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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량제 혼합비율에 따른 네온변압기의 열내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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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네온변압기용 에폭시계 수지는 변압기로 완성되었을 경우 내열성 및 온도차 피로극복 등 열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계 수지에 보강제로 이산화규소를 첨가하고 증량제로 silica를 선정하여 입자크기별 
혼합비에 따른 열전도도와 열안정성을 측정하였다. 혼합 silica의 최적 첨가량은 50 wt%이었으며, 혼합 silica 중 입자크
기가 큰 규사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안정성이 우수하였다. 혼합 silica의 입자크기별 최적 혼합비는 (28/35 : 
14/18 : 8/10 mesh = 1 : 1 : 1)이었으며, 이로부터 열내구성이 향상된 네온변압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he heat resistance and thermal durability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fatigue resistance 
should be excellent when preparing an epoxy type resin for a neon transformer housing. In this study, 50 wt% of SiO2 and 
silica were selected as a reinforcement and diluent filler for epoxy type resins, respectively.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mal 
stability were measured as the mixing ratio varied upon the particle sizes. The optimal amount of the mixed silica was 50 
wt%. Thermal stability was improved with increasing the amount of larger silica particles. The optimal mixing ratio of differently 
sized silica particles was 28/3 : 14/18 : 8/10 mesh = 1 : 1 : 1. From these results, it is thought that neon transformer is pro-
ducible which has excellent thermal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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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네온 변압기는 steel housing type과 resin housing type 등 2가지 형태

로 분류된다. 국내의 경우 steel housing type을 주로 사용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resin housing type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resin housing 

type 변압기는 권선을 몰딩함으로서 외부로부터 흡습에 대하여 코일 간 

절연을 시켜주고 기계적 충격 및 진동에 코일을 보호해 주므로 몰딩재

료의 종류와 물성에 따라 변압기의 수명이 좌우된다[1-3]. 이러한 몰딩

재료로써의 에폭시계 수지(epoxy type resin)는 내약품성, 기계적 물성, 

접착성, 전기절연성이 우수하고 경화 시 수축변형이 적으며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는 장점으로 인하여 접착제, 코팅제, 전기전자부품, 도료 및 

라이닝 재료, 주형품 재료, 적층판, 염화비닐수지의 안정제 등으로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다[4]. 에폭시계 수지는 보통 액상으로 존재하며 주재

와 경화제가 섞였을 경우 반응하여 경화된다[5-10]. 특히 변압기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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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시계 수지의 경우 현장 작업성을 고려하여 점도, 열경화 온도 및 시간

을 조절하여야 하며, 변압기로 완성되었을 경우 내열성 및 온도차 피로

극복 등 열내구성(thermal durability)이 우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폭시

계 수지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작업현장과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

한 첨가제를 첨가하여 사용된다. 첨가제로는 경화시간을 조절해주는 경

화촉진제(hardening accelerator), 점도를 조절해주는 희석제(thinner), 그 

밖에 보강제(reinforcement filler), 증량제(diluent filler), 조색제 등이 있

다. 에폭시계 수지의 보강제는 기계적 물성을 강화시키고, 열안정성

(thermal stability)을 개선시키며 전기적 성질이나 혹은 가공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제이다[11-15]. 이러한 보강제로는 마이카, 

석영, glass fiber, SiO2 등이 첨가되며 일반적으로 보강제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기계적 특성은 향상된다. 에폭시계 수지의 증량제는 제품의 

강도, 탄성 등 고분자재료의 물성을 향상시키고, 성형가공성 및 중량 등 

작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며, 경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다. 증량제의 입자크기와 형상에 따라 에폭시계 수지의 물성을 개선하

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활석, silica, 실리카겔 등이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재료로 사용되는 에폭시계 수지에 보강제로 이

산화규소를 첨가하고 증량제로 silica를 선정하여 입자크기별 혼합비에 

따른 열전도도 및 열내구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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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on transformer

(b) First and second coil of neon transformer

Figure 1. The photograph of resin housing type neon transformer.

2. 실험방법

2.1. 에폭시수지 시편의 제작

네온변압기의 열안정성 평가를 위해 (주)국도화학의 bisphenol-A계 

에폭시수지(YD-128)에 아마이드계 경화제(polyamide type hardener, 

G-0331)를 에폭시수지 : 경화제 = 100 : 50으로 첨가한 후 70 ℃에서 

70 min간 경화시켰다[12]. 또한 보강제로 분말형태의 SiO2를 선정하

여 50 wt%로 일정하게 첨가하였으며, 증량제인 규사는 크기별로 

28/35 mesh (0.42~0.59 mm), 14/18 mesh (1.00~1.16 mm), 8/10 mesh 

(1.65~2.36 mm)로 구분하여 혼합비율에 따라 (에폭시수지 + 경화제) 

: 증량제 비율을 50 : 50, 60 : 40, 70 : 30으로 첨가하였다[13].

