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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원전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전력케이블 뿐만 아니라 제어, 계측용으로도 원

전의 격납용기 내에 설치되어지게 되며, 이는 발전소 정상상태에서 집적되

는 방사선 열화 뿐만 아니라 유사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성능을 유

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것의 열화평가 및 수명예측 기법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에 사용되는 케이블 재료의 열화를 평가하

기 위하여 주요 열화인자인 방사선 및 열에 의한 가속열화 시험을 수행, 

열화에 따른 물성변화를 측정하여 열화와 수명과의 관계를 연구하 다.

◦ 원전 케이블 열화평가의 배경 및 규정 : 현재 시행 중인 원전 케이블 

재료의 열화 평가방법 및 시행 중인 규정을 근거로 재료의 가속열화시

험기법을 연구하 다.

◦ 원전 케이블의 환경가속열화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케이블의 열화

를 단기간 모의 실험을 통한 물성 분석을 위하여, 치명적인 열화인자를 

열과 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두고, 재료의 열분해 활성화에너지를 측정

하여 열가속 열화를 수행하 으며, 집적 방사선량으로 방사선 가속열화

를 수행하 다.

◦ 환경가속열화에 따른 원전 케이블의 물성 평가 및 수명 예측 : 열가속 

열화 및 방사선 가속열화에 따른 재료의 물성을 교류절연파괴강도, 절

연저항, 정전용량 및 유전정접, 연신율 및 인장강도, 중량감소온도, 

FT-IR 분석 등의 다양한 측정과 분석기법을 통하여 수행하 으며, 현

재 기준이 되는 기계적 특성과 비교하여 수명평가의 지침을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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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cables which are used for nuclear power plants are installed for 

not only power cable but also controlling and measuring equipment 

system inside the reactor.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method of 

deterioration evaluation and lifetime estimation so that the cables have 

to keep their efficiency for radiative deterioration irradiated when the 

power plant is working in normal condition or accidents are suddenly 

happened.    

The report describes the experiment of relationship between ageing and 

lifetime by the using of thermal and irradiative accelerated ageing test 

of cable materials and measuring the property change caused by aging. 

◦The deterioration evaluation Background and Regulation : The 

accelerated ageing testing method is studied by standard testing 

methods of nuclear power plant cable materials, and related 

regulations which are carried out now.

◦The artificial accelerated ageing of the cable : The deterioration of 

the cable generated for a long period are studied by property change 

of imitated experiment in a short period. The heat and radiation are 

expected of critical deteriorative factors, and estimate the activation 

energy of thermal degradation to carry out thermal accelerated ageing 

and irradiated accelerated ageing by accumulative radiation. 

◦The property evaluation and lifetime estimation by accelerated 

ageing: The deteriorated material property are measured by various 

test and analytical method like AC breakdown strength, insulation 

resistance, dielectric permittivity and dissipation factor, elongation at 

break and tensile strength, weight loss temperature, FT-IR 

spectroscopy, etc. The test results are compared with standard 

mechanical characteristics in use to establish a guiding principle of the 

lifetime evaluation.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원전케이블 열화평가의 배경 ·······························································2

제 3 장  원전케이블의 환경가속열화 ·································································6

제 1 절 케이블 유기재료의 활성화에너지 측정 ·········································6

1. Kissinger 법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 ··································6

2. Flynn-Wall-Ozawa 법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 ················8

3. 시차주사열량계법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 ··························9

4. 유전특성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 ········································11

제 2 절 케이블 유기재료의 환경가속열화 ·················································12

1. 열 가속열화시험 ·····················································································12

2. 방사선 가속열화시험 ·············································································13

제 4 장  원전케이블의 가속열화에 의한 물성평가 ·······································15

제 1 절 가속열화에 따른 물성 변화 ···························································15

1. 교류절연파괴강도 ·················································································15

2. 절연저항 ·································································································16

3. 정전용량 및 유전정접 측정 ·······························································18

4. 연신율 및 인장강도 측정 ···································································19

5. 중량감소온도 측정 ···············································································21

6. FT-IR 분석 ···························································································23

제 2 절 결론 ·····································································································24

참고문헌 ···················································································································25



- iv -

<표차례>

표 2-1. 형식 시험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블 ·····················································4

