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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선은 다양한 범위와 형태의 전력 및 통신망 

(power & communication networks)에서 전력 또는 신

호를 공급원에서 원하는 장소 및 장치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선은 전송하는 전력 또는 신호의 특성, 설치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지만, 많은 경우 

전력 또는 신호를 전달하는 도체 (conductor),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는 절연체 (insulation), 
전선 내부의 부품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피

복 (jacket)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일반적인 중/
고압 송배전용 전선은 그림 1(a)와 같이 도체, 내/외부 

반도전층 (semi-conductive layer), 절연체, 동심중성선 

(concentric neural), 피복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

는 반면 저압 전력전송용 및 신호전송용 전선은 그림 

1(b)와 같이 반도전층이 제외된 보다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선의 주재료는 크게 금속과 고분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금속은 주로 도체, 동심중성선, 차폐층 

(screening layer)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전력 또

는 신호를 전달하고 차폐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사용되고, 고분자는 절연체, 반도전층, 피복 등과 같

이 주로 전선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사용된다.
  전선에 이용되는 고분자는 전선의 용도 및 사용 환

경에 따라 범용성 열가소성 수지에서 고무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며, 특히 기계적인 탄성 (elasticity) 
및 유연성 (flexibility), 내열성 (heat resistance), 내유

성 (oil resistance), 내한성 (cold resistance) 등이 복합

적으로 요구되는 전선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가교된 분자 구조를 가지는 탄성체가 많이 이용된다. 
  본 총설에서는 고분자가 절연체, 반도전층, 피복 

등과 같은 전선 부품에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과 현재 전선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열가소성 탄성체 및 자기치유 탄성

체가 적용된 전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고분자가 적용되는 전선 부품에 요구되는 

특성 및 관련 연구 동향

1) 절연체

  전선에 사용되는 절연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

체에 흐르는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연체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전기적 특성, 즉 높은 

전기저항도 (electrical resistivity) 및 낮은 유전율 

(dielectric constant)을 가져야한다. 또한, 운전 중인 도

체에는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

열성을 가지는 재료를 절연체로 사용하여야 하며, 보
다 바람직하게 이러한 도체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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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가 

높은 재료를 절연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 2).
  상기한 특성을 가진 절연체로,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PE), EPR (ethylene-propylene rubber), EPDM (ethylene- 
propylene-diene monomer) 등과 같이 전기적 성능 및 

경제성이 뛰어난 폴리올레핀 (polyolefin)계 고분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기적 성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내열성, 난연성 (flame resistance), 내화

성 (fire resistance) 등이 요구되는 전선의 경우 실리콘

계, 불소계 및 폴리이미드계 고분자가 사용되기도 한

다. 이러한 절연체용 고분자, 특히 폴리올레핀계 고

분자는 기계적 물성 및 내열성 향상을 위해 많은 경

그림 1. 일반적인 중/고압 송배전용 전선 (a) 및 자동차용 전선 (b)의 구조

그림 2. 고분자가 적용되는 전선 부품에 요구되는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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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화학적으로 가교되어 사용된다.
  EPR, EPDM과 같은 폴리올레핀계 탄성체에 비해 

전기적 성능과 열전도성이 우수한 가교된 폴리에틸

렌 (crosslinked polyethylene, XLPE)은 대용량의 전력

을 전송하는 중/고압 송배전용 전선에 주로 사용되

며, XLPE에 비해 기계적 탄성, 유연성, 내열성 등이 

뛰어난 폴리올레핀계 탄성체는 철도용, 광산용, 수송

용, 선박용, 해양 플랜트용 등과 같은 산업용 전선에 

많이 사용된다. 또한, 폴리올레핀계 고분자에 비해 

내열성, 난연성, 내화성, 내유성 등이 우수한 실리콘

계 및 불소계 고분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전선 

(flame-retardant cable), 화재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내화 전선 (fire-resistant cable) 
등과 같이 안전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전선에 종종 

사용된다.
  상기한 고분자 이외에도 전선의 전기적/열적/기계

적 성능, 친환경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고

분자를 절연체로 적용하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나, 본 총설에서는 열가소성 탄성체, 자
기치유 탄성체 등과 같은 기능성 탄성체에 한해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2) 반도전층