2.2. 열전도도 측정

에폭시수지의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단의 열전도도 측정장

치를 설계하였다. 직경 40 mm, 두께 4 mm의 에폭시수지 시편을 4-5

단에, 직경 40 mm, 두께 2 mm의 황동시편을 6-7단에 설치한 후 하단

은 냉각수를 흘려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고, 상단의 온도를 70 ℃로 

가열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8]. 첨가제 변화에 따른 에폭시수지 

시편의 열전도도는 접촉저항으로 발생하는 온도변화를 보정하여 다

음 식으로 계산하였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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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4-5단계의 시편의 두께(4 mm)이고, 는 6-7단계

의 황동시편의 두께(2 mm)이다. ′, ′은 식 (2)와 식 (3)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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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계산을 위해 은 standard cylinder의 길이(30 mm), 
은 standard cylinder의 열전도도로 320 kcal/m⋅h⋅K이며, 에폭시수지 

시편의 온도차(   )와 황동시편의 온도차(    ), 

식 (4)의 standard cylinder의 온도차 를 측정하였다.

  

           
(4)

2.3. 열안정성 측정

열안정성 측정은 120~180 ℃의 온도로 유지된 오븐을 이용하여 

1~4 h 동안 온도 변화에 따른 축방향 열변형률(axial thermal deforma-

tion, )과 부피변형률(volume deformation ratio, VDR)을 측정하였다. 

축방향 열변형률은 열안정성 실험 전후의 시편의 가로, 세로, 높이의 

편차를 측정하였으며, 부피변형률은 실험전후의 시편의 부피를 측정

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되었다[12-13].

  
   

   
   (5)

 


(6)

여기서  ,  , 는 열변형 실험 후 시편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mm)를 나타내며,  ,  , 는 실험 전 시편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

이(mm)이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열안정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는 열변형 후의 시편의 부피이고, 는 실험 전 시편의 부피이다.

2.4. 네온변압기의 열내구성 평가

증량제 혼합에 따른 네온변압기의 열내구성 평가를 위해 외부온도 

증가에 따른 네온변압기의 단락시험을 수행하였다. 단락시험은 네온관

을 연결하지 않고 전선으로 연결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네온

변압기의 열내구성 평가에 이용된다. 실제로 네온관을 연결할 경우에 

비해 네온변압기 내부의 온도상승이 30% 가량 높아 네온변압기 하우

징에 crack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네온변압기의 열내구성 평가는 

외국의 유사제품의 시험규격에 따라 외부온도 -20~120 ℃의 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Figure 1에서와 같이 네온변압기의 1차코일( = 1.2 

mm, L = 106.98 m)의 입력전압은 230 V, 입력주파수는 50 Hz이며, 

2차코일(  = 0.14 mm, L = 4,631.81 m)의 출력전압은 10,000 V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증량제 혼합에 따른 에폭시수지의 열전도 특성

에폭시계 수지의 증량제는 제품의 강도, 탄성 등 고분자재료의 물

성을 향상시키고, 성형가공성 및 중량 등 작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

용되며, 경제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량제로 

silica를 선정하여 입자크기별 혼합비에 따른 열전도도를 측정하여 



454 홍인권⋅전길송⋅이승범

공업화학, 제 26 권 제 4 호, 2015

(a) silica with size (50 wt%)

          

(b) 30 wt% of mixed silica

(c) 40 wt% of mixed silica

          

(d) 50 wt% of mixed silica

Figure 2. Thermal conductivity of epoxy type resin with mixed silica addition.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이전 연구에서 크기가 같은 silica가 첨가될 경

우 silica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가 증가하였다[12]. Silica

의 혼합비에 따른 열전도도는 silica의 입자크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예측한 후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7)

여기서 는 silica의 혼합비이고 는 입자크기에 따른 silica의 

열전도도이다. 전반적으로 예측된 열전도도에 비해 측정된 열전도도

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입자크기가 다른 silica를 혼합하여 첨가할 경

우 크기가 같은 silica에 비해 에폭시계 수지 내에서 silica가 고르게 분

포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에폭시계 수지 시편의 열전도도는 (28/35 

: 14/18 : 8/10 mesh)의 비율이 1 : 1 : 1의 경우 혼합 silica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30 wt% (0.4170 kcal/m⋅h⋅℃), 40 wt% (0.4372), 50 

wt% (0.4960)으로 증가하였으며, 혼합비가 0 : 1 : 1의 경우 silica의 

첨가량에 따라 30 wt% (0.4342 kcal/m⋅h⋅℃), 40 wt% (0.4833), 50 

wt% (0.5368)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혼합 silica의 첨가량이 50 wt%의 

경우 1 : 1 : 1 (0.4960 kcal/m⋅h⋅℃), 1 : 1 : 0 (0.4686), 1 : 0 : 1 

(0.4837), 0 : 1 : 1 (0.5368)로 입자크기가 큰 silica의 첨가량이 많을수

록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ilica의 첨가량이 50 

wt%일 때 silica의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가 28/35 mesh 

(0.4214 kcal/m⋅h⋅K), 14/18 mesh (0.4938), 8/10  mesh (0.5275)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2].

