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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를 이용한 600V 이하 저압 케이블의 전자파 차폐특성

The Electromagnetic Shield Properties of 600V class Low Voltage Cable Using Carbo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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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used general carbon fibers(CF), which can be utilized for a low voltage cable screen, as well as 

metal-coated carbon fibers(MCF) to make cables and analyzed the properties of electromagnetic effectiveness. Both braid CF 

and MCF cables with 3,000 strands, 16 spindles, and braid density of 90% or over were adopted. The tape-type MCF 

specimens were spread into a tape(width: 15mm) using a hot melt to make a cable. The shield effectiveness was measured up 

to the 1GHz range in accordance with IEC 62153-4-6; braid shielded cables featured a superior shielding effect at 63dB than 

tape-type shielded cables. That was because the tape-type shielded cable has relatively more gaps and holes between carbon 

fibers than the braid type, resulting in a more inflow or emission of electromagnetic waves. In the case of braid cab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electromagnetic waves were enhanced, with higher spindles and higher conductivity of carbon fibers. 

The shield effectiveness of the MCF shielded cable, however, was lower than that of tin-coat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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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산업은 미래의 쌀이라 불리면서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로 지칭되어, 2016년 5월, 19대 국회에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일명 “탄소법”이 통과되었다[1]. 탄소소재는 금속보다 가볍고 탄

성과 강도가 뛰어난 특징으로 인해 주로 스포츠용품부터, 항공우

주산업, 자동차와 토목건축, 전기전자, 통신, 환경산업 등 각 분야

의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탄소섬유는 기본적

으로 탄소가 95%이상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높은 전기전도도

와 인장강도를 보유하고 있다[2][3].  

탄소섬유의 전기전도도는 제조 시, 섬유 내 탄소함량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데 탄소섬유 안에 산소, 질소 및 황과 같은 헤테로

원자가 많을수록 탄소의 전기전도도는 감소하게 된다. 특히 탄소

섬유 표면에 이물질이 많아질수록 전기전도도는 감소되며 구조상

으로는 이방성 탄소섬유가 등방성 탄소섬유에 비해 높은 전기전

도도를 갖는다.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해 및 무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특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폐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4][5]. 

최근 정보 통신 및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은 장비의 경량화, 소

형화를 가져왔으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자기파에도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 전자기파의 

영향은 전기/전자 장비의 고장 혹은 오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우리 사회의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AM, 

FM 주파수), 선박 등의 제한된 공간에서 전자기파의 영향은 고

장 및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자파 차폐 케이블을 요구하

고 있다[6]. 이런 전자기파의 차폐방법은 테이프, 박막, 편조 등

의 설계방법과 투자율이 높은 금속, 전도성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편조 차폐는 가청주파수와 무선주파수(RF) 범위

(3KHz~300GHz)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7][8]. 저

압 케이블은 도체, 절연체로 구성되고 사용 환경에 따라 차폐층

을 포함하게 되며, 차폐층의 재질로는 금속을 사용하고 있다. 하

지만, 자동차의 연비개선(20km/ℓ 목표), 선박의 중량 감소 등을 

위해 경량화 및 고유연성의 케이블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차

폐케이블 연구 중 하나로 차폐재인 금속을 탄소섬유로 대체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 또한 ISO 14572[9] 표준인 도로 차량에 

사용되는 케이블에서 차폐 재질은 도전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상의 제약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600V 이하 저압 케이블 개발의 일환으로, 차폐

층으로 활용이 가능한 탄소섬유 및 금속도금 탄소섬유를 이용하

여, 편조 및 테이프 형태로 케이블을 제작하고, 각 케이블에 대한 

전자파 차폐 특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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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폭

[㎜]

피치

[㎜]
타수

편조각

[˚]

편조밀도

[%]

저항

[Ω/m]

체적저항

[Ωㆍ㎝]

