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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

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치가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에서 채택되
었으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
소화불화탄소, 육불화유황과 같은 감축대상가스의
의무이행 당사국간의 감축이행의 신축성을 허용하

기위해배출권거래가국가간무역에중요한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산업과 같은 환경친화형 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해집중육성하고있는추세

이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분야와같은분산형전원에대한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수반
하여HVDC용전력설비에대한연구개발이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지구온난화와같은환경문제가심각
히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케이블용절연재료의재

활용은환경부담을저감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전선•케이블의재활용상황은
동이나 알루미늄 등 도체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및

회수하여재활용이되고있다. 또한, 제한적으로일
부절연재료에대해서도재활용성을고려한친환경

전선 (Eco Cable)의 개발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PVC) 절연전선이나폴리에틸렌 (PE)전선에대해서
수지의재생및재활용등에대한일부실용화가이

루어지고있다.

그러나전력수송의대부분을담당하는고전압전

력케이블인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케이블

절연체 (CV Cable)의재활용에대한검토는아직미
흡한실정이다.
가교폴리에틸렌 (XLPE)은가교반응에의해폴리

에틸렌분자간의결합수를증대시켜, 융점이상이되
어도 용융되지 않도록 내열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로인해열경화적특성을갖고있어서 XLPE는일
반적으로 재용융처리가 불가능하여 산업폐기물로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XLPE의 소각에
의한열에너지회수도소각과정에서배출되는가스

중다이옥신이나유독가스가포함될우려가있어서

대기오염방지법으로 다이옥신 농도를 엄격히 규제

하고 있기때문에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적절한 처

리방안이 아니다. 최근 들어 XLPE의 재활용방법으
로 유화 (油化)나 저분자량화하여 연료화가 검토되
고있으며, 초임계액을이용하여용융시키는연구가
시작되고있으나, 아직실용화단계에는미치지못하
고있다.
절연체를 재용융시킬 수 있도록 XLPE를 비가교

시켜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으나, 기반수지로
사용되고있는폴리에틸렌의융점이 110[℃]정도이
므로 내열성이 취약하여 대체절연재로는 부적합하

다. 따라서본고에서는기존 XLPE에비해동등이상
의 내열성및 절연성능을 확보하고환경 친화적 관

점에서재활용이가능하면서제조비용을저감할수

있는고전압교류및직류송배전급전력케이블대체

절연재 개발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

이흥규 교수 (충주대학교 전기공학과)│강성화 교수 (충청대학 소방안전과)│임기조 교수 (충북대학교 전기공학부)

재활용 가능한 비가교형 전력케이블용 대체 절연재 기술

소개 및 향후 전력케이블 절연재 기술개발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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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와관련된필자등의연구결과를간략히소개
하고자한다. 

2. 전력용 케이블 절연재의 요구 성능

2.1  전기적성능
전력케이블용절연재는사용조건및용도에따

라요구되는성능이상이하므로적절한선택이필요

하다. 구비조건으로는다음과같다.

(1) 유전손실이작고절연저항율이높을것
전력케이블용절연재료는비유전율및유전정접

이작아야한다. 유전손실은εtanδ에비례하며궁극
적으로열로바뀐다. 따라서εtanδ가작은재료즉,
쌍극자모멘트가작은무극성고분자재료가바람직

하다. 일반적으로 교류전압을 절연하는 경우 유전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tanδ는 작게 하고, 직류절연
의 경우 tan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간전하의 형
성이 적고, 도전율이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적은
것이 요구된다. 절연재료 중의 온도분포가 균일하
지않을경우도전율의차이에따라저항의국소적

인 불균일이 발생하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저항
이 커져서 전압분담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전압
분담이 큰 곳의 전계강도가 증가되면 절연파괴를

유발하거나 미소 결함이나 보이드로 부터 열화가

진행된다 [19]. 

(2) 내트리성및내코로나성이우수할것
전력케이블 절연재에 금속성 돌출부, 전도성 오

염물질, 구조적 분균일 등과 같은 결함이 존재하면
이 부분에 전계가 집중되어 전기트리가 발생하고

점진적인 열화과정을 거쳐 전로파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함개입을 억제하고, 적절한 트리 억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케이블은 구조적으
로준평등전계또는결함등에의한불평등전계를

형성할수있으며, 코로나방전은인접전극의형상,
크기에 의존하여 갭의 절연이 전로파괴로 이르지

않는국부적인파괴상태로서절연파괴에밀접한관

련이있다.