표 2-2. 방사선 환경에서 절연재료의 임계 특성 ·············································5

표 3-1. 원전용 600V EPR/CSP 전력용 케이블 절연재료의 가속열화시간

13



- v -

<그림차례>

그림 3-1. Kissinger법을 이용한 XLPE, EPR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활성

화에너지 비교 ···········································································································7

그림 3-2. Flynn-Wall-Ozawa법을 이용한 XLPE의 방사선조사에 대한 활

성화에너지의 비교 ···································································································9

그림 3-3. 승온속도에 따른 XLPE의 DSC 곡선 ············································10

그림 3-4. 시차주사열량계법을 이용한 XLPE의 방사선조사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10

그림 3-5. 온도에 따른 EPR 재료의 유전손실계수 ·······································12

그림 3-6. 방사선 조사에 대한 EPR 재료의 활성화에너지 비교 ···············12

그림 4-1. 방사선 가속열화에 따른 LDPE와 CSPE 재료의 교류절연파괴강

도 ·······························································································································16

그림 4-2. 열가속열화에 따른 EPR 재료의 교류절연파괴강도 ···················16

그림 4-3. 체적저항율 측정의 개략도 ·······························································17

그림 4-4.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체적저항율 ····································17

그림 4-5. 유전측정장치의 개략도 ·····································································18

그림 4-6.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전이온도에서의 유전손실계수와 유전정접

19

그림 4-7. 열가속열화에 따른 EPR 재료의 파단시 연신율 ·························21

그림 4-8. 방사선 가속열화에 따른 XLPE 재료의 파단시 연신율과 인장강

도 ·······························································································································21

그림 4-9. 방사선 조사에 따른 CSPE의 5%중량감소온도 및 파단시 연신

율 ·······························································································································22

그림 4-10. 방사선 조사에 따른 EPR의 5%중량감소온도와 파단시 연신율

22

그림 4-11.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FT-IR 스펙트럼 ························23



- 1 -

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발전소 주요 기기의 구조 및 계통

의 열화를 전 수명기간 동안 잘 관리하여 운전성능과 안전성을 증대시키

고, 나아가 설계수명 이상의 연장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소 주요기기의 노화 원인분석 및 평가, 수명예측, 노화대책의 수립을 위

한 수명관리 요소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는 원전 케이블 열화의 검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케이블 재료의 환경가속열화 실험 및 수명평가 적용에 대하여 

기술하 다. 2장에서는 현재 국내 원자력법과 원자력발전소용 Class 1E 

등급 기기의 품질인정을 위한 IEEE표준 시험요건을 중심으로 원전 사용

환경 및 열화평가 관련규정/지침을 검토하 다. 3장에서는 원전 케이블의 

환경가속열화 시험의 기준이 되는 열가속 열화를 위하여 현장 케이블 재

료의 열분해 활성화 에너지를 기존의 방법 및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하

으며, 원전의 주된 열화요소인 방사선에 의한 가속열화에 대해 기술하

다. 4장에서는 방사선 및 열을 이용하여 가속열화한 케이블 재료의 물성 

평가 결과와 수명 평가의 임계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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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전케이블 열화평가의 배경

현재 원전 케이블의 안전성 분석, 검증, 경년열화, 성능 등에 관한 평가관

련 국내법규로는 국내 원자력법 제23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등), 원자력법 시행령 제42

조의 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주기적 안전

성 평가의 세부내용),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주기적 안전성 평가

의 기준),  제42조의 4 제4호[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12조 내지 제49조(성능에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규칙 제68조 내지 제85조(품질보증에관한 기술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

다. 

또 국제법규로는 IEEE 383을 중심으로 열화평가 관련규정 및 지침을 제

시하고 있으며[2-1],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소용 전기 1급(Class 1E) 케이

블, 현장 전선이음(field splice) 및 기타 접속부 검증에 사용할 형식 시험 

확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검증 일반 지침은 IEEE Std 323-1974

에 제시되어 있다[2-2]. 본 기술기준에 명시된 케이블 범주는 전력, 제어 

및 계측 설비에 사용하는 것이다. 형식 시험은 전기 기기가 정상 및 설계 

기준 사건 환경을 포함하는 사용 조건하에서 성능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입증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되는 방법이

다.  형식 시험은 설계 기준 사건의 조건 하에서 케이블, 현장 전선이음 

및 접속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설계 기준 사건은 발전소 수명 기간 중 어느 기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들 조건을 모의하기 위하여 형식 시험에서 요구되는 열 방사선 

