴하중시험
을 통해서 기계적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애자의 전기적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은 상용주파건조섬락전압, 상용주파주수섬락
전압과 상용주파유중파괴전압시험이 있다. 장시간 실 선로에 운
영 중 대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섬락거리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용주파주수섬락전압 특성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2.2 결과 및 고찰
  2.2.1 애자의 재료적인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본 NGK 자료에 따라 대표적으로 1968년과
1979년 제품을 발췌하였고, 알루미나 함유량을 정성 분석하고자
x-선 회절분석기(XRD)를 이용하였다.

<표 2> x-선 회절 분석기(XRD)로 측정한 결정량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968년에 생산한 자기는 크리스
토발라이트 양이 약 3.8wt% 함유하고 있으며, 순수한 알루미나
결정양인 corundum은 7.85wt%를 함유하고 있다. 반면에 1979년
에 생산한 자기의 알루미나 함유량은 15.83wt%이고, 크리스토발
라이트 양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 일본
NGK 애자 보고서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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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험항목 시험목적 시료수량

1 고주파시험
애자 내부 균열 및 절연강
도

시료 전량

2 타격내하중시험 외부의 기계적 충격 강도 3개

3 도금시험 캡 과 핀의 부식상태 점검 5개

4
상용주파건조섬락시
험

애자의 상용주파 섬락 상
태 점검

3개

5
상용주파주수섬락시
험

애자의 상용주파 섬락 상
태 점검

3개

6
상용주파유중파괴전
압시험

애자의 절연파괴강도 점검 5개

7 과전파괴하중시험
애자의 기계적 파괴 인장
강도 점검

10개

8 흡습시험 애자의 절연 내력 점검
파단면
3개

결정 제조년도 N-1968 N-1979

Mullite(%) 11.7 10.35

Quartz(%) 5.35 3.27

Cristobalite(%) 3.8 -

Corundum(%) 7,85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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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한 NGK 자기의 물리적 특성

<표 3>에서 제시한 것처럼 알루미나질 애자(1979)는 고강도 및
내열성 특성을 나타내는 알루미나를 약 16wt% 함유하고 있어
물리적 특성이 크리스토발라이트질 애자보다는 약 10% 정도 높
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2.2.2 애자의 전기적 성능시험
장시간 선로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 크
랙(micro crack) 및 다른 결함으로 인한 불량 애자를 검출하기
위하여 고주파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 결과 모두 양호한 상
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시료 수량을 배
분하여, 각각의 전기적 및 기계적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1> 154kV 송전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25,000lbs 애자의 형태

<그림 1>과 같이 애자는 자기, 캡, 핀 및 시멘트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적합한 성능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1968년 및 1979년에 제조한 애자의 캡 및 핀의 도금상태를 관찰
하기 위해서, 도막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규격에는 5회
평균 70㎛ 이하이면 불량으로 판정하는데 1968년 제품은 도금
두께가 70㎛ 이하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불량이고, 1979년 제품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표 4>와 같이 도금 두
께는 사용기간이 길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도막측정기로 측정한 캡과 핀의 아연도금 두께

송전용 현수애자를 송전선로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애자의 인
장강도 저하로 인한 선로 탈락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표 5
에는 과전파괴하중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968년에
생산한 제품은 약 47년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과전파괴하중 값
이 초기 값에 비해 약 23% 정도 감소하였고, 36년간 사용한
1979년 제품의 과전파괴하중 값은 약 14% 정도 감소하였다. 따
라서, 과전파괴하중 값 저하로 인하여 선로가 탈락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즉각 교체를 해야만 한다. 반면에, 1979년 제품은 규
격에 제시한 값 보다 높을 뿐 아니라 1969년 제품의 과전파괴하
중 값보다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즉, 47년 사용한 애자의 과전
파괴하중치의 감소폭이 36년 사용한 애자의 과전파괴하중 감소

폭 보다 더 크다는 것은 경년 열화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과전파괴하중시험 실시 결과

