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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semiconducting shield specimens for a DC cable is fabricated and characterized by 

measurement of volume resistance, tensile strength, and the coefficient of expansion to show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miconducting shield. Due to the PTC phenomenon, the volume 

resistance at 25℃ increases rapidly in comparison to the volume resistance at 90℃. Since the compounding 

ratio of carbon black is low, the tensile strength and density become lower and the coefficient of 

expansion is increased. As the general specification of the tensile strength and density is 0.8 kgfmm  and 
150%, respectively, the fabricated specimen in this paper has excellent mechanical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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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 인 력을 

공 하기 해 규모 해상풍력단지와 해 이블의 

포설로 장거리 송 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원입지

로부터 장거리 용량 직류 송 방식이 용되고 있

다 [1]. 직류송 은 력손실이 고 교류에 비해서 

압이 낮아 이블의 연이 쉽다. 그러나 직류 압 

하에서 연재료내의 공간 하의 형성은 연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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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키고, 극성반  시 발생하는 연 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 공간 하가 고 체 항이 높

은 폴리에틸 이 사용되고 있다. 이블의 폴리에틸

을 압출 후 가교 시에 DCP (dicumyl peroxide) 부산

물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산물의 발생을 억

제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연체

에 표면이 개질된 산화마그네슘 등 무기첨가제를 사

용함으로써 공간 하 형성을 억제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2,3]. 력 이블의 반도 층은 연층과 계

면을 이루고 있으며, 공간 하의 주입과 계면의 평활

성이 연성능을 좌우한다. 반도  재료 내의 카본 블

랙은 공간 하의 형성과 생성, 이동에 좌우되어 공간

하 소스를 막거나, 일 수 있는 연구가 주목되고 

있다 [4,5]. 반도  재료의 연구는 카본나노튜 와 기

핵제 같은 나노재료를 이용하여 공간 하 억제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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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도  재료에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6].

한 나노 유·무기물질들을 첨가에 따른 기 , 열

특성에 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7]. 직류 이

블용 반도 에 필요한 특성은 공간 하 발생에 의한 

국부 고 계가 없어야 하며, 한 반도 층의 돌기를 

감소시킴으로써 계집 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활성

을 가지는 반도 이어야 한다. 직류 이블용 반도

의 특성을 갖기 해서는 카본블랙의 특성향상과 베이

스 폴리머의 선택이 요하다. 카본블랙과 베이스 폴

리머는 반도 층 주요 특성인 기계   기 도성 

등을 좌우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 카본블랙은 도

성 첨가제로서 분산이 불량하거나 외래입자가 존재

하면 기  특성에 나쁜 향을  수 있다. 

따라서 불순물이 은 깨끗한 카본블랙의 한 

분산이 요하다. 베이스 폴리머의 선택은 비극성 폴

리머를 사용해야 한다. 극성 폴리머를 비극성 폴리머

로 체하면 공간 하 억제 특성이 향상되는데 이는 

극성 폴리머의 극성기는 공간 하에 반응하기 때문에 

공간 하가 축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력 이블용 반도 층의 성능 향상

을 하여 첨가되는 조성물에 따른 특성과 반도  재

료의 물성인 체 항과 그의 온도 의존성, 기계  

특성, 도 등을 측정하고 검토하 다.

2. 실험 방법

2.1 시편 제작

반도  재료의 조성은 베이스 폴리머로서 EBA 

(Ethylene Buthyl Acrylate, Mitsui DuPont)과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삼성토탈)과 함께 도 성

을 부여하기 한 충 제로 Carbon Black (Acetylene 

Black, DENKA)을 사용하 다. 본 시편 제조에 사용

된 카본블랙은 기존의 카본블랙에 비하여 불순물이 

고 평균입자 사이즈 35 nm로 입자가 미세하며 순

도가 높아 기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세틸  

블랙을 사용하 다. 극성 폴리머의 극성기는 공간

하에 반응하기 때문에 비극성 폴리머를 사용하 다. 