열화는 발전소 정상 사용 조건 하에서 운전되는 케이블 유형의 능력을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다. 케이블, 현장 전선이음 및 접속부는 정상 수명 

동안 냉각제 상실 사고로 인한 가상 환경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어야 한

다. 부하 및 신호 준위(loading and signal level)의 조건은 냉각재 상실 

사고 상황 하에서 예상할 수 있는 케이블의 운전을 위하여 가장 가혹한 

환경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검증 수명을 모의하기 위한 표본의 열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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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온도 조건 설정에 대한 기준은 Arrhenius곡선[IEEE Std 1-1969, 전기 

기기의 정석에 있어서의 온도 제한에 대한 일반 원칙, IEEE Std 

98-1972, 고체 전기 절연 재료(Solid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의 

온도 지수 설정 및 열적 평가에 대한 시험 절차의 준비 지침, IEEE Std 

99-1970, 전기 기기 절연 계통의 열적 평가에 대한 시험 절차 준비 지침, 

IEEE Std 101-1972, 열적 수명 시험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에 대한 지침] 

또는 대상 재료에 대한 유효성과 적용 가능성이 증명된 다른 방법을 근

거로 할 수 있다. 설치 수명에 걸친 예상 최대 총 누적 방사선량에 IEEE 

Std 323-1974, 부록 A 또는 부록 B에 명시된 특정 설치에 대한 1 회의 

냉각재 상실 사고  선량을 합한 방사선량에 시편을 노출시킨다. 선량율은 

시간당 1×106 rad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제한 사항은 냉각재 상실 

사고 프로필의 모의시보다 큰 선량율이 요구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편이 냉각재 상실 사고 사건의 온도, 압력, 습도 및 화학 약품 살수에 

동시 노출되는 동안 정격 전압 및 부하 하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압력 용기(pressure vessel)내에서 방사선에 조사된 시편(irradiated 

specimens)을 시험한다. 체임버 설계(chamber designs)는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온도 및 증기 압력을 감시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설비가 있어

야 하며, 화학약품 살수를 재 순환시키고 시편에 전기 부하를 인가하기 

위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화재 시험은 화염 침범 지역에서 케이블의 외

부 피복(outer covering) 및 절연체가 파괴되더라도 케이블이 화재를 확

산시키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식 시험을 위하여 권고되는 케이블 크

기는 표 2-1 에 수록된 것으로 하지만, 반드시 이들로만 국한되지는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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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형식 시험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블

종     류 시      험

2000 V까지의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차폐된 다심 신호용 케이블 

또는 단심 전력용 케이블

내온 및 내습

열 및 방사선 노출

설계 기준 사건 모의

케이블 연합중 한  케이블의 수직 화염 시험

수직 트레이 화염 시험

다심 신호용 케이블 중 2연

(pairs), 3연(triple) 또는 4연

(quad) 케이블

내온 및 내습

열 및 방사선 노출

설계 기준 사건 모의

수직 화염 시험

동축 또는 3동축(triaxial) 또는 특

수 계장용 케이블

내온 및 내습

열 및 방사선 노출

설계 기준 사건 모의

케이블 연합중 한 케이블의 수직 화염 시험

2연 열전대용 연장 케이블 내온 및 내습

열 및 방사선 노출

설계 기준 사건 모의

수직 트레이 화염 시험

케이블 연합중 한 케이블의 수직 화염 시험

2001-15000 V 전력용 케이블 1/C 

트라이플렉스 및 다심
수직 트레이 화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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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방사선 환경에서 절연재료의 임계 특성

Type of

material
Properties to be tested

Test

 procedures

End-point

criteria*

 Rigid

 plastics

-Flexural strength

-Tensile strength at yield

-Tensile strength at break

-Impact strength

-Volume and Surface resistivity

-Insulation resistance

-Electric strength

ISO 178

ISO/R 527

ISO/R 527

ISO 179

IEC 93

IEC 167

IEC243

50%

50%

50%

50%

10%

10%

50%

 Flexible

 plastics

-Elongation at break

-Tensile strength at yield

-Tensile strength at break

-Impact strength

-Volume and Surface resistivity

-Insulation resistance

-Electric strength

ISO/R 527

ISO/R 527

ISO/R 527

ISO 179

IEC 93

IEC 167

IEC243

50%

50%

50%

50%

10%

10%

50%

 Elastomers

-Elongation at break

-Tensile strength at yield

-Hardness/IRHD

-Hardness/Shore A

-Comprssion set

-Volume and Surface resistivity

-Insulation resistance

-Electric strength

ISO 37

ISO 37

ISO 48

ISO 868

ISO 815

IEC 93

IEC 167

IEC243

50%

50%

Change 

of 10unit

50%

10%

10%

50%

* The values given in per ce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init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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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전케이블의 환경가속열화