  중/고압 전력전송용 전선의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삽입되는 내부 반도전층은 둘 이상이 연선된 도체의 

전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도체-절연체 계면에서의 부분방전 및 국부적인 전기 

스트레스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내부 반도전층은 도전성뿐만 아니라 절연체와 강한 

접착력을 가지도록 제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절연

체와 동일한 고분자에 카본블랙 (carbon black)과 같

은 전도성 충진제를 다량 첨가하여 제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력전송용 전선의 절연체 위에 삽입되는 외부 반

도전층은 절연체에 충전되는 전하를 안전하게 방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

우 내부 반도전층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절연체

와 높은 접착력을 가지도록 제조되지만, 전선 설치 

시 작업성을 위해 절연체로부터 용이한 탈피가 요구

되는 경우 절연체로 사용된 고분자와 적절한 상용성

을 가지는 이종의 고분자로부터 제조되기도 한다.
  전력전선용 전선, 특히 중/고압의 송배전용 전선의 

고장은 종종 절연체와 반도전체 사이의 불균일한 계

면에 전기 스트레스가 집중되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절연체-반도전체 계면은 최대한 매

끄럽고 균일하게 제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분자 

절연체에 반도전성 (일반적으로 103 Ω·㎝ 미만의 전

기저항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카본블랙과 같은 전

도성 충진제를 다량 첨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림 

3) 압출 시 절연체에 대해 매끄럽고 균일한 계면을 

형성하도록 반도전층을 제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분산제를 첨가

하거나 배합 조건을 최적화하여 전도성 충진제의 분

산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그래핀 (graphene), 카본나

노튜브 (carbon nanotube)와 같이 입자가 작고 전도성

이 큰 충진제를 소량 첨가하여 카본블랙의 첨가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1-3 또한 

절연체와 균일한 계면을 형성하는 반도전체는 결과

그림 3. 카본블랙 첨가량에 따른 고분자 절연체의 전기저항도 변화6: Cabot사에서 생산되는 카본블랙 (a) 및 AkzoNobel사에서 
생산되는 카본블랙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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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절연체의 전기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절연체의 

허용 전압을 높이거나, 주어진 전압에서 사용되는 절

연체의 두께를 줄여 전선을 경량화하는 등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5 

3) 피복

  전선의 피복은 사용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선의 설치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가 피복으로 이용

된다. 일례로, 광산용 전선은 높은 수준의 인장 및 인

열 강도 (tensile & tear strength), 내마모성 (abrasion re-
sistance), 난연성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 CR (chloroprene rubber), CPE (chlorinated 
polyethylene),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등이 

사용된다.
  전선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피복은 높

은 수준의 기계적 물성, 난연성, 내화학성, 내후성 등

을 동시에 가져야하고, 이를 위해 절연체용 고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성이 큰 고분자를 기반으로 상당

히 많은 양의 충진제가 첨가되어 제조된다. 특히, 비
할로겐계 고분자의 난연성 향상을 위해 흔히 첨가되

는 ATH (aluminum trihydroxide), MDH (magnesium di-
hydroxide)와 같은 난연 충진제는 대부분 고분자 대비 

100 중량부 (즉, 100 phr) 이상 첨가되어야 규격이 정

하는 요구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다량의 충진제가 첨가된 고분자 복합체의 

용융 가공성과 기계적 성능, 특히 탄성과 신장률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선의 피복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첨가되는 충진제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원하

는 물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충진제를 단위 중량

당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충진제 (nano-filler)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고분

자내 나노 충진제의 분산도 및 분산된 형태와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연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7-10

  나노 충진제를 포함한 충진제의 분산도는 고분자

와 충진제의 특성에 따라 혼합 조건을 조절하거나 

충진제와 고분자 사이의 상호간력을 향상시키는 역

그림 4. 카본나노튜브 (CNT) 분산 구조 (cellulation model)에 따른 고무-CNT 나노 복합체의 물성 변화 (a) 및 2단계 롤 배합 
공정을 통해 구현된 FKM-MWCNT 나노 복합체의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image (MWCNT 16 wt.%, 저배율 
TEM image, b와 고배율 TEM imag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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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분산제 (dispersing agent)를 첨가하여 향상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자 구조상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MWCNT (multi-walled carbon nanotube) 가닥들이 반