(3) 절연파괴강도 (교류, 직류및임펄스)가높을것
(4) 절연성능이장기간에걸쳐안정적일것

2.2  열적, 기계적, 화학적성능
(1) 열적성능
전력용 케이블의 도체부분은 주울열에 의해, 절

연층부분은유전손에의해발열현상이수반되기때

문에 내열성을 요하는 것은 당연하다. 절연재료에
요구되는열적성질은다음과같다. 
①내열성이양호할것 : 온도상승과더불어전기
적성질및기계적성질모두저하되게된다. 그
중가열시간의경과됨에따라재료의변질, 열
화유발, 온도를 복원해도 그 성질은 회복되지
않게된다. 또한내열성에는단시간및장시간
특성이있는데단시간내열성은유리전이온도

나 융점에 관계되며, 장시간 내열성은 치수변
화나 화학변화와 관계가 있다. 단시간 내열성
은단락사고시문제가된다. 그러나장시간내
열성은절연재료의수명과관계되므로매우중

요하다.
②용융점또는연화점이높을것 : 용융또는연화
에의해절연재료의두께변화 (심한경우도체
부분노출), 변형에의해절연불량을초래하므
로가능한한높은것이바람직하다.

③열전도도가양호할것 : 보통대부분의절연재
료는열불량도체이므로전기기기에서발생한

열을 금속재료와 같이 신속하게 전도, 방산할
수없다. 그러므로열의체류에의한온도상승
을 초래하여 결국 재료의 열화를 유발하게 된

다. 따라서 기존 전력케이블에서는 오히려 절
연재료의내열성보다열전도성을좋게하여열

방산을용이하게하는방식이취해지고있다.
④난연성이양호할것.
⑤열팽창계수가 작을 것 : 고분자절연재의 경우
열팽창계수는분자량에의존하는데, 고분자의
말단기들의이동성이매우커서큰자유체적을

차지하기때문이다. 또한 2종이상의소재를조
합하여 사용할 경우 기계적 응력의 배분에 영

향을미치므로열팽창계수는작아야된다.
⑥비열이클것 : 비열이클수록온도상승이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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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양호하다.
⑦내아크성이 좋을 것 : 아크로 인한 열의 방사,
대류, 확산등의작용에의해재료표면이고온
에 노출될 경우 절연성 저하나 용융, 증발, 변
형, 균열, 보이드생성및화학적변화를일으키
지않아야된다.

(2) 기계적성능
①인장강도및압축강도가클것 : 전력케이블은
포설상태에따라다양한형태의기계적응력을

받을수있으며, 케이블절연체자체가응력을
받는 상태에 따라 압축력을 받는 부분과 인장

력을 받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트리발
생은그정도가다를것으로추정된다. 즉, 인장
력을받는부분은분자의사슬구조가인장되므

로 자유체적이 증가하게 된다. 수트리는 미세
파괴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인장력을 받는 부

위에는수트리발생및진전이용이하고, 압축
력을 받는 부위에서는 수트리의 발생 및 진전

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케이블이 기계
적 응력을 받게 되면 절연수명에 심각한 영향

을미친다.
②굴곡강도및전단강도가클것 : 압출성형된케
이블은 제조조건에 따라 절연체 중에 구조 부

정이잔존하며, 케이블포설시또는포설후여
러원인에의해외력을받거나, 케이블온도상
승및저하로반복적인이완및수축에따른절

연체의피로를유발하여내트리성이나내수트

리성, 내부분방전성등도저하된다. 따라서굴
곡강도및전단강도가높아야한다.

③탄성한도가적당할것.
④가공이용이할것.
⑤내마모성, 가요성이양호할것 : 케이블제조시
권취공정이나케이블포설작업을용이하게하

기 위해서는 가요성과 내마모성이 좋아야 한

다.