사용된 첨가제로는 연 괴의 원인 제공을 하는 압

출 공정상의 문제 인 기가교 상 스코치를 미연

에 방지해주는 스코치 억제제와 반도 과 연층 간

의 계면 특성을 향상시켜 뇌 압 괴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압 안정제, 산화에 의한 수지분해를 

Table 1. Composition of specimens.

                                               (Unit:wt%)

Speci-

mens

T-

1

T-

2

T-

3

T-

4

T-

5

T-

6

T-

7

EBA 63.5 52.8 65.7 65.8 65.8 65.7 65.4

LDPE - 13.3 - - - - -

Carbon 

Black
35.6 33 33 33 33 32.8 32.7

Scorch 

Inhibitor
- - - 0.3 - 0.3 0.3

Voltage 

Stabilizer
- - - - 0.3 0.3 0.3

Antioxidant 0.3 0.3 0.3 0.3 0.3 0.3 0.3

Lubricant 0.3 0.3 0.3 0.3 0.3 0.3 0.3

Cross-

linking 

arent

0.3 0.3 0.7 0.3 0.3 0.3 0.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방지하기 해 산화 방지제, 카본블랙의 분산을 돕고 

도를 감소시켜 압출 가공성을 증가시키기 한 활

제를 첨가하고 분자구조가 선상인 구조를 가교결합을 

형성함으로써 그물과 같은 망상구조로 변경시킴으로 

열 , 기계 , 화학  물성을 보강시키기 해 가교제

가 사용되었다. 시편은 80℃ 오 에서 24시간 건조한 

펠렛형 시료와 충 제를 Haake Internal Mixer 사용

하여 180℃, 60 rpm에서 용융 혼합하고 그 후 혼합된 

시편에 가교제를 첨가하기 해 Two-Roll Mill 사용

하여 15 rpm 조건으로 5분 간 혼합 후 압축 스

를 통하여 180℃에서 20분 간 200 kg/cm2의 압력으

로 압축성형을 하 으며 가로 세로 각각 100 mm, 두

께 1 mm의 시트 형태로 제작하 다. 반도  시편은 

표 1과 같이 조성물의 첨가에 따라T-1～T-7로 각각 

비하 다. T-1은 재 고압 력 이블에 사용

되고 있는 반도  시편이고, 첨가제 A, 첨가제 B, 가

교제 함량과 LDPE와의 blending을 변수로 T-2～

T-7을 각각 제조하 다. 

2.2 평가 방법

2.2.1 체 항 측정

  체 항 실험에서 사용 된 시편은 두께 1 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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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device for measurement of volume 

resistivity.

시트로서 폭 30 mm, 길이 64 mm이다. ASTM D991에 

의해 그림 1과 같이 시편의 양 끝에 극 간 거리가 50 

mm가 되도록 silver paint를 양 끝단에 발랐다 [8]. 상온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 다. 

시험 환경은 상  습도 50%에서 25℃와 90℃로 각각 열

된 오 에 시료를 넣고 30분 간 방치한 후 Mitsubishi 

Chmical사의 Hiresta-UP MCP-450 장비를 사용하여 복합

체 시편의 체 항과 그의 온도 의존성을 측정하 다.

2.2.2 기계  특성

시편들은 실험 규격인 ASTM D638에 의해 그림 2와 

같이 아령형 시편으로 측정하 다 [9]. ㈜명지테크 

Tensometer 2000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조건은 400 

kgfmm와 600%이었으며, 측정속도는 200 mm/min으
로 하여 단 시 인장강도와 신장율을 측정하 다. 실

험은 5회 측정 후 측정치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인

장강도는 크게 항복 에서의 인장강도와 단 에서의 

인장강도로 나뉘며 본 실험에서는 재료가 끊어지는 시

인 단 에서의 인장강도와 신장률을 확인하 다.