3.2. 증량제 혼합에 따른 에폭시수지의 열안정성 평가

혼합 silica의 입자크기별 혼합비에 따른 에폭시계 수지의 열안정성

을 평가하기 위해 silica의 입자크기는 28/35 mesh (0.42~0.59 mm), 

14/18 mesh (1.00~1.16 mm), 8/10 mesh (1.65~2.36 mm)로 구분하였

으며, 혼합 silica의 첨가량은 (에폭시계 수지 + 경화제)와 혼합 silica의 

비율로 설정한 후 30~50 wt%로 변량하였다. 보강제인 SiO2의 첨가량

은 에폭시계 수지의 50 wt%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70 ℃의 경화

온도에서 70 min간 경화시켰다[12-13]. Figure 3은 혼합 silica의 첨가

량에 따른 축방향 열변형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혼합 silica의 첨가량이 

30 wt%인 경우 외부온도 160 ℃에서 silica의 입자크기별 혼합비에 따

라 축방향 열변형률이 1 : 1 : 1 (0.9839), 1 : 1 : 0 (0.9838), 1 : 0 : 

1 (0.9851), 0 : 1 : 1 (0.9822)로 나타났으며, 혼합 silica가 40 wt% 첨가

될 경우 축방향 열변형률은 1 : 1 : 1 (0.9840), 1 : 1 : 0 (0.9858), 1 

: 0 : 1 (0.9865), 0 : 1 : 1 (0.9856)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온도 160 ℃

에서 혼합 silica의 첨가량이 50 wt%의 경우 축방향 열변형률은 silica

의 입자크기별 혼합비에 따라 1 : 1 : 1 (0.9879), 1 : 1 : 0 (0.9865), 

1 : 0 : 1 (0.9873), 0 : 1 : 1 (0.9878)로 나타났다.

Figure 4는 혼합 silica의 첨가량에 따른 축방향 열변형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혼합 silica를 30 wt% 첨가한 경우 외부온도 180 ℃에서 입

자크기별 혼합비에 따라 축방향 열변형률이 1 : 1 : 1 (0.9808), 1 : 1 

: 0 (0.9811), 1 : 0 : 1 (0.9823), 0 : 1 : 1 (0.9810)로 나타났으며, 혼합 

silica가 40 wt% 첨가될 경우 축방향 열변형률은 1 : 1 : 1 (0.9834), 

1 : 1 : 0 (0.9824), 1 : 0 : 1 (0.9823), 0 : 1 : 1 (0.9829)로 나타났다. 



455증량제 혼합비율에 따른 네온변압기의 열내구성 평가

Appl. Chem. Eng., Vol. 26, No. 4, 2015

(a) silica with size (50 wt%)

          

(b) 30 wt% of mixed silica

(c) 40 wt% of mixed silica

          

(d) 50 wt% of mixed silica

Figure 3. Axial thermal deformation of epoxy type resin at a surrounding temperature 160 ℃. 

(a) silica with size (50 wt%)

          

(b) 30 wt% of mixed silica

(c) 40 wt% of mixed silica

          

(d) 50 wt% of mixed silica

Figure 4. Axial thermal deformation of epoxy type resin at a surrounding temperature 180 ℃. 

또한 외부온도 180℃에서 혼합 silica의 첨가량이 50 wt%의 경우 축

방향 열변형률은 silica의 입자크기별 혼합비에 따라 1 : 1 : 1 

(0.9846), 1 : 1 : 0 (0.9831), 1 : 0 : 1 (0.9833), 0 : 1 : 1 (0.9838)로 

나타나 입자크기가 같은 silica를 50 wt%으로 첨가한 28/35 mesh 

(0.9742), 14/18 mesh (0.9783), 8/10 mesh (0.9754)에 비해 열안정성이 

개선되었다[12]. 혼합 silica의 혼합비가 (28/35 : 14/18 : 8/10 mesh) = 

(1 : 1 : 1)과 (0 : 1 : 1)인 시편의 열안정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Figure 5는 혼합 silica의 혼합비에 따른 부피변형률을 나타낸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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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lica with size (50 wt%)

          

(b) 30 wt% of mixed silica

(c) 40 wt% of mixed silica

          

(d) 50 wt% of mixed silica

Figure 5. Volume deformation ratio of epoxy resin with mixed silica addition. 