(3) 화학적성능
①화학적으로안정할것 : 가열에의해용이하게
분해되지 않고, 산화되지 않으며, 내약품성이

양호할것.
②내용제성이클것 : 물, 산, 알칼리, 기름등에쉽
게용해되지않을것.

③흡습성인낮을것 : 흡습은가수분해등에의한
화학적변화를일으켜, 기계적성능저하를유
발한다. 또한흡습이전기적성질에미치는영
향으로는 유전율 및 유전손율의 증가, 물분자
에 의한 가소화 효과로 유전손실의 극대치를

보이는 주파수의 저주파 영역으로의 이동, 이
온전도의 증가에 의한 표면 및 체적저항율의

저하, 절연파괴강도의저하, 침수과전에의해
수트리현상과 같은 열화도 발생한다. 따라서
낮은흡습계수를요한다.

④자외선, 방사선에대하여강할것 : 자외선에의
해산화열화가촉진되어발수성이없어져흡습

에의한절연열화를가속시키며, 원자로내, 방
사성동위원소혹은입자가속기에의한고에너

지방사선(중성자선, 선, X선, 전자선등)환경에
노출되면 물리적, 화학적 열화가 촉진되므로,
사용 환경에 부합되는 자외선 안정성 및 내방

사선성을확보하여야한다.
⑤탄소화합물에대해서는탄화온도가높을것.
⑥내식성이양호할것 : 도체나차폐재의부식을
유발시키지않을것.

(4) 기타
가공성이나작업성이양호하고, 균질성이우수하

여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재활용이가능해야한다.

3. 국내 외 연구 동향

최근들어수도권과밀화로지중송전선로의지속

적인신설과신재생에너지원인태양광, 풍력발전의
대륙간/이도간을연결할수있는장거리송전망구
축에필요한직류송전용케이블의향후수요에대응

하기위해기존전력케이블절연재인 XLPE와비교
해서동등이상의내열성을확보하고, XLPE 절연재
의우수한교류절연성능에비해취약한직류절연성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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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및불량한재활용성을극복할수있는대체절연

재개발에관한연구로써, 이종전하형성억제에의
한 극성반전조건하에서 전기적 특성 안정화 기술,

유/무기나노재료첨가를통한나노계면형성에의
한 공간전하 제어기술, 기반수지내의 Nano 첨가제
표면개질및분산기술, 제조비용저감과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재활용성을 고려한 폴리올레핀계열 고분

자간의비가교방식에의한블렌드등다양한연구가

활발히이루어져왔다 [1-8].
H. Tamura 등은비가교방식에의해단일사이트

촉매제 (Single site catalyst)로중합시킨폴리에틸렌
에 LDPE를중량비별로혼합하여고차구조, 열적특
성, 직류, 임펄스 절연파괴특성 및 공간전하분포특
성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블렌드시편이단일시편
에비해열적특성도개선되었고, 직류, 임펄스절연
파괴강도도높았으며, 공간전하축적이적어비가교
전력케이블용 대체절연재료로 유용함을 보고하였

다 [4]. Zhang Chao 등은 T-die법으로성형한 LDPE
와에틸렌프로필렌 (EP) 랜덤공중합체를블렌드한
시편에 대해 EP함량이 증가될수록 열적 파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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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die 및 Blown 성형 Film의 EP함량에 따른
열수축 특성.

(a)

(b)

그림 1. 임펄스 및 직류절연파괴강도의 온도의존성 (a)
Impulse, (b) DC.

그림 3. HVDC 고분자절연 케이블의 연구개발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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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에서구정반경감소로인한구정경계영역에서

불규칙성의 감소와 시편내의 Chain의 배향과 같은
블랜드에 의한 고차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여 90[℃]
에서 임펄스 절연파괴강도와 열적특성이 개선됨을

보고하였다 [9,10].
또한 Yuanxiang Zhou 등은고밀도폴리에틸렌의

개질을 통해 공간전하축적이 적고, 높은 절연파괴
강도를확보하므로써 HVDC용케이블절연재료로
써적용가능성이있다고보고하였다 [11]. D. Muto
등의연구에서는고밀도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이하HDPE)이높은결정화도와구정
크기가 커서 트리개시에 높은 저항성을 갖고 있다

고보고하고있다 [12]. Yijian Lin 등은 HDPE와블
렌드된 LDPE의결정구조와공간전하분포연구에서
작은 구정의 경계영역을 통해 전하의 소실로 인한

블렌드 시료의 공간전하저감효과를 발표하였다

[13]. 
또한M. Ikeda 등은 LDPE에카보닐기함유모노

머를 도입함으로써 고체적저항율을 갖는 폴리에틸

렌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공간전하축적도 적고, 내
수트리성도기존의 LDPE이나 XLPE에비해양호한
결과를얻었다고보고하고있다 [14]. 

