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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의 용단전류 및 차폐 케이블의 과전류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current of Shielded Cable and the Fusing Current 

of Carbo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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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fusing current of carbon fiber and thermal properties of carbon fiber and metal 

shielded cable due to over-current. The fusing current value for the metal-coated carbon fiber was 5.3A in 3K, 7.4K and 13.05A 

in 12K. And if it exceeds 50% of the fusing current was broken with a rapid voltage rise. In the case of carbon fiber shielded 

cable, the temperature of the PVC sheath increased somewhat in the allowable current range. However, the temperature of PVC

sheath rapidly increased to 128.1 in the 2 time allowable current range. This value is 10 higher than the temperature of PVC

sheath on the metal screen cable, because the resistance of the carbon fiber is high and heat transfer rate is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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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전기/전자를 이용한 정보화 시대, 디지털 기술과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전자 장비의 경량화, 소형화 등의 개발로 

인해, 제 4의 공해라고 부를 만큼 광범위한 전자기파에 노출되어 

있다. 전기/전자 장비의 고장 혹은 오동작은 장비 자체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우리 사회의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자

동차, 선박 등의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의 일부는 경

량화, 고유연성 및 전자파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차폐율 40dB 

이상의 전자파 차폐케이블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파 

차폐케이블은 차폐층에 금속 편조(Braid)를 사용하고 있다[1-3].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0년 이후 자동차의 연비를 20km/L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연비개선 방법 중 하나로 와이어링 하

네스의 중량 중 60~70%를 차지하는 전선의 경량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경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

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도체, 절연체, 피복 등의 기존 재료를 대

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량화, 고 유연성의 차폐케이블 연구 중

의 하나의 방법으로 차폐재인 금속을 탄소섬유로 대체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고, 또한 ISO 14572[4] 표준인 도로 차량에 사용되

는 케이블에서 차폐 재질은 도전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

만,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개발 시, 차폐재인 탄소섬유에 대한 

용단전류, 발열 등의 특성과 케이블 제작 시의 전기적 문제에 대

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탄소섬유를 이용한 케이블 연구는 미국의 CTC사, 머큐리케이

블, 중국 Heilongjiang J & X Co, Ltd에서 송전선의 중심인장선

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탄소섬유를 활용한 전기 분야의 

응용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5-7]. 

탄소섬유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95%이상으로 이루어져있기 때

문에 높은 전기전도도와 인장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목적에 따

라 더 높은 전기전도도를 필요로 하여 전해 및 무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특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해도금은 전자의 공급원으

로서 외부전력을 사용하여 용액 중의 금속 이온이 외부 전원으로

부터 운반되는 이온가에 상당하는 전자를 받아서 음극표면에 금

속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무전해도금법은 금속염과 가용성 

환원제 (R)가 공존하는 용액에 피도금체를 접촉시켰을 때 얻어지

는 도금으로 환원제의 산화에 의해 방출되는 전자가 금속 이온에 

전이하여 금속 피막이 형성되며 전기력에 의하지 않는 도금이라

는 의미로 무전해도금이라 한다[8][9]. 따라서 탄소섬유에 고전

도성(구리 및 니켈) 금속 표면처리를 통해 도전성을 증대시키면 

차폐 성능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 차폐 케이블의 차폐재로 활용이 가능한 

탄소섬유에 대한 용단전류값과 발열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파 차폐케이블을 제작하였다. 또한 탄소섬유를 이

용한 차폐케이블의 과전류 실험을 통해, 기존 금속 차폐케이블의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자동차 및 기타 분야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탄소섬유 시료 및 탄소섬유 차폐케이블 제작

표 1은 탄소섬유 차폐케이블 차폐재로 사용될 금속도금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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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탄소섬유의 용단전류 및 케이블 과전류 실험개략도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of  over-current on cable 

and fusing current of carbon fiber

섬유(MCF)와 이와 비교를 위해 탄소섬유(CF) 및 일본 Toho사의 

니켈도금 탄소섬유(NiCF) 12,000가닥을 나타낸다. 생산되는 탄소

섬유는 유연성이 적고 잘 부러지는(Brittle)한 성질 때문에 정전

기 방지 및 마찰에 의한 섬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섬유 

표면에 사이징(Sizing)처리를 하며, 사이징제로는 에폭시를 사용

하였으며, 3000가닥을 대상으로 하였다. 금속도금 탄소섬유는 사

이징제를 제거한 후(Desizing), 순차적으로 구리도금, 니켈 도금을 

진행하고, 표면에 다시 사이징처리를 한 시료로서, 전기전도도는 

약 1.48×104 S/㎝이며, 3,000, 6,000가닥인 시료를 사용하였다. 