다. 부피변형률이 1인 경우 부피변화가 없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열

안정성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크기가 다른 silica가 혼합

됨에 따라 같은 크기의 silica를 첨가한 경우에 비해 부피변형률은 감소

하였다. 혼합 silica가 30 wt% 첨가될 경우 외부온도 140℃에서 혼합 

silica의 혼합비에 따라 1 : 1 : 1 (1.0138), 1 : 1 : 0 (1.0134), 1 : 0 : 

1 (1.0129), 0 : 1 : 1 (1.0140)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온도 180 ℃에서는 

1 : 1 : 1 (1.0194), 1 : 1 : 0 (1.0188), 1 : 0 : 1 (1.0179), 0 : 1 : 1 

(1.0191)로 측정되어 입자크기가 작은 28/35 mesh의 silica가 첨가될 경

우 열안정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부

피변형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혼합 silica가 50 wt% 첨가될 경우 외부온

도 140 ℃에서 혼합 silica의 혼합비에 따라 1 : 1 : 1 (1.0104), 1 : 1 : 

0 (1.0113), 1 : 0 : 1 (1.0115), 0 : 1 : 1 (1.0105)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온

도 180 ℃에서는 1 : 1 : 1 (1.0155), 1 : 1 : 0 (1.0171), 1 : 0 : 1 (1.0169), 

0 : 1 : 1 (1.0158)로 측정되었다. 에폭시계 수지 시편에 입자크기가 큰 

silica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우수한 열안정성을 나타내었

으며, 열전도도가 큰 혼합비인 (1 : 1 : 1)과 (0 : 1 : 1)의 부피변형률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전도도와 열안정성

이 우수한 silica의 혼합비인 (28/35 : 14/18 : 8/10 mesh = 1 : 1 : 1)을 

선택하여 네온변압기를 제작한 후 열내구성을 평가하였다.

3.3. 증량제 혼합에 따른 네온변압기의 열내구성 평가

Figure 6은 외부온도에 따른 혼합 silica의 혼합비가 (28/35 : 14/18 : 

8/10 mesh = 1 : 1 : 1)인 네온변압기의 열내구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실험에 사용된 네온변압기는 에폭시계 수지로 YD-128을 경화제로는 

아마이드계 경화제인 G-0331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혼합 silica를 

50 wt% 첨가하였다. 외부온도 -20 ℃에서 silica의 혼합비가 1 : 1 : 

1인 변압기의 경우 (1차코일 :  = 12.2 ℃, 2차코일 :  = 13.9 

℃), 외부온도 25 ℃ (1차코일 :  = 14.5 ℃, 2차코일 :  = 16.5 

℃)로 1차코일에 비해 2차코일의 온도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고온영

역인 외부온도 100 ℃에서는 silica의 혼합비가 1 : 1 : 1인 변압기의 

경우 (1차코일 :  = 59.1 ℃, 2차코일 :  = 61.1 ℃)로 나타났으

며 외부온도가 120 ℃로 증가할 경우 (1차코일 :  = 59.8 ℃, 2차코

일 :  = 67.1 ℃)로 나타났으며, 400 min까지 네온변압기의 균일이 

발생하지 않아 열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재료로 사용되는 에폭시계 수지에 보강제로 

50 wt%의 SiO2를 첨가하고 증량제로 silica를 선정하여 입자크기별 혼

합비에 따른 열전도도 및 열안정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혼합 silica의 혼합비가 1 : 1 : 1인 경우 silica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30 wt% (0.4170 kcal/m⋅h⋅℃), 40 wt% (0.4372 

kcal/m⋅h⋅℃), 50 wt% (0.4960 kcal/m⋅h⋅℃)으로 열전도도가 증

가하였다. 또한 혼합 silica 중 입자크기가 큰 silica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열안정성이 개선되었다. 혼합 silica의 혼합비가 (28/35 : 14/18 

: 8/10 mesh = 1 : 1 : 1)인 에폭시계 수지로 제작된 네온변압기의 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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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 ℃

          

(b) 25 ℃

(c) 100 ℃

          

(d) 120 ℃

Figure 6. Thermal durability of neon transformer with the external temperature.

구성 평가 결과 저온영역과 고온영역 모두에서 400 min까지 crack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네온변압기 하우징용 에폭시계 수지의 증량

제인 silica의 입자크기별 최적 혼합비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열내구성이 우수한 네온변압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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