원전 케이블의 구성요소인 고분자 유기재료(절연재, 피복재)의 방사선 열

화는 금속도체의 방사선 열화에 앞서 진행된다. 방사선 열화의 요인은 고

분자재료의 방사선에 의한 분자쇄의 절단, 절단된 분자쇄끼리 결합하는 가

교 및 절단된 분자쇄와 산소와 결합하여 극성기를 증가시키는 것 등이 있

으며, 이로 인한 케이블 및 연결단자의 기계적, 전기적 성질의 저하 즉 트

리현상, 접지불량, 부식 쇼트, 작동불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전용 케

이블의 절연 및 피복재료는 종류와 배합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래의 

자료로부터 전선/케이블의 열화 또는 수명을 추정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케이블의 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케이블의 열화를 단시간에 시험할 수 있

는 기술과 열화평가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의 피복

재료 및 절연재료의 활성화 에너지를 측정하여 열 및 방사선 열화물성을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하 다.

제 1 절 케이블 유기재료의 활성화에너지 측정

원전 케이블의 절연재 및 피복재를 구성하는 고분자 재료의 열가속열화 

수행을 위한 기초적 근거를 위하여 건전한 상태의 시료로 열분해 활성화

에너지를 측정하 다. 재료의 활성화에너지 측정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여러 연구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으며, 방법론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활성화에너지의 값도 차이가 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재료의 열

열화에 따른 반응속도를 이용하여 열중량분석을 이용한 Kissinger

법,Flynn-Wall-Ozawa법과 시차주사열량계법, 유전특성을 이용하여 활성

화에너지를 측정하 다.

1. Kissinger 법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

케이블 절연재료 및 피복재료를 단시간에 가속열화하기 위하여 Arrhenius 

외삽법(IEEE 1-09, IEEE 98-72, IEEE 99-70, IEEE 101-72)에 의거 활성

화에너지를 구하 다. 열중량분석은 TA instrument사의 

Thermogravimeric Analyzer(Model. TGA 2950)를 사용하여 질소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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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0℃로 평형을 유지한 후, 10, 15, 20℃/min의 승온속도로 측정하여 

분해반응의 속도 차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를 Kissinger 방정식을 이용하

여 구하 다[3-1].

- ln (
β

T
2
m )=

Ea
RTm

- ln ( AREa )
β: heating rate,

Tm: the most rapidly decomposing temperature [K]

Ea: thermal decomposing activation energy [kJ/mol]

R: gas constant (= 8.314 J․mol-1K-1)

A: pre-exponential factor

원전 15kV XLPE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재료인 XLPE(LG전선), 600V 

EPR/CSP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 절연재료 LG전선)인 EPR의 활성화에너

지를 Kissinger법에 의해 측정하 다.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XLPE, EPR 재료의 활성화에너지는 모두 초기에는 증가하다 고선량 역

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초기 활성화에너지의 증가는 분자쇄

의 절단으로 방사선에 의한 가교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고선

량 역에서는 해당 고분자 재료의 주쇄의 절단 및 분해로 활성화에너지

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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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issinger법을 이용한 XLPE, EPR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활성화에너

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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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ynn-Wall-Ozawa 법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

열중량분석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치를 Kissinger법과 비교, 분석

하기 위하여 ASTM E1641법에 의거 Flynn-Wall-Ozawa법을 이용하여 

활성화에너지를 구하 다. Flynn-Wall-Ozawa법에 의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은 여러 승온속도에서의 중량감소와 온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차

수에 관계없이 적분법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3-3]. 

logF(a)=log
AE
R
- logβ-2.315-0.4567

E
RT

Fylnn-Wall-Ozawa법을 이용하여 활성화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conversion level을 15%, 20%로 설정하여 각 승온속도에서의 온도를 구한 

후, 이것의 로그값과 1/T×10
3의 관계를 이용하여 활성화에너지를 구하

다.

