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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sulator being used for transmission line is to 
mount the charged conductor on the tower or other supports. The 
insulator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its material: porcelain, glass and 
polymer. Polymer insulators are also called as composite insulator or 
non ceramic insulator (NCI). Insulators are a major element of a 
power transmission system. Since a faulty insulator can lead to a 
wide spreading blackout, it must have sufficient mechanical and 
electrical strength. It must be durable, have high electrical insulation 
and be able to withstand a leakage current. It must also be able to 
withstand the toughest weather conditions. In Korea, porcelain 
insulators have been used widely. However, to make compact 
equipment and keep up with global trends, we have enhanced 
domestic production of polymer insulator and are encouraging its 
applications. Accordingly, this thesis will look at types of insulators, 
use and trends, and prospects of insulators application in the field.    

1. 서    론

  송 선로에 사용하고 있는 애자는 기설비의 충 부( 선)를 연시
켜 철탑 는 기타 지지물에 취부하기 한 것으로 연체의 재료에 따
라 자기재자(Porcelain Insulator), 유리애자(Glass Insulator), 폴리머애자
(Polymer Insulator)로 구분 할 수 있다. 폴리머애자는 복합소재애자
(Composite Insulator) 는 NCI(Non Ceramic Insulator) 로도 통용되고 
있다. 
  애자는 기설비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자재로서 품질 불량
으로 이상 발생시는 형 설비고장으로 발 하기 때문에 가혹한 기상조
건에도 충분히 견디어야하고, 기  기계특성 확보  특성의 하를 
일으키지 않는 내구성과 기  연내력을 가져야 한다. 한 설 류
가 작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송 철탑에서 사
용하고 있는 애자의 종류  활용상태와 향후 망에 하여 고찰해 보
고자 한다.

2. 애자 종류 및 분류

  2.1 재료별 애자 종류
  2.1.1 자기애자
  도토(陶土), 장석, 석  등의 미분(微粉)을 당한 비율로 배합하여 반
죽한 것을 고온으로 소성(燒成)하여 제작한 것으로 배 선로에 많이 사
용되는 자기애자와 특고압, 고압 송 선로에 고장력  고강도용으로 
활성 알루미나는 배합하여 만든 고강도 자기애자가 있다.
   세계 으로 상용화 되어 리 사용되고 있는 애자 가운데 하나인 
자기애자는 우리나라의 송 철탑에서 흔히 사용되는 애자다. 1984년 이
에는 일본 등 외국에서 량 도입하여 주로 사용되었으나 1984년부터 

국내업체인 고려애자와 신한애자가 자체 개발한 154kV 송 선로용 자
기애자가 한 에 납품되었으며, 이후 신한애자가 폐사하면서 재는 고
려애자가 국내 유일의 송 용 자기애자 생산업체로 존재하고 있다.

  2.1.2 유리애자
  유리애자는 70%이상의 규토(Silica, SiO2)로 구성되어 있고 온으로 
용해하기 하여 Na2O를, 내구성을 향상하기 하여 CaO를, 제작상의 
편리와 특성의 유지를 하여 MgO, Al2O3(Alumina), K2O의 성분을 
당한 비율로 배합하여 높은 온도의 로(瀘)에서 용융한 후 형에 부어 
제작한다. 제작과정에 따라 표면온도를 내부보다 온으로 랭하고 다
시 내부온도 보다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을 수회에 걸쳐 시행하면서 
냉각한 고장도 유리애자와 서서히 자연 냉각시켜 제작한 보통 유리애자
가 있다. 고강도 유리애자는 특고압, 고압 선로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보통유리애자는 배 선로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기애자와 함께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연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을 제외하면 자기애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자기애자와 달
리 내부 연 괴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애자보다 
우선하여 쓰여 지고 있다. 주로 유리의 원료가 되는 석 이 풍부한 유럽
지역에서 발달되었으며 랑스의 Sediver私는 세계 인 유리애자 제조
회사이며 우리나라에는 재 유리애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2.1.3 폴리머애자
  에폭시 수지를 함유한 섬유유리(Fiber Glass) 에 기 , 기계 , 열
 피로에 견디는 물질을 도포한 고물질 갓을 붙여 만든다.
  자기애자나 유리애자에 비하여 역사는 짧으나 차 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조재의 애자이다. 구조는 심재(Core)와 연부 
(Housing)로 구성되며 연성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계  하 에 견
디어야 하는 심재는  형상의 유리섬유강화 라스틱(FRP Rod)으로 
되어 있고, 심재의 표면은 고무계열의 연부가 감싸고 있다. 
  자기애자나 유리애자에 비하여 가볍기 때문에 시공성이 좋은 장 이 
있으며, 실리콘 재질의 경우 발수성이 뛰어나 오손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송 용 폴리머애자를 제조 할 수 있는 업체는 그
리 많지 않으며, (주)평일, 고려애자, LS 선 등이 있다.