Y. Hayase 등은 순수 LDPE와 LDPE/MgO
Nano-composite의공간전하억제효과에대해연구
하였으며, DC 과전에의해첨가된MgO Nano filler
부근에형성된유기쌍극자에의한주입깊이와유

효트랩핑은나노입자와기반수지의비유전율차이

에 의존하며, 유기쌍극자 분극은 순수 LDPE Bulk
내의 결함이나 이온과는 달리 깊은 트랩사이트로

작용하므로써 공간전하형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고있다[15].
국내에서도신재생에너지와같은분산전원에대

한 수요증가와 장거리 송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초고압직류케이블절연재개발에대한연구

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나노기술을적용한 Filler
나 Additive를 기존 XLPE 절연재에 도입하여
HVDC용케이블절연재로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
있다 . 국내업체 중 최초로 LS전선에서 Mass
Impregnated (MI) 절연케이블을개발하였다. XLPE
절연재를HVDC에적용하기위한연구는 1990년대
부터국내학계에서측정및분석설비의개발과연

계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인력 부족 및 업계의
인프라부족으로현재부진한실정이다. XLPE 전력
케이블의 국내 수준은 AC 400 kV까지 상업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로 500 kV까지도 상용화가
진행되고있다. 이와반대로HVDC용 XLPE 절연재
관련 제조기술은 현재 상용화된 사례가 없으며, 상
용화를위해공간전하억제로인한내부전계완화나

절연파괴강도향상을 위한 합성 기술로써

Polyethylene과유/무기나노복합소재에대한연구
는 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다. 이와같이 HVDC용
절연재로적용하기위해서는 Bulk 특성의개질수단
으로써고분자간의블렌드, 유/무기나노입자의합
성이나 고분자절연체내부로의 분산기술의 최적화,
컴파운딩가공기술등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최적

의 절연성능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인 신뢰성을 확
보할수있어야한다. 

4. 비가교방식으로 합성한 HDPE/EVA
Blends의 HVDC 전력케이블 대체절연

재로써의 타당성 검토

필자등은기존전력케이블절연재인 XLPE의단
점인 복잡한 제조공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결함에

의한절연성능저하, 우수하지못한직류절연성능및
환경친화적관점에서불량한재활용성을극복할수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그림 4. DC 인가전계 하에서 LDPE와 LDPE/MgO
Nano-composite film의 공간전하분포의 인
가시간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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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대체절연재를모색하기위해 Bulk 특성의개질
수단으로써 상용성이 있는 열가소성 수지 2종류를
선정하여 비가교방식으로 합성하였다. 기반수지로

사용된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는 무극
성고분자로서높은결정화도와구정반경이크고주

파수에따른유전율의변화가적어서절연성능은양

호하나낮은취성 (Brittleness)을갖고있어서가요성
과 굴곡강도와 같은 기계적 물성은 취약하다. 따라
서내부반도전층과절연층간의접착력을개선하고,
기계적물성을보완하고자그림 5과같은합성과정
으로 HDPE와 EVA (Ethylene vinyl acetate, VA
content : 12[%])를 80:20, 70:30, 60:40, 50:50의중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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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반수지의 물리적 성질.

Category
Value

HDPE EVA XLPE Test method

Melting Index [g/10 min] 0.04 1 0.8~1.0 ASTM D1238

Density [g/㎤] 0.956 0.936 0.91~0.93 ASTM D1905

Tensile strength [kg/㎠] 300 200 326 ASTM D638

Elongation at break [%] 500 750 512 ASTM D638

ESCR [Hrs] ＞600 ＞500 ＞500 ASTM D1693

Softening point [℃] 124 71 123 ASTM D1525

그림 5. 비가교방식에 의한 시편 합성 및 제조과정.