원전 15kV XLPE 전력용 케이블(LG전선)의 절연재료인 XLPE의 

Flynn-Wall-Ozawa법에 의한 활성화에너지의 변화를 방사선 조사는 그림 

3-2에 도시한 것과 같다. Kissinger법에 의해 측정한 활성화에너지와는 다

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Flynn-Wall-Ozawa법에 의한 활성화에

너지의 계산이 열중량곡선의 전반적인 위치에서 적용가능한 데 비하여, 

Kissinger법은 반응속도가 가장 빠른 한 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Flynn-Wall-Ozawa법에 의한 활성화에

너지는 시험편의 종류에 따라 가장 중요한 성분이 분해되는 온도를 직접 

찾아 그 점을 기준으로 하여 conversion level을 조절해서 구해야 하며, 이

는 수명평가를 위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법으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부

가되어야 하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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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lynn-Wall-Ozawa법을 이용한 XLPE의 방사선조사에 대한 활

성화에너지의 비교

3. 시차주사열량계법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

열중량분석을 이용한 Kissinger법, Flynn-Wall-Ozawa법에 의한 활성화에

너지와 시차주사열량계법으로 분해반응 속도 차에 의한 활성화에너지를 

구하여 비교하 다. 시차주사열량계법에 의한 활성화에너지는 ASTM 

E698, ASTM E474법에 의거하여 1, 2, 5, 7, 10, 15, 20 K/min의 승온속도

로 5 mg의 시험편을 분해하여 나타난 흡열피크의 간격비교로 구하 다. 

시차주사열량계법에 의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 다

[3-4].

E≅-2.19R[d log 10β/d(1/T)]

원전 15kV XLPE 전력용 케이블(LG전선)의 절연재료인 XLPE의 미조사 

시료를 승온속도의 차이에 따라 측정한 DSC 곡선은 그림 3-3과 같으며, 

승온속도의 증가에 따라 피크의 깊이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

사선 조사에 대하여 시차주사열량계법을 이용하여 구한 활성화에너지를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XLPE의 시차주사열량계법으로 구한 활성화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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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방사선 열화에 대해 Kissinger 법으로 구한 경우와 같이 저선량 

역에서는 증가, 일정 선량 이후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중량분석을 이용한 Kissinger법은 온도증가에 따른 분해정도로 활성화

에너지를 측정하지만, 시차주사열량계법은 XLPE의 경우 흡열피크가 현저

히 나타나는 융점에서의 온도와 같이 일정온도를 중심으로 승온속도의 차

이에 의해 활성화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된 활성화에너지의 수치

는 다르지만, 방사선 조사로 인한 열화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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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승온속도에 따른 XLPE의 DSC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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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시차주사열량계법을 이용한 XLPE의 방사선조사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 11 -

4. 유전특성을 이용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

열분해에 의한 고분자 재료의 활성화에너지와 비교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에 따른 유전특성의 변화로 활성화에너지를 측정하 다. 열중량분석, 시차

주사열량분석에 의한 활성화에너지의 측정은 시험편에 가해지는 승온속도 

차에 따른 분해속도의 비로 구해지는 반면, 유전특성에 의한 활성화에너지

는 일정한 승온속도로 시험편에 가해지는 전압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활성화에너지를 측정하 다[3-5]. 유전특성의 분석은 TA instrument

사의 Dielectricc Analyzer(Model. DEA 2970)를 이용하 으며, 시험편을 

양 전극 사이에 300 Newton의 압력으로 고정시키고  1, 3, 10, 30, 100, 

300, 1000, 3000, 10000, 30000, 100000 Hz의 주파수로 교류 1V의 전압을 

인가하여 온도상승에 따른 각 주파수에서 유전율, 유전손실계수, tanδ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600V EPR/CSP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LG전선)의 절연재료인 EPR의 

유전특성을 -150∼50℃의 범위에서 측정하 다. EPR 재료의 온도에 따른 

유전손실계수는 그림 3-5와 같이 인가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피크를 가지

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교류전압 인가에 따른 극성의 반전으로 인

해 분자 내 쌍극자의 mobility 변화가 주파수에 의해 직접 향을 받기 때

문이다[3-6]. 이러한 방법으로 방사선 가속열화시킨 EPR 재료의 유전손실

계수를 모두 측정하여 계산한 활성화에너지의 변화를 그림3-6에 열중량분

석을 이용, Kissinger 법으로 구한 활성화에너지의 값과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Kissinger법에 의한 열분해 활성화에너지와 유전특성의 변화로 구한 