2.3 도 측정

실험 규격인 ASTM D792에 의하여 공기 에서 

측정 시료의 무게를 재고 나서 이미 도를 알고 있

는 화학 으로 상호 작용이 없는 불활성 액체에 담근 

다음 부피를 측정하며 단 는 g/cm3으로 나타내는 수

치환법으로 Mirage사의 EW-200SG 장비를 사용하

여 도를 측정하 다. 

Fig. 2. Structure of specimen.

               

3. 결과  고찰

3.1 체 항 측정

일반 으로 기 도도의 값은 체 항의 값으로 

신할 수 있다. 보통 반도 층 재료의 경우에는   

Ω․㎝ ～   Ω․㎝ 정도의 항값을 갖는다. 고분자

에 카본블랙이 혼련 된 경우 도성을 나타내는데 이

러한 카본블랙의 도기구는 매우 복잡하나 일반 으

로 2가지 이론이 유력시되고 있다.

첫째, 구조설 (structure theory)로 연쇄상의 카본사

슬을 통해서 도가 일어난다는 이론이고, 둘째, 핑

설 (junmping theory)로 분산된 카본 입자 사이를 자

가 핑하여 도된다는 이론이다. 참고로 두 번째 이

론의 상은 터 효과 (tunnel effect)라고 한다. 우수한 

기 도도를 얻기 해서 카본블랙이 갖추어야 할 

요한 성질은 첫째, 입자 크기가 미세해야 한다. 즉, 

입자 크기가 미세해지면 단  부피 당 카본 블랙의 수

가 증가되므로 입자 간 거리가 좁아져서 도성이 커

지게 된다. 

둘째, high structure를 가진 카본블랙일수록 자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증가 하게 되므로 도성이 향

상된다. 

셋째는 기공도 (porosity)가 높으면 단 량당 카본

블랙의 수가 증가되므로 입자 간 거리가 게 되어 

도도가 커진다. 

넷째로는 휘발 성분이 자의 터 링 (tunneling)을 

방해하여 도도를 하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낮은 휘

발성을 가진 카본블랙이어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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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olume resistivity of specimens by temperature.

그림 3은 25℃와 90℃에서 체 항의 온도 의존성

을 나타내기 한 그래 로 25℃에 비해 90℃에서 체

 항이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용융온도 이 에서, 베이스 수지 내 온도 상승에 따라 

체  팽창이 증가하여 카본블랙 간격이 늘어나는 정 

온도계수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PTC) 

상으로 본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융온도 근처로 오면 베

이스 수지 내 카본블랙의 이격거리 증가로 인해 도

성 네트워크가 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

성 네트워크 괴는 자의 통로를 방해하므로 체

항이 증가를 하게 된다. 

상기 그래 를 수치 인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기 

해 표 2로 나타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

에서는 13 Ω·cm ～ 21 Ω·cm 범  내에서 체 항

을 나타냈다. 90℃에서는 52 Ω·cm ～ 119 Ω·cm 범

로 체 항이 증가함을 보 다. 한 T-1 ～ T-3 시

편이 25℃와 90℃의 온도에 의한 체 항의 증가율이 

25 ～ 39 Ω·cm로 낮게 나타났고 T-4 ～ T-5시편의 

경우에는 42 ～ 101 Ω·cm로 다른 시편에 비해 높게 

확인되었다. T-1의 체 항은 카본블랙이 35.6 W%로 

다른 시편에 비해 첨가량이 높음으로 인하여 90℃에서 

그만큼 베이스 수지 내 카본블랙 입자간 이격거리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 항이 낮은 수치로 나타나

게 되었다. 즉, 카본블랙의 도기구 이론  카본블랙 

입자간 거리가 게 되는 구조설 (structure theory)에 

의해 기 도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Volume resistivity of specimens by    

temperature.