데르발스 분산력으로 다발을 이루고 있는 MWCNT 
충진제의 분산성은 고온과 저온에서의 2단계 롤 배

합 (roll mixing & compounding) 공정을 통해 크게 향

상시킬 수 있다 (그림 4).11 이 경우, 1단계 100℃ 이상

에서의 고온 배합 동안에는 고분자들이 MWCNT의 

가운데 빈 공간으로 확산되어 삽입되며, 2단계 20℃
에서의 저온 배합 동안에는 MWCNT의 내외부를 둘

러싼 고분자에 강한 전단응력이 가해져 MWCNT 다
발이 각각 분리되고 분산된다. 이렇게 제조된 균일한 

분산성을 가지는 FKM (fluoroelastomer)-MWCNT 나
노 복합체는 260℃의 고온과 239 MPa의 고압이 가해

지는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기계적, 열적 성능을 보였다.  
  또 다른 예로, 약 1 nm 정도의 실리케이트 (silicate) 
층이 수 나노미터의 공간을 두고 적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유기나노점토 (organoclay)의 분산성은 서로 구

별되는 기능을 하는 두 종의 분산제를 동시에 첨가하

여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5).12 이때, 제 1 분산제는 

실리케이트 층 사이에 우선적으로 침투하여 층간 거

리를 넓힘으로써 고분자의 층간삽입 (intercalation)을 

유도하는 역할을 주로 하며, 제 2 분산제는 고분자-유
기나노점토 사이의 상호간력을 증가시켜 층간 박리 

(exfoliation)를 활성화하는 역할 및 박리된 실리케이

트 층을 고분자 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주로 한다. 이와 같이 서로 구별되는 기능을 하는 두 

종의 지방산 유도체 (fatty acid derivative)가 동시에 

첨가된 EPDM-유기나노점토 나노 복합체는 유기나

노점토를 포함하지 않은 EPDM 또는 둘 중 한 종의 

지방산 유도체만을 함유한 EPDM-유기나노점토 나

노 복합체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분산도와 기계적 

물성을 보였으며, 이때 첨가된 유기나노점토의 양은 

5 phr 이하로 비교적 소량이었기 때문에 EPDM의 기

계적 물성 이외의 절연성, 투명성, 유연성 등과 같은 

고분자 물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5. 유기나노점토 (OC), zinc stearate (ZS) 또는 올리브유 (OLO)를 선택적으로 포함한 EPDM의 stress-strain curve (a), 
X-ray diffraction pattern (b) 및 FE-SEM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c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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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가소성 탄성체 (Thermoplastic elastomer)

  열가소성 탄성체는 고분자 주쇄 간의 화학적인 결

합에 의해 가교되는 일반적인 고무와는 달리 분자 

간 상호간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가교되는 고분자로, 

상온에서는 고무와 유사한 기계적 탄성을 보이지만 

분자 간 결합이 해제되는 고온에서는 가역적으로 용

융 가공이 가능한 고분자이다.
  열가소성 탄성체의 특성을 보이는 고분자로는 서

로 상용성이 낮은 둘 이상의 단량체 단위 (monomer 

그림 6. 열가소성 탄성체로 이용되는 고분자: 공중합체 (미세상 분리된 후 (a)와 전 (b)의 atomic force microscope image)13, 
고분자 블렌드 (c, d)21 및 초분자형 탄성체 (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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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온도에 따라 가역적인 

미세상 분리 (microphase separation)가 발생하는 공중

합체 (copolymer) (그림 6(a)와 (b)), 서로 상용성이 낮

은 둘 이상의 고분자가 기계적으로 혼합되어 온도에 

따라 가역적인 거대상 분리가 발생하는 고분자 블렌

드 (그림 6(c)와 (d)), 고분자 또는 저중합체 (oligomer)
의 분자-분자 또는 분자-금속간의 이온결합, 수소결

합 등과 같은 2차 결합을 통해 온도에 따라 가역적으

로 미세상을 형성하는 초분자형 탄성체 등이 있다 

(그림 6(e)).13-15

  화학적으로 가교할 필요가 없는 열가소성 탄성체

는 가교를 위한 특별한 장치 및 공정 없이 압출 또는 

사출만으로 비교적 빠르고 쉽게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고, 고온에서 반복적인 용융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