활성화에너지는 수치는 다르지만, 방사선 열화에 대해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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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방사선 조사에 대한 EPR 재료의 활성화에너지 비교

제 2 절 케이블 유기재료의 환경가속열화

1. 열 가속열화시험

열가속열화시험은 Kissinger법으로 구한 건전한 상태의 원전 케이블재료

의 활성화에너지를 이용하여 Arrhenius 외삽법에 의해 130℃에서의 열화

시간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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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Ea /RT    (Arrhnius equation)

ln (
k 2
k 1 )=-(

Ea
R )⋅(

1
T 2
-
1
T 1 )

R: gas constant (= 8.314 J․mol-1K-1)

k1, k2는 각각 130℃와 활성화에너지에 의한 특정 온도에서 40년 수명을 

나타내는 시간이며, T1, T2는 활성화에너지에 의한 온도와 가속열화온도인 

130℃이다. 이 식을 이용하여 재료의 활성화에너지를 구하면 130℃의 가속

열화온도에서 시험재료의 사용온도 수명에 상당하는 수명을 계산하 다.

원전용 600V EPR/CSP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LG전선) 절연재료인 EPR

의 Kissinger법을 통해 구한 활성화에너지를 기준으로 Arrhenius 반응속

도식에 따라 130℃에서의 가속열화시간을 구하 으며 표 3-1에 나타내었

다. 

표 3-1. 원전용 600V EPR/CSP 전력용 케이블 절연재료의 가속열화시간

40℃ 기준 20년 상당 40년 상당 60년 상당 80년 상당
100년 

상당

120년 

상당

130℃ 기준 35h 50m 71h 40m 107h 30m 143h 20m 179h 10m 215h 00m

2. 방사선 가속열화시험

원전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에 관련된 재료의 정상 또는 비정상 상태에

서의 가장 큰 열화 요인은 방사선과 열에 의한 열화이다. IEEE standard

에서는 원전용 Class 1E 등급의 케이블 재료는 정상상태에서 Co60 γ-ray

에 0.5 MGy의 선량에,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시에는 1.5 MGy의 선량에서도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 원전 케이블 재료의 내방사선성을 시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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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조사시설의 Co60 γ-ray 선원을 사용

하여 실온, 대기 중에서 5 kGy/hr의 선량율로 각각 400, 800, 1200, 1600, 

200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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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전케이블의 가속열화에 의한 물성평가

제 1 절 가속열화에 따른 물성 변화

1. 교류절연파괴강도

교류절연파괴강도는 1차전압 100V, 2차전압 0∼50kV, 60Hz 정격의 교류

내압시험장치를 사용하여 평등전계를 구성하는 구대 구 전극사이에 시편

을 장착하여 인가 교류전압을 3kV/sec의 속도로 상승시키면서 측정하

다. 파괴전압의 세기는 각 시편의 두께와 절연파괴시의 전압을 10회씩 측

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 으며, 시편의 연면방전을 피하기 위해 시편을 

실리콘유에 함침하여 측정하 고 절연파괴전압과 두께를 구한 후 V=Ed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계의 세기를 구하 다. (V: 절연파괴전압 [kV], E: 절

연파괴강도 [kV/cm], d: 시편의 두께 [cm]) 

원전 600V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LG전선)의 피복재료로 사용되는 CSPE

와 저 도 폴리에틸렌(LDPE)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교류절연파괴강도를 

그림 4-1에 나타내었으며, 케이블의 절연재료로 사용되는 EPR의 열가속 

열화에 대한 교류절연파괴강도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LDPE는 방사선 

조사에 대해 저선량 역에서 가교도가 급격히 증가하 다가 선량의 증가

에 따라 가교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폴리머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에

서도 100 kGy의 조사선량에서 교류절연파괴강도의 향상을 나타내는 것은 

일시적인 가교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SPE의 방사선 열화에 

따른 교류절연파괴강도와 EPR의 열가속 열화에 따른 교류절연파괴강도는 

모두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원전재

료의 방사선 및 열열화 평가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열

화에 따른 교류절연파괴강도의 저하는 분자간의 결합 절단 및 붕괴에 의

해 생성된 전도성을 지닌 이온, 쌍극자의 생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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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방사선 가속열화에 따른 LDPE와 CSPE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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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열가속열화에 따른 EPR 재료의 교류절연파괴강도