송전용 애자를 장시간 사용하면 경년열화로 인하여 자기 내부에
잠재적인 미세균열(micro crack)이 진전되어 큰 균열(macro
crack)이 될 확률도 높고, 또한 장시간 인장하중으로 인한 피로
현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표 6>에는 상용주파유중파괴
전압시험 결과이다. 사용연한이 10년 정도 짧은 1979년 제품에서
불량률이 높은 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애자의 수명연한은 약 3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연한은
그 보다 더 길게 사용하는 추세이다. 애자의 수명연한 35년 이상
을 초과해서 사용한 두 제품에 대한 재료분석, 전기적 및 기계적
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표 6> 상용주파유중파괴 전압시험

또, <표 7>은 다른 전기적 성능시험인 상용주파주수섬락전압을
실시한 결과,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애자 외부에 오염이 부착되
어 섬락거리가 짧아져 1968년 및 1979년 제품 모두 기준 미달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상용주파주수섬락 전압시험

애자 표면에 부착된 오염도가 높아 규격에서 제시한 섬락 전압
값 이하에서 섬락이 발생하면 송전선로에서 트립(trip)으로 순간
정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정전이 발생할 확률도 있다.

제조년도
절대밀도
[g/㎤]

상대밀도
[%]

탄성율
[GPa]

표면경도
(HV)
[GPa]

파괴인성
(KIC)

[MPa․m
1/2]

절연파괴
전압
[k/mm]

1968 2.27 94.2 81.6 5.8 1.4 18.6

1979 2.52 95.5 88.2 6.9 1.6 18.2

구 분 시료번호 기 준 치 측 정 치 판 정

1968년 제품

#1

5회평균
70㎛이상

61.2

불량

#2 52.7

#3 63.3

#4 53.4

#5 37.7

1979년 제품

#1 81.8

양호

#2 72.3

#3 80.1

#4 79.4

#5 117.0

구 분 시료번호 인가전압 측정치 판정기준 판 정

1968년
제품

(30,000lbs)

#1

건조섬락
전압
80kV의
75%
(60kV)
이상

13,300

13,600㎏․f
이상

(30000lbs기준
과전파괴하중
기준치)

불량

#2 14,720

#3 15,150

#4 14,740

#5 16,090

#6 15,400

#7 15,280

#8 15,580

#9 15,740

#10 15,680

1979년
제품

(25,000lbs)

#1 16,080

12,000㎏․f
이상

양호

#2 16,070

#3 16,490

#4 15,740

#5 16,600

#6 16,830

#7 15,630

#8 15,630

#9 15,760

#10 15,890

구 분 시료번호 기준치 측정치 판정기준 판 정

1968년
제품

(30,000lbs)

#1

110 kV

131.0

110kV
이하에서
파괴되지
않을 것

불량

#2 136.1

#3 107.5

#4 136.1

#5 130.4

1979년
제품

(25,000lbs)

#1 138.4

불량

#2 148.1

#3 104.5

#4 147.8

#5 105.8

구 분 시료번호 기준치 측정치 판정기준 판 정

1968년
제품

(30,000lbs)

#1

50 kV

37.4
5회 평균이
기준치
(50kV)의
90%(45kV)
초과

불량#2 37.1

#3 36.2

1979년
제품

(25,000lbs)

#1 38.5

불량#2 38.2

#3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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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사용한 NGK 애자의 전기적 성능시험 결과를 <표 8>에 나
타내었다. <표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애자의 전기적 성능 시
험결과의 몇몇 시험에서 규격에서 제시한 것보다 기준 미달 제
품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장기 사용한 애자의 전기적 성능 시험

3. 결    론

애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적 성능 시험인 상용주파유중파괴
전압 및 상용주파주수섬락전압과 기계적 성능 검증을 위한 과전
파괴하중시험에서 기준 미달 제품이 발생하였고, 또한 장기 사용
하여 피할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캡 및 핀 부식으로 도금
측정 시험에서 불량이 발생되었다. 캡과 핀 부식으로 인하여 송
전선로에서 선로가 탈락한 해외사레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장기 사용한 애자의 도금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장기 사용한 애자
의 전기적 및 기계적 성능 저하는 <그림 2>에 도시한 메커니즘
(mechanism)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계적 강도 저하와 습윤 상태
에서 전계강도 상승으로 인하여 애자의 물리적 성능이 점점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결과는 제한된 샘플 시료에 의
한 결과이므로, 향후 시험애자의 수량 및 시험종류를 증가시켜,
신뢰성있는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 경년열화에 의한 송전용 애자의
전기적 성능저하 메커니즘(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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