에 가공 시 발생하는 스크랩 (scrap)을 바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선의 

부품, 특히 고분자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많이 첨가

되지 않아 재활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중/고압 송

배전 전선용 절연체를 기존 XLPE에서 열가소성 탄

성체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

다.16-20

  기존 중/고압 송배전 전선용 XLPE 절연체를 대체

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적 성능을 가진 열가소성 탄

성체는 대부분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thermoplastic 
polyolefin, TPO)으로 알려진 폴리올레핀 간의 블렌드

들로, 1) EPDM, EPR 등과 같은 탄성체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폴리에틸렌-폴리프로

필렌 공중합체 등과 같은 열가소성 수지의 블렌드, 
2)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폴리에틸

렌-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또는 폴리프로필렌/폴리

에틸렌-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등과 같은 열가소성 

수지 간의 블렌드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중 특히 

용융 온도가 높은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폴
리프로필렌 공중합체가 충분한 양 이상 포함된 TPO
는 기존 XLPE에 비해 높은 사용 온도를 가지는 전선

의 절연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

만 이러한 폴리프로필렌계 수지를 포함한 TPO들은 

대부분 비상용성 블렌드 (immiscible blend)이기 때문

에 종종 그림 6(c)와 같이 분리된 상의 크기가 5 ㎛ 
이상인 거대상을 형성하고, 이러한 거대상의 계면들

은 전기적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결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고압 송배전용 절연체로는 부적합하다. 따
라서 이러한 거대상 분리를 억제하여 그림 6(d)와 같

이 분리된 상의 크기가 5 ㎛ 이하인 TPO를 제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거대상 분리가 억제

된 TPO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거대상 분리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고분자 성분비를 적용하여 용융 혼합

하는 방법, 각 고분자 성분을 한 중합기 내에서 순차

적으로 중합하면서 혼합하는 방법, 냉각 속도를 조절

하여 사용 온도 범위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거대상 

분리가 억제된 분리상을 형성시키는 방법 등이 알려

져 있다.

3. 자기치유 탄성체 (Self-healing elastomer) 

  자기치유 고분자는 외부의 물리적 손상에 의해 생

성된 파단 또는 절단면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

로 치료하는 고분자 재료로, 이러한 자기치유 고분자

를 산업용 제품에 적용하면 제품의 안정성 및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손상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소

그림 7. 자기치유 고분자를 구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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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관리비용 및 손상된 제품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십 kV이상의 전력을 전달하는 중/고압 송배전용 

전선 및 접속재에서 절연체의 고장은 절연체의 크랙 

(crack), 동공 (void)과 같은 결함에 전기적 스트레스

가 집중되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 전파되어 발

생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절연체 파괴에 

의한 전력 송배전 시스템의 고장과 이로 인한 산업

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연체의 결함을 

발생 초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필

요하지만, 설비 내부 절연체의 미세한 초기 결함을 

발견해 내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장비 및 인력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자기치유 고분자를 절연체로 적용하

여 절연체의 미세 결함 발생을 스스로 치유함으로써 

절연체 파괴에 의한 전력전송 시스템의 고장과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자기치유 고분자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반응성 

단량체를 캡슐 또는 도관으로 보호하여 고분자에 도

입하는 방법 (그림 7(a)와 (b)), 고분자 자체가 자기치

유 기능을 갖도록 고분자를 제조하는 방법 (그림 

7(c)) 등이 있다.22-25

  빛, 열, 습기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또는 고분자

에 분산되어 있는 개시제에 의해 중합이 개시는 단량

체가 캡슐 또는 도관에 의해 보호된 상태로 고분자에 

첨가되어 구현된 자기치유 고분자는 손상 발생 시 

외부 자극에 노출된 단량체가 방출 및 중합됨으로써 

손상 부위를 자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단량체 중합형 자기치유 고분자는 자기치유 시 

비가역적인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치유된 부위에 또 다른 손상이 발생할 경우 재치유가 