그림 6. 체적저항 측정회로.

그림 7. HVDC 절연파괴실험장치.

그림 8. 공간전하 측정 및 분석시스템 구성도.

그림 9. 체적저항율의 온도의존성 (DC 800 V 인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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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시편을제작하였고, 상용성및고차구조, 열적,
화학적특성이전기적특성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

기위해 FE-SEM, DSC, FT-IR, XRD를이용한물성분
석을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물성분석결과는 생략하

고자 한다. 또한 HVDC 케이블 절연재로서 타당성
을 평가하기 위한 직류 절연 특성실험으로는 그림

6~8과 같은 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체적저항율의
인가전압및온도의존성, 직류인가전압및인가시간
에따른공간전하및내부전계분포를검토하였고,
직류절연파괴강도의 온도의존성과 직류 절연파괴

강도에미치는인가전압극성의영향도검토하였다.

결과를토대로기존의전력용케이블의기존 XLPE
절연재와 비교해서 동등 이상의 열적, 기계적 특성
및 양호한 직류 절연성능과 재활용성을 갖춘 교류

중전압 배전급 케이블절연재 및 직류 송전용전력

케이블의 대체 절연재로써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16,17]. 표 1에기반수지및기존 XLPE의물리적성
질을나타내었다. 
기존 XLPE 절연재의 체적저항율이 실온에서는

6×1016이고, 90[℃]에서는 1.3×1015[Ω•㎝]인 점
을 감안할 때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90[℃]의
온도영역에서 HE82시편은기존 XLPE에비해 3.14
×1015[Ω•㎝]로 체적저항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이런경향은블렌드시편내에분포하는적정함

량의 Carbonyl group이 깊은 트랩중심으로 작용하
여다수의캐리어들이트랩준위에안정하게존재함

에 따라 캐리어 이동도가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0에서고온영역에서순수시편에비
해 HE82 및 HE64시편의직류절연파괴강도가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온도상승으로 Bulk 내에축적되
어있던공간전하가열에너지에의해탈트랩되어이

동하거나 소멸되어 내부전계의 왜곡이 개선되었기

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그림 11~12은정극성및부극성전압과전시의직

류절연파괴강도의 온도의존성을 나타낸 것으로 부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그림 11. 직류절연파괴강도의 온도의존성 (정극성 전압
과전 시).

그림 12. 직류절연파괴강도의 온도의존성 (부극성 전압
과전 시).

그림 10. 고온영역에서의 직류절연파괴강도의 두께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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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전압을인가했을때의절연파괴강도는구전극

에정극성전압을인가했을때보다전체적으로절연

파괴강도가높게나타났다. 이것은구전극의첨단부
근에형성된동극성공간전하효과에의해서구전극

부근의전계가완화되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순수시편보다는혼합시편의절연파괴강도가약

간 높게 나타났는데 , 혼합시편 내의 극성기가
Trapping site로써 작용하여 캐리어 이동을 억제함
에 따라 공간전하형성이 용이해진다. 또한, 온도상
승에따라각시편의미시구조및용융온도의차이

에의해서열에너지에의해포획된캐리어들의탈트

랩이촉진되어캐리어밀도증가를초래하여절연파

괴강도는 다소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
은 혼합시편 내에 분포하는 EVA의 극성기는 인가
전압 및온도상승에 따라 정극성캐리어의 주입 및

이동을 원활하게 하나, 부극성 전하의 이동은 용이
하지않다.
따라서부극성전하는음극부근에축적되어있는

반면에정극성전하가음극측으로이동하여부극성

전하와상쇄되어혼합시편내의전계를완화시키므

로절연파괴강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으

로사료된다.
그림 13은 직류인가전압 3[kV]를 50분간 인가하

였을때공간전하밀도분포와전계분포를나타낸것

이다. 그림에서알수있듯이다른시편에서는내부
전계의 왜곡이 심하였으나, HE82시편에서는 균등
한전계분포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런현
상은 EVA시편의 경우 전압인가 초기에는 양극 측
에서 주입된 정극성의 전하가 카보닐기 (C=O
group)의기여로트랩되어음극측으로의이동이억
제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트랩이
충만하게되어 음극 측으로 캐리어밀도 및 이동도