Specimens 25℃ (Ω-cm) 90℃ (Ω-cm)

T-1 13 52

T-2 18 43

T-3 21 68

T-4 16 54

T-5 18 119

T-6 18 90

T-7 16 68

T-2의 체 항의 경우 용융 이 EBA보다 높은 

LDPE와의 blending으로 인하여 90℃에서 열에 의한 

고분자 복합체의 체 팽창이 더디게 되어 베이스 수지 

내 카본블랙 간의 이격거리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 항이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T-4 시편은 연 괴의 원인 제공을 하는 압출공정

상의 문제 인 기가교 상 스코치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스코치 억제제의 향으로 인하여 T-1, T-2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시편의 체 항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T-3은 가교제의 함량이 다른 시편에 

비해 높음으로 인하여 가교도의 향상과 낮은 체 항

을 상 했으나 시편제조과정  부분 으로 가교가 

덜되어 가교도가 낮아진 것으로 단된다. 

압 안정제가 첨가된 T-5 ～ T-7의 경우는 체

항이 다른 시편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특히 압 안정

제가 첨가된 시편이 체 항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과 T-7시편의 경우에는 첨가제등 조성비가 거의 

같으나, T-7시편이 T-6보다 가교제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가교도가 향상이 되어 체 항이 더 낮게 나

온 것으로 단된다.

 

3.2 인장강도-신장율 측정

탄성을 갖는 본 시료는 강도와 신장률이 함께 작

용한다. 순수한 탄성을 보이는 물질의 강도 (stress, σ)

와 신장률 (strain, ε)의 계는 선형으로 식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C는 상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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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편 순수한 성을 보이는 물질의 단강도 (shear 

stress, τ)는 신장률 속도 (rate of strain, dε/dt)에 비례

하여 식 (5)와 같이 표 된다.

  ×                                  (5)

상기의 식 (4)와 (5)를 각기 Hook 법칙과 Newton 

법칙이라고도 하며, 자의 경우에는 강도가 신장률에 

비례하지만 신장률 속도에는 무 하고, 후자는 강도가 

단지 신장률 속도와 련되어 있고 신장률 자체의 크

기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에 지 측면에서 비교하면 자극으로 공 되는 

에 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물질에 달되는 성질의 

것을 탄성이라 하며 공 된 에 지의 일부가 열 등의 

에 지 형태로서 손실되는 성격을 지닌 것을 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 식 (4)와 (5)는 이상 인 상황

을 의미할 뿐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 에 두 식을 

완벽히 만족하는 것은 없다. 고분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이상 인 물질의 어느 간 성격에 해당하는 

거동을 보이며, 따라서 성과 탄성을 함께 지니고 있

다는 의미에서 탄성을 지니고 있다 [12].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들은 탄성을 갖는 반도  

재료로서 일정 하 에 의해 어느 지 까지 직선 으로 

강도를 발휘하는 탄성 역과 이 역을 벗어난 후 강

도와 함께 신장율이 격하게 증가하는 성 역이 

동시에 나타난다.

표 3은 인장강도와 신장율을 표로 나타냈다. 보는 

바와 같이 T-1～T-3은 첨가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

편으로 첨가제가 첨가된 T-4～T-7보다 체 으로 

인장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첨가제가 가교반응

을 방해하여 가교도가 낮아짐으로 단이 되며, 시편 

에 가교제의 함량이 높고 첨가제가 첨가 되지 않은 

T-3이 인장강도가 1.477 kgfmm로 다른 시편에 비
하여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라

스틱 수지로서 신장율을 가지고 있는 기  고분자

에 기  특성을 만족시키기 해 카본블랙을 함

유하게 되면 고분자 본연의 신장율은 떨어지게 된

다. 즉 카본의 함량이 많을수록 고분자 복합체 시편

의 신장율은 낮아지게 된다. 그에 따라 본 실험 신

장율의 경우 T-1에 비하여 카본블랙이 게 첨가되

었기 때문에 230% ～ 296% 범 에서 증가하며 모

두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Stress, strain of specimen.

Specimens
Tensile strength 

(kgf/mm

)

Strain (%)

T-1 1.344 215

T-2 1.354 230

T-3 1.477 296

T-4 1.120 238

T-5 1.285 256

T-6 1.179 237

T-7 1.165 242

3.3 도 측정

도는 고분자의 기본 물성으로 거의 부분의 물성

에 범 하게 미치므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반도  재료의 도를 나타냈다.