CF 3K 1.35 12.0 16 45.6 93.3 152.614 17.54 

MCF 3K 1.55 16.7
8

36.3 93.5 3.773 1.54 
16

MCF 6K 1.90 35.5 16 19.0 90.2 1.266 1.30 

표    2 편조용 탄소섬유의 사양

Table 2 Parameters of CF for Braiding 

(a) 핫멜트 공법을 이용한 차폐 테이프 제조 공정

(b) CF 및 MCF 차폐 테이프 모양

그림 2 핫멜트 공법을 이용한 전자파 차폐 테이프 제조 공정 및 

제조된 시료

Fig. 2 Sample and shielding tape manufacturing process 

using hot-melt method

2. 탄소섬유 차폐케이블 제작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은 편조(Braid) 형태와 테이프(Tape) 형태

의 두 가지로 제작하였다. 표 1은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사양

을 나타낸다. 편조형태 및 테이프형태 모두 케이블은 도체 단면

적 3㎟으로 설정하고, 절연체는 고전압용 가교폴리에틸렌(XLPE) 

재질(120℃)을 사용하였으며, 피복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9

5℃)를 사용하였다. 케이블의 제작은 동의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

로 가늘게 늘려주는 신선공정과 집합공정을 거쳐 가닥수(119/Φ

0.18㎜)로 연선을 진행하였다. 집합된 도체에 압출공정에서 절연

체(XLPE)를 피복하고, 차폐 재료(편조체 및 테이프)를 입히기 위

하여 2.1의 편조 공정과 2.2의 테이핑 공정을 진행한 후, 압출공

정을 거쳐 폴리염화비닐로 피복하여 전선을 완성하였다.

공칭 

단면적

㎟

도 체
절연체

두께

㎜

절연 

외경

㎜

도체 저항

(20℃)

Ω/km

소선수/소선경

No./㎜

바깥
지름
㎜

3.0 119/0.18 2.4 0.75 3.9 5.65

표    1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사양

Table 1 Parameters of carbon fiber

2.1 편조형태 차폐층 제작

편조형태 차폐케이블에서 편조용으로 사용한 탄소섬유를 표 2

에 나타낸다. 편조재질로는 탄소섬유(CF), 금속도금 탄소섬유

(MCF)를 사용하였다. 탄소섬유는 3,000가닥(3K)에서 편조 시 타

수를 16타로 제조하였으며, 금속도금 탄소섬유는 3,000가닥을 바

탕으로, 편조 시의 타수는 8타, 16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

를 위해 금속도금 탄소섬유 6,000가닥에 편조타수를 16타를 이용

하였다. 편조형태의 케이블 제조 시, 편조밀도는 KS 표준에 근거

하여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편조밀도가 낮을 경우 

편조체의 구멍(hole)을 통하여 전자파가 외부로 방출 되거나 유

입되어 이상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 제조 시, 편조

밀도는 피치 및 편조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차폐케이블의 편조 개략도를 바탕으로 아래의 수식에 

의해 편조밀도를 계산하였다. 

sin


  


→ sin    


  (1)

그림 1 차폐케이블의 편조 개략도

Fig. 1 Schematic of braid for shielding cable

 ×

× 


×  

sin
×

                  (2)

  × ×     ×      (3)

여기서, D : 절연외경 [mm], P: 편조 피치 [mm], α: 편조각

(케이블 종축과 편조소선 사이의 각) [˚ ], W: 섬유의 폭 [mm], 

C: 캐리어 수 (또는 타수), : 1 pitch 당 소요되는 편조소선의 

길이 [mm], F: 충전계수(filling factor, 전선표면을 한쪽 방향의 

편조소선이 덮는 정도), B: 편조밀도(optical braid density) [%] 

이다. 또한 탄소섬유 폭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2.2 테이프형태 차폐층 제작

테이프형태의 차폐케이블 제작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탄소섬유를 테이프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그림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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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폐 재료의 임피던스에 의해 발생되는 심선의 유도전압

(b) 케이블의 내부 심선에 발생하는 유도전압

그림 3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유도전압

Fig. 3 Induced voltage from cable

 