가촉진되어음극부근에축적되어이종전하를형성

함에 따라 음극측의 전계분포가 왜곡되고 있다. 또
한HDPE 시편의경우음극측으로부터전자주입에
따른부극성캐리어의이동이용이하여양극부근으

로이동하여이종전하를형성함에따라양극측의전

계를강화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에HE82시편은고차구조적측면에서연속상

을 갖는 HDPE와 분산상을 갖는 EVA가 Sea-island
구조를취하고있어서구정 (Spherulite)을조밀하게
하고, 분자쇄 말단에 도입된 극성기가 Bulk 내의
Morphology를연속상의망상구조를형성시키는역
할을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밀접된구정의경계영역으로전하

의소멸이발생하여공간전하를저감시켰기때문에

단일시편에비해전계분포가개선되는것으로사료

된다. 기존 XLPE 절연재의공간전하분포특성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가전계 상승에 따라

양쪽전극측에헤테로성공간전하피크의크기가증

대되며, XLPE 내의잔존하는가교부산물, 산화방지

Special Thema

(a)

(b)

그림 13. 각시편의 공간전하분포 및 전계분포 (DC 3
kV, 50 min) (a) Space charge profiles,
(b) Electric fiel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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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기가교억제제등과같은첨가제나제조공정에
서개입된미세불순물함유정도와일치한다고보고

하고있다 [18]. 그러므로 XLPE는인가전계, 경시변
화, 극성반전하에서공간전하축적에따른절연재내
의전계분포왜곡을유발하여정상운전조건하에서

절연열화를가속시킬수있기때문에HVDC 절연재
료로는부적합하다고사료된다.
제안된HE82시편은기존 XLPE 절연재와비교하

여인가전계상승에따른공간전하분포결과및균등

한전계분포경향으로부터공간전하저감성능이우

수하므로직류고전압대체절연재로적용이가능하

리라사료된다.

5. 전력케이블용 절연재료의
향후 기술개발 전망 및 과제

현재까지전력케이블용절연재료의개질방식에

따른 연구는 운전 환경에 부합되게 절연성능을 개

선시키기위해Nano size의무기물충진제또는유
기물첨가제를고분자 Bulk 내에분산시키거나, 상
용성있는 고분자간의 블렌드방식에 의해 단일

Polymer가 갖고 있는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기
계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분산형전원의수요

가확대됨에따라HVDC용절연재료의경우절연층
에 MgO, Al2O3, SiO2, TiO2와 같은 무기물 Nano
particle 첨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제조비용저감이나재활용성을고려하여비가
교방식으로 상용성있는 고분자간의 블렌드를 통해

내열성및직류절연성능 (공간전하저감, 고체적저항
특성, 우수한 직류절연파괴강도 등)의 개선을 도모
하는연구등이이루어지고있다. 향후HVDC Cable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마켓
을선점하기 위해 취약한 국내의 원천재료 가공 산

업이나케이블메이커의지속적인투자및연구개발

이필요하며, 이러한원천기술이나원천재료개발의
미확보는선진국이나후발국가들의추격의빌미를

제공하는것이므로전력케이블용절연재개발은전

력에너지의안정적공급이갖는국민의생활이나전

산업분야에대한파급성등을고려할때정부및유

관기관의전폭적지원을통해연구개발역량을집중

해야할 원천기술 분야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연구개발방향은초절연성을갖는나노필러의표면

개질기술, 나노필러 소재의 분산기술의 최적화, 고
분자매트릭스의개질등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시

너지효과를이룰수있도록융합적인연구가수반되

어야한다고사료된다.

참고 문헌

[1] S. Masuda, S. Okuzumi, R. Kurniant, Y. Murakami,
M. Nagao, Y. Murata, and Y. Sekiguchi, Annual
Report-Conference on Electrical Insulation and
Dielectric Phenomena, 290 (2007).

[2] M. S. Khalil, IEEE Electrical Insulation Magazine 35
(1997).

[3] T. Tanaka, G. C. Montanari, and R. Mulhaupt,
IEEE Trans. on Dielectrics and Electrical Insulation,
11, 763 (2004).