2.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재료의 체적저항율을 구하 으며, Electrometer & High 

Resistance Meter와 Test Fixture를 사용, 인가전압을 1kV로 하여 실온에

서 측정하 다. 체적저항율 측정의 개략도는 그림 4-3에 도시한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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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용 15kV XLPE 케이블 절연재료(LG전선)로 사용되는 XLPE의 방사

선 조사에 따른 체적저항율을 그림 4-4에 나타내었다. XLPE의 체적저항

율은 저선량에서의 급격한 감소와 400kGy 이상의 고선량에서는 포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교류절연파괴강도의 경우와 같이 열화에 따

른 극성을 지닌 이온, 원자의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적저항율

은 현재 전력케이블의 절연 및 피복재료의 평가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저항율이 큰 관계로 고전압을 인가하여 미소전류를 측정하는 현재의 방법

으로는 현장 측정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 체적저항율 측정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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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체적저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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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전용량 및 유전정접 측정

원전 케이블 절연 및 피복재료의 유전율, 유전손실계수, 유전정접(tanδ)의 

측정은 유전측정장치(TA Instruments사, Type. 2970)를 이용하 으며, 본 

시스템은 1 kHz에서 유전율은 0.01, tanδ는 1×10-4의 측정이 가능하다. 

두 금(gold) 전극 사이에 두께 0.2 mm의 시편을 장착하고, 30℃의 온도에

서 교류 1V의 정현파 전압을 인가, 교류전계를 생성시켜 시편을 분극시키

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위상각의 차이를 이용하여 유전율, 유전손실계수, 

유전정접을 측정하 다. 그림 4-5에 유전측정자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원전용 600V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LG전선)의 절연재료로 사용되는 

EPR의 유전특성을 -150∼50℃의 온도 범위에서 교류 1V의 전압을 인가

하여 측정하 으며, 이것은 인가한 주파수에 따라 일정 온도에서 전이점을 

나타내었다. 이 전이점에서의 유전손실계수 값과 유전정접(tanδ)의 값을 

방사선 조사에 대해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10Hz∼100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유전손실계수와 유전정접은 모두 열화

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전정접의 경우는 

거의 선형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 재료의 열화

평가 및 수명예측에 관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4-2].

그림 4-5. 유전측정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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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00 800 1200 1600 2000

0.14

0.16

0.18

0.20

0.22

0.24

0.26

0.28

0.30

Lo
ss

 fa
ct

or

Dose [kGy]

 10Hz
 100Hz
 1kHz
 10kHz
 100kHz

   

(b) 유전정접

0 400 800 1200 1600 2000
0.15

0.20

0.25

0.30

0.35

D
ie

le
ct

ri
c 

ta
n 
δ

Dose [kGy]

 10Hz
 100Hz
 1kHz
 10kHz
 100kHz

그림 4-6.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전이온도에서의 유전손실계수와 유전정접

4. 연신율 및 인장강도 측정

원전 케이블 절연 및 피복재료의 파단시 연신율과 인장강도의 측정은 인

장시험기(Instron, Model. 1130)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 다. ASTM 

D638 규정에 의거하여 dumbbell 형태의 시편 양끝을 지그에 3×105 MPa

의 압력으로 고정시킨 후 재료에 따른 Load cell, crosshead speed를 

ASTM 규정에 의해 정하여 시편이 파단될 때까지 인장시켜 시편의 초기

길이와 파단 후 시편의 길이를 비교하여 파단시 연신율을 구하 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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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용 600V 전력 및 제어 케이블(LG전선)의 절연재로 사용되는 EPR의 

열가속열화에 따은 파단시 연신율을 그림 4-7에 나타내었으며, 열열화의 

진행에 따라 연신율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본 열열화에 의한 연신율 측정

시험에서는 원전 수명주기인 40년에도 연신율의 감소는 임계치인 건전상

태의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80년 이상에 상당하는 열열화 시편

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실제 현장의 경우는 열열화 뿐만 아니

라 방사선에 의한 열화 및 전계 등의 복합적인 열화가 발생하므로 본 열

열화에 의한 연신율의 수치는 40년에도 내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에 원전용 15kV 전력용 케이블(LG전선)의 절연재인 XLPE의 방