각 섬유의 용단전류 특성 비교는 시료를 동일한 가닥수인 12,000

가닥에서 수행하였다. 

Material 사진 가닥 수

금속도금 

탄소섬유(MCF)

3,000(3K)

6,000(6K)

탄소섬유

(CF)
3,000(3K

니켈도금 

탄소섬유(NiCF)
12,000(12K)

표    1 탄소섬유의 사양

Table 1 Parameters of carbon fiber

표 2는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사양을 나타낸다. 케이블은 도

체 단면적 3㎟으로 설정하고, 절연체는 고전압용 XLPE 재질(12

0℃)을 사용하였으며, 피복은 PVC 재질(95℃)를 사용하였다. 케

이블의 제작은 동의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로 가늘게 늘려주는 신

선공정과 집합공정을 거쳐 가닥수(119/Φ0.18㎜)로 연선을 진행하

였다. 제작된 전선 위에 3,000가닥, 6000가닥 각각 금속도금 탄

소섬유를 편조(Braid)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편조기

는 16타 편조기를 사용하였다.

공칭 

단면적

도 체
절연체

두께

절연 

외경

도체 저항

(20 )

/km

허용

전류

A

소선수/

소선경

No./

바깥

지름

3.0 119/0.18 2.4 0.75 약 3.9 6.4 41.3

표    2 탄소섬유 차폐케이블 사양

Table 2 Parameters of CF shielding cable

제조된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접속은 크게 도체의 접속과 차

폐부분의 접속으로 구분되며, 도체의 접속은 일반적인 커넥터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접속은 탄소섬유

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납땜 등의 전기적인 접속이 쉽지 

않다. 또한 현장에서 케이블 접속 시, 작업공정을 최소화하기 위

해 기계적 접속을 선호하게 된다. 

전자파 차폐 케이블의 기계적 접속을 위한 재료와 형태를 그

림 1에 나타낸다. 안쪽에 사용될 재료는 기계적 압력에 의해 조

여짐을 받게 됨으로,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사용하였으며, 바깥쪽

의 재료는 안쪽 재료와의 접촉을 위해 주석 도금 된 재질을 사

용하였다. 먼저, 케이블의 외피를 제거한 후, 탄소섬유 차폐선을 

내부 접속재료의 길이만큼만 남겨놓고 제거한다. 내부의 접속재

료를 내부 구리도체 피복과 탄소섬유 차폐선 사이에 삽입하고 바

깥쪽은 접속재료를 탄소섬유 차폐선과 외부 피복에 삽입한다. 이

후, 압착기를 이용하여 내부접속재료와 외부접속재료를 압착하며, 

심선인 구리 도체와 커넥터를 연결하였다. 

  

그림 1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접속

Fig. 1 Connection of CF shielding cable

2.2 실험방법

탄소차폐 케이블 접속부의 기계적 접속에 따른 접속부위의 전

기적 저항 측정은 KS C IEC 60227-2 표준을 인용하여 측정하였

다. 케이블은 1m 이상 되는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4단자법으로 

측정하였다.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과전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케이블

을 고정할 수 있는 지그(Jig)의 구성은 길이 1m로 선정하고, 양 

끝단의 접속부분에 전류 인가를 위해 구리도체를 사용하였다. 먼

저,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을 지그의 양끝단에 고정

하고, DC 전류원(220V/210A, USA)을 이용하여 전류를 인가하였

다. 탄소섬유의 용단전류값은 전압을 50V로 설정하고, 탄소섬유

가 단선될 때까지 전류를 인가하여 취득하였다. 취득한 탄소섬유

의 용단전류값을 참고로 하여 탄소섬유에 인가할 전류값을 설정

하고, 탄소섬유의 온도변화를 살펴보았다.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의 과전류 실험은 도체 허용전류의 2배를 전류(과전류)를 인가하

여, 열화상 카메라(Flir사)로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기존 금속차폐 

케이블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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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00가닥

 

(b) 6,000가닥

그림 5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시간에 따른 전압변화

Fig. 5 Voltage variation of MCF due to time

    

(a) 탄소섬유의 열중량분석 

     

(b)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열중량분석

그림 3 탄소섬유 및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열중량분석(질소분위기)

Fig. 3 TGA analysis of CF and MCF(in the N2)