[4] H. Tamura, H. Ono, M. Ikeda, Y. Yamamoto, and
Y. Ohki, IEEJ Trans. FM, 124, 817 (2004).

[5] Jiongxin Lu, and C. P. Wong, 7th IEEE Conf.
polymers and adhesives in Microelectronics and
photonics, 1(2008).

[6] M. Ikeda, Y. Yamamoto, H. Kawabata, "
Development of New Type Polyethylene with
High Resistivity for Power Cable Insulator", Trans.
IEEJ, 122-A, 987 (2002).

[7] T. Tanaka, M. Kozako, N. Fuse, Y. Ohki, IEEE
trans. on Dielectrics and Eectrical Insulation, 12, 669
(2005).

[8] S. Wang, M. Fujita, G. Tanimoto, F. Aida and Y.
Fujiwara, "Decreasing Space Charge Accumulation
in Polyethylene with an Inorganic Filler", Journal of
Electrostatics, 219 (1997).

[9] Chao Zhang, T. Mizutani, K. Kaneko, T. Mori and
M. Ishioka, "Space charge behaviors of low-density
polyethylene blended with polypropylene
copolymer", Polymer 43, 2261 (2002).

[10] Chao Zhang, T. Mori and T. Mizutani, "Effects of
Manufacturing Technology on Electrical
Breakdown and Morphology of Thin Films of

<< 테마기획 : 전력기기 절연



1122 테마

Low Density Polyethylene Blended with
Polypropylene Copolymer", IEEE Trans. on
Dielectrics and Electrical Insulation, 11, 435 (2003).

[11] Yuanxiang Zhou, Xiaoguang Luo, Ping Yan,
Xidong Liang, Zhicheng Guan, Yoshimura, N.,
“Influence of morphology on tree growth in
polyethylene”Proceedings of the 2001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ical Insulation Materials, 194,
(2001). 

[12] D. Muto, S. Kondo, K. Kaneko, Y. Suzuoki, T.
Mizutani, T. Itaya, “Space-change Characteristics
of Modified High-density Polyethylene for DC
Cabl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545, (1998). 

[13] Y. Lin etal, "Space charge distribution and
crystalline structure in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blended with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Polymer International, 54,
465 (2005).

[14] M. Ikeda, Y. Yamamoto and H. Kawabata, "
Development of New Type Polyethylene with
High Resistivity for Power Cable Insulator", IEEJ
Trans., 122-A, 987 (2002).

[15] Y. Hayase, Y. Tanaka, T. Takada, Y. Murata, Y.
Sekiguchi and C.C. Reddy, "Space charge
suppression effect of nano-size fillers added to
polymeric materials",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183 (2009) doi:10.1088/1742-6596
/183/1/012004

[16] E. H. Jung, J. Heo, J. H. Yoon, K. J. Lim and H. K.
Lee, “A Study on Space Charge Distribution of
HDPE Mixed with EVA”, Trans. KIEE, 58, 2229
(2009).

[17] Hung-Kyu Lee, Kee-Joe Lim and Yong-Joo Kim,
"Analysis of Electric Field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Volume Resistivity in
HDPE/EVA Film for Recycling", J. KIEEME, 21,
801 (2008).

[18] R. J. Fleming, M. Henriksen and J.T. Holboll, "The
influence of electrodes and conditioning on space
charge accumulation in XLPE," IEEE transactions
on dielectrics and electrical insulation, 7, 561(2000).

[19] 飯塚喜八郞監修, 新版電力ケ&#12540;ブル技術ハ
ンドブック, pp.152-193.

Special Thema

저|자|약|력|

성 명：이흥규

◈ 학 력
·1995년
충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1998년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2009년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1995년 - 현재 충주대학교 첨단과학기술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성 명：강성화

◈ 학 력
·1987년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공학사
·1989년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1997년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1991년 - 199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1993년 - 현재 충청대학 소방안전과 교수
·1998년 - 1999년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igh Voltage Lab.
Visiting Scientist

·2010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재무이사

성 명：임기조

◈ 학 력
·1973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공학사
·1980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1986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1977년 - 1981년 국방과학연구소
·1981년 - 현재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교수
·2010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