그림 5 편조 및 테이프 형태 MCF 차폐케이블의 차폐효과

Fig. 5 Shield effectiveness of braid and tape type of MCF 

shielding cable

그림 4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차폐효과 측정 개략도

Fig. 4 Schematic of SE measurement of CF shielding cable

핫멜트 공법을 이용한 전자파 차폐 테이프 제조 공정을 나타낸

다. 탄소섬유 및 Ni 도금 탄소섬유(Ni-CF) 12,000가닥(12K)을 

핫멜트(Hot-melt) 공법을 이용하여 테이프로 제작하였다. 제조

된 테이프는 폭 15 mm로 스프레딩 된 Ni-CF이었으며,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필름을 함침 하여 유연성을 좋게 

하였다. 또한 장비의 예열온도와 롤러온도를 200℃로 하여 수지

가 녹아 붙음 현상 방지하였으며, TPU가 함침 된 Ni-CF 차폐 

테이프만 분리하기 위하여 폴리이미드(PI) 이형제 필름을 사용하

였다.

3.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차폐 성능 실험방법

 

차폐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시험은 전달 임피던스 시험으로 직류에서 1000MHz 사이 범위의 

주파수에서 케이블 차폐 성능을 평가하며, 미국전기제조자협회

(NEMA), 국제전기표준회의(IEC 96)에서 사용한다. 전달임피던스

의 공식은 아래의 4)식과 같다.

  





                                     (4)

여기서, Zt : 전달 임피던스, mΩ/m, I0 : 신호 발생기가 차폐

의 표면에 만든 종방향 외란 또는 간섭 전류, dV/dl : 차폐의 반

대쪽 표면에 나타나는 I0에 의하여 발생한 단위 길이당 종방향 

전압

케이블 차폐효과(Shield effectiveness, SE)는 차폐재료의 임피

던스(Impedance)의 값에 따라 그림 3 (a)와 같이 심선에 유도전

압이 발생하며, 차폐재료는 완전한 차폐가 아니므로, 그림 3(b)와 

같이 유도전압이 유기된다. 유도된 전압은 표면전류 변화에 따라, 

내부 도체의 굴곡이 외부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치므로 차폐층의 

표면 임피던스는 매우 중요한 값이며, 이를 통하여 차폐효과 값

을 구할 수 있다.

  loglog                       (5)

여기서, 은 케이블 길이이다. 차폐효과와 표면전달 임피던스 

Zt는 서로 반비례하고 길이 이 증가하면 차폐효과는 점점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4와 같이 IEC 62153-4-6[10]을 근거로 

제작 된 장치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차폐효과를 측정하였다. 케이

블의 측정 길이는 0.7m이며, 케이블에서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 이후 대역에서의 차폐효과 감소를 잘 관측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시료에 주입선 및 측정선을 장비 프로브에 연결 후, 

양 끝단에 저항을 연결한다. 주입선과 측정선의 그라운드를 연결

하고, 측정 주파수 1GHz까지 측정한다. 차폐성능은 3GHz까지 측

정이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lyser)를 이용하였다. 

4.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차폐 특성 결과 및 검토

  

그림 5는 편조와 테이프 형태의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케이

블의 차폐효과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편조형태의 차폐케이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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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CF 및 CF 차폐케이블의 차폐효과 비교

Fig. 6 Comparison of Shield effectiveness of MCF and CF 

shielding cable

3K 16타로 제조된 케이블이다. 그림에서 편조형태의 차폐케이블

은 주파수 약 100KHz에서 3MHz까지 차폐효과 값이 일정하게 

약 63dB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

수록 차폐효과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테이프 형태

의 차폐케이블의 경우는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차폐효과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주파수 대역별로 차

폐효과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편조형태의 차폐케이

블이 테이프 형태의 차폐케이블보다 차폐효과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테이프 형태의 차폐케이블은 탄소섬유를 스프레드 핫멜

트 형태로 제조하기 때문에 편조형태보다 틈(gap), 구멍(hole)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자파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방출

되어 차폐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은 탄소섬유와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차폐효

과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두 시료의 가닥수는 3K,타수는 16타수

로 동일하며, 차폐효과 값은 주파수 약 100KHz에서 3MHz까지의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편조형태의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케이