그림 4 탄소섬유 및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용단전류 특성

Fig. 4 The fusing current properties of CF and MCF

3. 실험결과 및 검토

 

3.1 탄소섬유의 과전류 특성

그림 3은 탄소섬유 및 금속도금 탄소섬유에 대해 질소분위기에

서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중량분석(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a)의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약 20

0℃부근에서 유연성과 섬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사

이징(Sizing)제인 에폭시 성분이 제거되고, 약 420℃ 부분에서 탄

소섬유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b)의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약 300℃ 부근에서 1차 변곡점이 발생하고, 

약 550℃ 부분에서 도금성분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는 탄소섬유 및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가닥수에 따른 용

단전류값을 나타낸다. 용단전류값은 금속도금 탄소섬유에 1A/sec

로 전류를 흘려 측정하였으며, 3,000가닥에서 5.3A의 용단전류, 

6,000가닥에서 7.4A, 12,000가닥에서 13.05A의 용단전류값을 가

졌다. 니켈도금 탄소섬유의 경우는 12,000가닥에서 9.65A, 탄소섬

유의 경우는 3,000가닥을 4회 꼬인 상태로 12,000가닥으로 만들

었으며, 3.54A의 용단전류값을 가졌다. 동일한 12,000가닥에서 금

속도금 탄소섬유가 가장 높은 용단전류값을 가졌다. 금속탄소섬

유의 경우, 전기저항이 낮은 도금된 구리와 니켈 부분에 전류가 

분류되어 용단전류값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금속도금 탄소섬유 3,000가닥과 6,000가닥의 시간에 

따른 전압변화를 나타낸다. 실험은 시료에 각각의 전류를 10분간 

인가하여, 전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두 가지 섬유 시

료 모두 용단전류의 50% 이하에서는 전압변화가 발생하지 않지

만, 50%이상의 전류가 인가되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상승하였다. 

전압의 급격한 변화는 온도 의 상승으로 이어져 금속도금 탄소섬

유가 발열되고 단선되는 현상을 그림 6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림 6은 금속도금 탄소섬유 6,000가닥의 전류인가에 따른 열화상 

이미지를 나타낸다. 실험은 각각의 전류를 10분간 인가하여, 열화

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6,000가닥의 용단전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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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 2A(Imax 대비 27%)    (b) I = 3A(Imax 대비 40%)

              (c) I = 4A(Imax 대비 54%)

그림 6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시간에 따른 열화상 이미지

Fig. 6 IR image of MCF due to time

표    3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접속에 따른 전기적 저항

Table 3 Electrical resistance of CF shielding cable due to 

connection

시료 전기적 저항값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속 전 1.239×10-3 Ω・

금속도금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속 후 1.351×10-3 Ω・

기존 주석도금 차폐케이블 접속 5.5×10-5 Ω・

 

     (a) After 1min              (b) After 10min

그림 7 허용전류에 따른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열화상 이미지

Fig. 7 IR image of CF shielding cable due to allowable 

current

 

     (a) After 1min              (b) After 10min

그림 8 2배의 허용전류에 따른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열화상 

이미지

Fig. 8 IR image of CF shielding cable due to double allowable

current

7.4A(Imax)에 대하여, 인가전류 2A의 경우 표면온도는 최고 32.

5℃까지 상승하였고, 인가전류 3A일 경우에는 최고 44.7℃까지 

상승하였으며, 인가전류 4A일 경우에는 150℃ 이상으로 상승함

과 동시에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표면은 섬광과 함께 단선되었다.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저항이 낮은 금속성분에 전류가 

흐르고, 도금된 성분이 열에 의해 제거됨에 따라, 탄소섬유의 저

항값 증가와 함께 전압값은 상승되고, 많은 열을 수반하게 되어 

단선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의 발열특성

탄소섬유 차폐케이블은 금속도금 탄소섬유 3,000가닥을 사용한 

케이블에 대하여 발열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과전류에 의한 영향

을 조사하기 전에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속부의 전기적 저항을 

측정하였다. 표 3은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접속에 따른 전기적 

저항값을 나타낸다. 편조 형태의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접속에 

따른 전기 저항을 측정하기 전에 탄소 섬유 차폐만을 측정한 결

과 전기적 저항은 약 1.239×10-3 Ω・㎝이며, 탄소섬유 차폐 케이

블의 기계적 접속에 의한 전기 저항값은 약 1.351×10-3 Ω・㎝을 

나타내었다. 접속 전 후의 전기적 저항값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

지 않았지만, 기존 주석도금 차폐케이블 접속의 저항 값보다는 

높은 값을 가졌다.  