사선 조사에 따른 파단시 연신율과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경우 

400kGy 정도의 저선량에서 연신율과 인장강도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

다. XLPE는 방사선 열화에 대해서 열화의 임계치가 400kGy 미만으로 내

방사선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제어, 계측용과 같은 원전 격납용기 내부에 

매입되지는 않지만, 우수한 내전압 특성으로 인해 고전압 케이블의 절연재

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4-9, 4-10에는 각각 방사선 조사에 따른 CSPE와 

EPR의 파단시 연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경우도 모두 저선량에 대해 

급격한 연신율의 감소를 나타내며 고선량 역에서는 더 이상 연신율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PR의 경우 열열화와 방사선 열화를 독립적

으로 하 을 때 방사선 열화에 대해서는 저선량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반

면, 열열화에 대해서는 80년에 상당하는 열화가 진행된 후에 임계치를 보

다. 열화의 진행이 복합적이란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열화에 있어서

는 열화평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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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열가속열화에 따른 EPR 재료의 파단시 연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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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방사선 가속열화에 따른 XLPE 재료의 파단시 연신율과 인장강도

5. 중량감소온도 측정

원전 케이블 재료의 중량감소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열중량분석을 TA 

Instrument사의 Thermogravimetric Analyzer (Model. TGA 2950)를 사용

하여 질소 분위기에서 50℃로 평형을 유지한 후, 10℃/min의 승온속도로 

측정하 다. 열화에 따른 재료의 분해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

중량의 5% 감소시 온도를 측정하 다. 기존의 연구[4-4]에 의하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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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절연재료의 방사선 열화평가 지침이 되는 기계적 특성과 TGA를 이

용한 중량감소온도의 변화와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원전용 600V 전력 및 제어 케이블의 절연재(LG전선)인 EPR과 피복재

료로 사용되는 CSPE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5%중량감소온도를 그림 4-9

와 4-10에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방사선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5%중

량감소온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CSPE의 경우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중량감소가 선형적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EPR은 연신율의 결과 거의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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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방사선 조사에 따른 CSPE의 5%중량감소온도 및 파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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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방사선 조사에 따른 EPR의 5%중량감소온도와 파단시 연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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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IR 분석

열화에 따른 원전 케이블 재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ATR 

(Attenuated total reflection) 방식의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때 시편의 표면은 열화시 공기와

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므로 시료 내부에 비해 가교보다 산화가 더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정확한 측정을 위해 두께 0.2mm 시트형태 시편

의 가장자리를 제거하 다

원전용 15kV 전력 케이블(LG전선) 재료인 XLPE의 방사선 조사에 대

한 FT-IR 스펙트럼을 그림 4-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방사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약 1715cm-1의 파장에서 카르보닐 그룹

이 생성되어 그 정도가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세어진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이것은 방사선 조사로 인해 XLPE의 분자쇄가 절단하여 주변의 산

소와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 1610cm
-1의 파장에서 나타나는 탄소 이중

결합은 XLPE의 가교와 방사선 조사로 인한 주쇄의 절단 후 재결합이 형

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산화반응이 진행되고 

있음이 FT-IR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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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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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상기 가속열화 시험재료의 물성을 IEEE383 시험조건과 임계특성의 표준

ISO 및 IEC에 준하여 수명을 평가하 다. 방사선 열화에 대한 XLPE의 

수명은 그림 4-8에 표시한 것과 같이 파단시 연신율 초기치의 50%에 해

당하는 선량은 350 kGy 정도로 나타내고 있다. CSPE와 EPR의 경우는 

방사선 열화에 대해 그림 4-9와 그림 4-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각 약 

300 kGy, 350 kGy 정도의 임계수명을 나타내었다. 열가속열화에 대한 

EPR의 수명은 그림 4-7과 같이 70년에 해당하는 수명을 나타내고 있어, 

열적 열화보다 방사선 열화에 더욱 취약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 열화평가 

방법의 일환인 절연파괴강도는 그림 4-1에서 CSPE의 경우를 나타내었듯

이, 임계치인 초기치의 50%에 해당하는 선량이 약 900 kGy의 고선량으로 

나타났지만, 연신율 시험에서는 300 kGy의 저선량에서 수명의 한계를 나

타내어 현장 시료의 열화평가 적용에는 연신율의 측정이 더욱 타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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