블은 그림 5와 동일하고 이와 비교한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경

우는 주파수가 높아짐에서 따라 차폐효과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주파수 대역별로 차폐효과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차폐효과가 낮은 것은 표 2

에서 탄소섬유가 금속 도금 탄소섬유보다 전기적 저항값이 높은 

것이 원인 것으로 판단되며, 편조체의 도전성능이 차폐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은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편조타수에 따른 

차폐효과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두 시료모두 차폐효과의 경향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타, 16타로 편조한 차

폐케이블은 주파수 100KHz에서 3MHz까지지 각각 약 56dB과 

약 63dB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차폐효과가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편조시의 타수

가 높을 수 록 차폐효과가 더 좋으며, 이는 타수 증가에 따라, 

편조사이의 구멍(hole)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을 덜 받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은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편조 가닥 수에 따

른 차폐효과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두 시료모두 차폐효과의 경

향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편조 타수에 따른 MCF 차폐케이블의 차폐효과

Fig. 7 Shield effectiveness of MCF shielding cable according to 

braiding spindles

  

그림 8 편조 가닥수에 따른 MCF 차폐케이블의 차폐효과

Fig. 8 Shield effectiveness of MCF shielding cable according to 

braiding strands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K, 16타로 편조한 케이블은 저주파수 

대역인 3 MHz까지 약 63 dB 값을 가졌으며, 6K, 16타로 편조한 

케이블의 차폐효과는 100 KHz~1 MHz까지 약 67 dB 값을 가졌다. 

또한 5 MHz를 대역에서 차폐효과가 교차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 2에서 6K, 16타로 편조한 케이블의 편조밀도가 90.2%, 3K, 16

타의 편조밀도가 93.5%로서, 편조밀도의 차이가 차폐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 MHz를 기준으로 저주파수 대역

일 경우에는 편조 가닥수가 높을수록, 고주파수 대역일 경우에는 

편조밀도가 높을수록 차폐효과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는 금속 차폐케이블과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차폐효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금속 차폐케

이블이 탄소섬유 차폐케이블보다 차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초기 10 KHz에서는 약 3dB의 값 차이가 발생하지만, 1MHz 

구간에서는 약 20 dB의 값 차이를 나타내었다. 금속 차폐케이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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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금속과 MCF 차폐케이블의 차폐효과 비교

Fig. 9 Comparison of Shield effectiveness of MCF and metal 

shielding cable

경우,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케이블보다 저항값이 작고 도전성

이 우수하기 때문에 차폐효과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록 금속 차폐케이블에 비해 차폐효과는 낮지만, 탄소섬유 차

폐케이블의 경우, 금속도금을 통한 도전성 개선, 편조형태, 편조

타수 등을 통해 차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 차폐 케이블의 차폐재로 활용이 가능한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케이블로 제조하고 차폐효과에 대해 살펴

보았다. 편조형태의 차폐케이블은 주파수 약 100KHz에서 3MHz

까지 차폐효과가 약 63dB값을 가졌으며, 테이프 형태의 차폐케이

블의 경우는 주파수가 높아짐에서 따라 차폐효과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테이프 형태의 차폐케이블은 탄소

섬유를 스프레드 핫멜트 형태로 제조하기 때문에 편조형태보다 

틈(gap), 구멍(hole)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자파가 외부로

부터 유입되거나, 방출되어 차폐효과가 떨어졌다. 탄소섬유를 이

용한 차폐 케이블의 차폐효과는 차폐층 재질의 도전성능 증대에 

따라  좋아졌으며, 편조시의 타수가 높을수록 차폐효과가 더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조 시의 타수 증가에 따라, 편조사이의 구

멍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주파수 대역일 경우에는 편조 가닥수가 높을수록, 고주파

수 대역일 경우에는 편조밀도가 높을수록 차폐효과가 우수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금속 차폐케이블의 경우,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

폐케이블보다 저항값이 작고 도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차폐효과

도 높았다. 비록 금속 차폐케이블에 비해 차폐효과는 낮지만, 탄

소섬유 차폐케이블의 경우, 금속도금을 통한 도전성 개선, 편조형

태, 편조타수 등을 통해 차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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