Fig. 4.  Density property in specimens.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1시편에 비해 다른 

시편은 도가 1.103 g/cm3에서 1.106 g/cm3의 범 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1의 도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35.6 W%로 높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해 다른 시편에 비해 도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도는 고분자의 분자  단쇄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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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hain branch, SCB)의 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

는데, 단쇄분지가 많으면 결정화도가 낮아져 도가 낮

아진다. 즉, 합 과정에 의해 생성된 단쇄분지는 결정

화 과정에서 결정구조가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고분자의 도를 하시키며 다른 물성에도 큰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쓰인 시편의 재료인 LDPE는 에틸 을 

합하여 제조하는 합성수지로서 40℃ 이하의 온도에서 

분취된 성분의 단쇄분지를 60개 (C4/1,000 CH2) 이하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단쇄분지가 많

이 포진되어 있으면 결정화 구조를 완성하기가 어려우

므로 도가 감소한다.

4. 결 론

직류 이블의 반도  재료의 물성을 연구하기 하여, 

첨가제와 함량에 따른 체 항, 기계  특성, 도 등

을 평가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각 시료의 체 항은 상온에서 13 ～ 20 Ω·cm가 

얻어지고 90℃에서는 크게 증가된 결과가 각각 얻어졌

다. 상온에서는 첨가제에 따른 체 항의 향은 크지 

않으나, 고온에서는 격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상온과 고온에서 체 항의 큰 증가는 

첨가제의 향이라기 보다는 카본블랙과 기  고분자에 

따른 향으로 단된다.

2. 조성된 반도  재료의 기계 인 물성은 인장강도 

1.1 ～ 1.3 kgfmm, 신장율 215 - 296%의 범  결과

가 얻어졌다. 이 결과는 반도  재료의 기계 인 물성은 

첨가제와 함량에 의존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첨

가제 함량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는 감소하고, 신장율

은 증가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3. 본 실험에서 제작된 각 반도  재료의 도는 1.12  

g/cm3～ 1.1 g/cm3 범 로서 0.93 g/cm3의 도를 지닌 

기  고분자와 카본블랙에 비해서 미량의 첨가제는 

도성에 크게 향을 미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4.  실험을 바탕으로 기  특성을 가장 만족하는 

시편은 T-2로 T-1과 비교하여 은 카본블랙의 함량

과 LDPE와의 블 딩으로 인하여 낮은 체 항을 갖

으며, 기계  특성을 가장 만족하는 시편은 T-3으로 

T-1과 비교하여 가교제의 함량이 높아 가교결합을 형

성함으로 가교도가 높아져 인장강도가 가장 높고 은 

카본블랙 함량과 가교제에 의하여 신장율 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험의 결과는 KS C 3405 [154 kV 고압가교 폴

리에틸  연 력 이블] 한국 산업표 을 통하여 직

류 이블용 반도 층에 합한 기 , 기계  물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용 가능성이 있다고 단하 다. 

그러나 첨가제가 첨가여부에 따라 체 항이 비교

으로 높게 확인되었고 단강도 한 감소하 다. 따라

서 첨가제가 가교를 방해하여 가교도를 해함으로 

단된다. 

본 논문은 기존의 고압 이블용 반도 보다 우수

하거나 최소 동일하고 공간 하 억제 특성이 우수한 직

류 이블용 반도  제조를 해 시작되었으며 비극성

폴리머와 아세틸 블랙을 용하 다. 연 괴의 원인

제공을 하는 압출공정상의 문제 인 기가교 상 

스코치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스코치 억제제와 반도

과 연층 간의 계면특성을 향상시켜 뇌 압 괴 특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압 안정제를 통하여 그 특성

에 따라 가교제를 소량 첨가할 수 있었고 공간 하의 

원인이 되는 가교제와 가교에 따른 가교 부산물이 

어짐으로 상됨에 따라 직류용 반도 의 하축 과 

공간 하 특성이 함께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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