     

<그림 1> 애자별 형상 (자기애자 / 유리애자 / 폴리머애자)

  2.2 기타 애자 분류
  송 선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자는 선의 규격, 1상(相)당 선수량
에 따라 기계 강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애자 규격별로
도 구분이 가능한데 154kV 이하에는 25,000lbs, 36,000lbs의 애자를, 
345kV 이상에서는 210KN, 300KN, 400KN의 강도를 가진 애자를 사용
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 형상에 의해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
데 갓모양의 자기편 는 유리 편을 2～4층으로 하여 시멘트 합하고 
철제 받침으로써 자기를 지지한 후 아연 도 한 핀을 박은 ‘핀애자'(Pin 
Type Insulator), 원 형의 연체 상하에 연결 구를 시멘트로 부착시
켜 만든 것으로 압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연결하여 사용하는 ’ 수
애자‘(Suspension Insulator), 변 소  발 소 등에서 력용기기의 
연 지지용으로 사용되는 ’지지애자‘(Post Insulator), 많은 갓을 가지고 
있는 원통형의 긴 애자로서 구조의 특징상 열화 상이 거의 없고 검 
보수가 용이하고 비에 의한 세척효과가 좋고 오손특성이 양호하여 염진
해 책의 일환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장간애자‘(Long Rod Insulator), 
수애자와 같은 모양으로 연체  부분의 굴곡을 길게 하여 연면거

리( 설거리)를 크게 하여 해안지 나 공장지 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
무애자‘(Anti-Fog Type Insulator)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3. 애자 특성 및 제조과정

  3.1 주요특성
  애자의 특성은 애자를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종류별 특성

항목 자기애자 유리애자 폴리머애자

신뢰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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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자기애자 유리애자 폴리머애자

시공성 △ △ ○

경제성 △ △ ○

기 타

회사별 품질차이 큼
충격,내오손특성 우수

특성 열등
잔류강도 열등

회사별 품질차이 큼 
량,불량애자식별 

특성 우수 
Shattering,Vandalism, 
내오손특성 열등

불량 검출방법 없음 
취 부주의시 손상 
경량,내오손특성양호

 

  * ○ : 우수, △ : 보통, × : 열등(유리  자기애자 : 고품질 경우임)
  * Vandalism : 무의식 인 괴 충동욕구  괴행
  * Shattering : 유리애자의 열처리(Toughening)시 내부에 불순물이 포
함될 경우 제작 후에 외부충격이 없어도 Shell이 자동으로 열

  3.2 애자 제조 과정
  애자의 제조과정은 애자를 만드는 주요 재료별로 다르나 일반 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토를 이용하여 만드는 자기애자는 많은 단계의 과정
을 거쳐야 하나 폴리머애자는 자기애자의 제조과정에 비하여 제조공정
이 단순하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확  사용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이는 자기애자와 폴리머애자의 제조과정은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자기애자

<그림 3> 폴리머애자

  4. 국내 애자 사용 현황

  우리나라에 송 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애자를 살펴보면 부분이 자
기애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유리애자를 사용하 고, 폴리머 애자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그 황은 <그림 4>와 같다.