그림 7은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에 도체 단면적인 3㎟의 허용

전류(41.3A) 범위에서 전류를 10분간 인가 후, 열적 변화를 나타

낸 열화상 이미지 사진이다. 10분간 전류를 인가 한 후, PVC 피

복의 온도는 24.7℃에서 46.5℃으로 상승하였지만, 표면의 변화

는 크게 관측되지 않았다.

그림 8은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에 도체 단면적인 3㎟의 허용

전류 2배의 전류를 10분 인가 후, 열적 변화를 나타낸 열화상 이

미지 사진이다. 10분간 전류를 인가한 후, PVC 피복의 온도는 

60.2℃에서 128.1℃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PVC의 녹는점인 

153.8℃까지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PVC 피복은 심한 열 

변화에 의해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관측되었지만, 차폐층

의 금속탄소 섬유의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그림 3의 

TGA 분석 결과에서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열적 특성이 PVC 피복

의 녹는점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동일한 금속차폐 케이블에 허용전류 1배와 2배의 전

류를 10분 인가 후, 열적 변화를 나타낸 열화상 이미지 사진이

다. 그림 a)에서 허용 전류 1배의 전류를 10분간 흘린 경우, PVC 

피복 표면 온도는 약 46.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그림 7의 b)

의 이미지와 유사한 온도값을 가졌다. 그림 b)의 허용 저류 2배

의 전류를 10분간 흘린 경우에는 PVC 표면 온도는 약 118℃로

서 가 8의 b)에 비해 10℃ 정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탄소섬

유 차폐 케이블의 경우, 탄소섬유의 저항값이 금속보다 높고, 열 

전달율이  금속의 열 전달율 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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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 41.3A                (b) I = 82.6A

그림 9 전류에 따른 금속 차폐 케이블의 열화상 이미지

Fig. 9 IR image of metal shielding cable due to current

 

    (a) After 1min               (b) After 10min

그림 10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열화상 이미지(차폐층 전류 = 

4A)

Fig. 10 IR image of CF shielding cable(I=4A at screen)

블 내부에 열 축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존 금속차

폐 케이블과 비교해서, 허용전류에 의한 탄소 섬유 차폐케이블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10에서 나타낸 것

과 같이 탄소섬유 차폐층에 허용전류의 1/10의 전류를 흘릴 경

우,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PVC 피복에서의 온도 상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 차폐 케이블의 차폐재로 활용이 가능한 

탄소섬유에 대한 용단전류 특성과 전류 변화에 따른 발열 특성을 

살펴 보았고, 이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전자파 차폐케이블 제작하

여, 기존 금속 차폐케이블의 과전류를 특성을 비교하였다. 금속도

금 탄소섬유의 용단전류는 3,000가닥에서 5.3A, 6,000가닥에서 

7.4A, 12,000가닥에서 13.05A을 값을 가졌다. 금속도금 탄소섬유 

6,000가닥의 전류인가에 따른 온도 상승을 측정한 결과, 인가전

류 2A의 경우 표면온도는 최고 32.5℃까지 상승하였고, 인가전류 

3A일 경우에는 최고 44.7℃까지 상승하였으며, 인가전류 4A일 

경우에는 150℃이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표면은 섬광과 함께 단선되었다.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저항이 낮은 금속성분에 전류가 흐르고, 도금된 성분이 열에 의

해 제거됨에 따라, 탄소섬유의 저항값 증가와 함께 전압값이 상

승되고, 많은 열을 수반하게 되어 단선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편조 형태의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기계적 접속 전 후의 전

기 저항은 약 1.239×10-3 Ω・㎝에서 약 1.351×10-3 Ω・㎝으로 변화

를 나타내어, 접속 전 후의 전기적 저항값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

지 않았다.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에 도체 단면적인 3㎟의 허용전

류 2배의 전류를 10분인가 후, PVC 피복의 온도는 60.2℃에서 

128.1℃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PVC의 녹는점인 153.8℃까지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금속차폐 케이블에 허

용전류 2배의 전류를 10분인가 후의 PVC 피복의 온도는 약 11

8℃였으며, 금속도금 탄소섬유의 PVC 피복온도가 10℃ 정도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의 경우, 탄소섬유의 

저항값이 금속보다 높고, 열 전달율이 금속의 열 전달율 보다 느

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케이블 내부에 열 축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존 금속차폐 케이블과 비교해서, 허용전류에 의한 

탄소 섬유 차폐케이블의 영향은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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