불가능하고, 단량체를 함유한 캡슐 또는 도관은 고온 

및 고압이 가해지는 고분자 가공공정 동안 쉽게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입된 캡슐 또

는 도관은 고분자 내부에서 공극 또는 결함 역할을 

그림 8. 수소결합에 의해 자기치유되는 고분자의 합성 방법 및 자기치유 성능

그림 9. 미세 상분리된 고분자 brush간의 수소결합에 의해 자기치유되는 고분자의 합성 방법 및 자기치유 성능



19Rubber Technology Vol. 19, No. 1·2, 2018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자기치유 성

능을 갖는 중/고압용 절연체를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

다.
  고분자 자체가 상온에서 자기치유 기능을 갖는 고

분자는 비교적 저분자량의 고분자 또는 저중합체 

(oligomer)가 분자 간 강한 수소 또는 이온 결합을 통

해 상온에서 물리적으로 가교된 상태에 있는 탄성체

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고분자는 손상 시 가역적인 

초분자 조립 (supramolecular assembly)을 함으로써 손

상 부위를 자발적으로 치유한다. (그림 8과 9).26,27 이
러한 초분자 조립형 자기치유 탄성체는 상기한 단량

체 중합형 자기치유 고분자와는 달리 별도의 외부 

자극 없이 치유가 개시 및 진행되며, 손상 부위는 가

역적인 초분자 조립에 의해 치유되기 때문에 동일 

부위에 재손상 발생 시 재치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분자 배합, 성형 등의 가공공정을 그대로 적

용하여 자기치유 고분자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초분자 조립형 자기치유 탄성체는 초기 기

계적 물성값이 낮을수록 자기치유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즉 초기 성능 회복률이 높아지고 자기치유 

온도가 낮아지며 자기치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기치유 성능이 우수한 초분자 조립형 탄성체의 초

기 기계적 물성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에는 너무 낮

다는 근본적인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초분자 조

립형 자기치유 탄성체는 초분자 조립을 위해 아미드 

(amide), 우레탄 (urethane), 우레아 (urea), 에스터 

(ester) 등과 같은 극성기 또는 금속 이온을 다량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절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분자 조립형 자기치유 탄성체를 중/
고전압용 절연체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고압용 전선에 비해 초분자 조립형 자기치유 탄

성체를 저압용 전선에 적용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데, 이러한 자기치유 탄성체를 절연체로 적용하여 자

그림 10. PDMS (polydimethylsiloxane) mold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자기치유 되는 전선의 제조 방법 (a) 
및 제조된 자기치유 전선을 절단한 후 2차원 U자형태 또는 3차원 교량형태로 연결하여 재구성한 전기 회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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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유 전선을 제조한 예는 그림 10과 같이 보고된바 

있다. 이 경우, 자기치유 전선은 그림 8과 같은 유형

의 초분자 조립형 자기치유 탄성체가 절연체, 상온에

서 액상인 EGaIn (eutectic galium indium, 전기전도도 

~ 3 × 104 S·m-1 & 녹는점 = 15.7℃)가 도체로 적용되

어 제조되었고 (그림 10 (a)), 절단 후 여러 가지 형태

로 변형된 후에도 도체 및 절연체가 스스로 자기치유 

되어 계속 전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림 10(b)).28  
 

4. 맺음말

  본 총설에서는 고분자를 절연체, 반도전층, 피복 

등과 같은 전선 부품에 적용할 때 고분자에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특성과 현재 전선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

는 고분자, 그리고 고분자 전선 부품과 관련된 최근

의 연구 동향을 탄성체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선의 전기적/열적/기계적 성능 및 친환경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열가소성 탄성체와 자기치유 탄성체를 소개하였다.
  우수한 안정성, 친환경성 및 전력/신호 전달 성능

을 가지는 전선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향상된 전기적 성

능, 내열성 및 열전도도를 가지는 절연체, 절연체와 

보다 균일하고 매끈한 계면을 형성하는 반도전층, 사
용 환경에 대해 보다 높은 저항성을 가지는 피복 등

에 대한 필요성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전선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다양한 고성능 및 

고기능성 고분자를 응용하는 연구가 향후 보다 활발

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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