자기애자 99.51%

폴리머애자 0.08% 유리애자 0.41%
 

(‘08.12.31. 재)

애자종류 설치수량 유율

자기애자 8,890,428 99.51 %

유리애자   37,034   0.41 %

폴리머애자    6,422   0.08 %

합    계 8,933,884   100 %

<그림 4> 국내 송전선로 애자 활용 현황

  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기애자는 고려애자, NGK, 련애자
에서 주로 공 하고 있으며, 96년 이  생산된 국산 수애자는 제조기
술력 이 부족하여 물리․화학  특성 미흡으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경
년변화로 진 으로 성능이 하되는 상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국
산애자의 성능 하로 인한 형 설비고장을 방하기 해 한 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180만개의 국산애자를 철도․ 철․고속도
로․시가지 경과 등 요공작물 횡단개소를 우선 으로 교체하고, 애자
련 탈락시 선이 지상으로 낙하할 수 있는 애자련 1련 설치개소와 기
타 개소로 구분하여 순차 으로 애자를 교체하고 있다. <표 2>는 고려
애자와 NGK 애자의 화학성분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자기애자 주요재료의 화학성분 분석 평균치

성 분 (%) ’95년이  국산 ’96년이후 국산 NGK(’00)

SiO2(Silica) 67.2 58.9 61.0

Al2O3(Alumina) 29.6 35.4 31.7

Fe2O3(산화철) 0.9 0.28 0.27  

   * Alumina는 애자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나 산화철은 불순물
로서 애자성능 유지에 악 향을 미침

  한 국 송 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의 오손도  압별로 사용하고 
있는 애자의 규격이 각기 다르며 요약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규격별 애자 사용개소

 압 강도별 사용개소 비 고

154kV
- 25,000 LBS: 청정지구, 수 는 내장형 
- 25,000 LBS(FOG): 오손지구, 수 
- 36,000 LBS: 청정지구, 오손지구 내장형

ANSI Type

345kV
- 210 kN  : 청정지구, 수 는 내장형 
- 210 kN(FOG): 오손지구, 수형 
- 300 kN  : 청정지구, 오손지구 내장형

IEC Type

765kV

- 210 kN: 청정지구, 잠 형 
- 210 kN(FOG): 오손지구, 잠 형 
- 300 kN: 청정지구, 수형 
- 300 kN(FOG): 오손지구, 수형 
- 400 kN: 청정지구  오손지구 수형, 내장형

IEC Type

기타 - 530 kN, 400 kN: 한강횡단 등 장경간 횡단개소

  5. 향후 전망 

  5.1 자기애자
  154kV이하 송 용 자기애자는 고려애자가 독 하고 있으며, 210kN과 
300KN상 고압용 수애자는 고려애자, 련애자, NGK가 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400KN애자는 NGK만 공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려애자에서 개발한 400KN 수애자가 2009년 5월말 765kV 
고창 시험선로에서 시험사용이 만료됨에 따라 성능확인시험을 추진하고 
있어 시험에 통과 될 경우는 공 자격을 갖추게 되어 400KN애자도 가
격경쟁이 가능하므로써 애자단가가 하락되어 비용 감이 가능 할 것으
로 망된다.

  5.2 유리애자
  재 한 의 345kV 이상 송 선로용 수애자 구매규격에 의하면 유
리애자는 자기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 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 
유리애자 제조업체가 없고 국외 제조업체의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 별
다른 심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국내에 유리애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5.3 폴리머애자
  2006년부터 한 은 154kV 송 선로에 폴리머애자를 차 확  사용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나 공 자측면의 문제로 인해 실질 인 확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평일의 설계 변경된 제품 

의 시험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국  독일 업체가 한 에 납품하
기 하여 공 자 등록을 2008년부터 추진 에 있으므로 공인기 의 
시험이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경우 2009년 하반기에는 납품 자격을 얻
을 것으로 망됨에 따라 폴리머애자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견된다.
 

6. 결    론

  우리나라의 송 선로에서는 재 자기애자, 유리애자, 폴리머애자가  
쓰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송 선로의 고장원인  설비별로 분석하면 애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애자의 품질향상이 설비고장을 
방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기애자는 국내외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신뢰성이 검증
되어 낮은 압에서부터 송 계통 최고 압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폴리머애자는 외국에서도 80년 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나 신뢰성 부분에서 크게 발 되어 왔고, 낮은 
압에서 비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700kV  이상 송 선로는 미국, 
캐나다, 남아 리카공화국, 국 등 일부 국가에서 2004년 이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
성, 시공성과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154kV 이상 송 선로를 상으로 장
기 인 애자 사용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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