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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력설비 중 하나인 GIS(Gas Insulated Switchgear)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크기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제품 내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고 이를 견딜 수 있도록 부품의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GIS 내부에 사용 중인 스페이서는 

마이크로 복합재료로서 이미 그 성능이 최대치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최근 학계 및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나노 복합재료 

기술을 통한 부품의 성능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복합재료의 개념설계, 소재 분석 및 선정, 시편 

제작, 특성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마이크로 복합재료 제조공정에 

나노 용액 투입 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정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나노입자의 크기,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 표면처리 및 분산성 확보 방안, 시편 제조 

공정과 특성평가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나노입자의 분산은 Direct dispersion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표면 처리제의 선정과 혼합 설비 및 공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 실험에 사용할 나노입자를 TEM과 XRD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크기는 수 nm이며 γ-phase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표면처리 후보군을 찾았고, 

에폭시와의 반응성을 확인하여 Oleic acid, Octanoic acid, Otylamine을 

1차로 선별하였다. 표면 처리된 나노입자들을 점도가 높은 에폭시에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제에 녹일 필요가 있고, 용제는 고분자의 

경화 반응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제조공정 중 모두 제거되어 최종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와 함께 표면 

처리제와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1차로 용제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면 처리제들로 나노입자의 표면을 처리하여 각 용제에 분산시킨 나노 

용액의 평균 입도를 DLS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표면 처리제는 Oleic acid, 용제는 Hexane으로 선정하고 특성 평가를 

위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마이크로 복합재료와 나노 복합재료 시편을 제조하여 특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 나노 복합재료(1phr)의 기계적 성능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전기적 성능이 마이크로 복합재료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기계적 성능의 경우 나노입자의 표면처리가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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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나노입자와 고분자 간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특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적 성능의 경우 절연재료의 절연파괴에는 2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는 단시간의 높은 전계 스트레스로 인한 

전자사태이고 나머지는 장시간의 낮은 전계 스트레스로 인한 electrical 

treeing의 성장이다. 나노입자는 electrical treeing의 성장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 장시간 절연파괴 모델에는 유효하나 본 연구에서 평가한 

단시간 절연파괴 모델의 전자사태를 방지하는 것에는 유효하지 않아 

절연 성능의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나노 복합재료(3phr)의 경우 나노 복합재료(1phr)보다 특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나노입자의 함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게 되면 입자들끼리 서로 응집하여 적절히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노 복합재료의 소재 선정, 시편 제작, 특성평가 

방법을 확립하였고, 시편 실험을 통해 성능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제작 공정의 최적화, 추가 소재 선정, 장기 절연내력 평가 

등을 통해 원하는 수준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어 : 나노 복합재료, 고전압, 전력기기, 에폭시, 알루미나 

학  번 : 2017-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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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전력 설비의 compact화와 절연기술의 발전 
 

전력망을 구성하는 주요 설비 중 하나인 GIS(Gas Insulated 

Switchgear)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 그 크기가 지난 40여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1], [2]. [그림 1-1] 

 

 

[그림 1-1] GIS의 체적, 무게, SF6가스 사용량의 변화 [1], [2] 

 

차단기(Switchgear)는 정상적인 부하전류의 개폐와 계통 이상 시에 

발생하는 큰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의 전력기기로서 그중 한 종류인 

GIS는 내부의 절연 매질로 SF6 가스를 사용하는 폐쇄형 개폐 장치이다. 

제품의 소형화를 통해 제조사는 원가 및 운송비를 절감하여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사용자는 설치 면적 축소를 통해 대지 매입 비용이나 

건물 임대료, 보험료 등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도 제품의 소형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절연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부품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학계와 산업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절연 기술로는 

개선된 절연 코팅, 열가소성 플라스틱, 전기적 비선형 전계 제어 재료, 

경사 기능재료,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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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의 구조적 지지 및 절연 가스의 구획 설정을 담당하는 부품인 

스페이서에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가 가지는 특유의 장점인 고온 성능, 

절연/구조 특성 및 설계 용이성을 활용하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 [그림 1-2] 

 

 

[그림 1-2] 절연기술의 실현가능 시기와 효과 [2] 

 

나노 복합재료는 다른 기술에 비해 그 기대효과가 크고 기술의 

특성상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 하기 어려운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나노 복합재료 기술을 도입해 특성을 30% 정도 향상할 수 있다면 

크기를 약 20% 정도 축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간 수백 톤의 재료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이서의 

전기적/기계적 성능 향상을 위한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기존 연구사례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는 이미 전력기기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다양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케이블 절연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인 LDPE(Low density polyethylene)에 

silane으로 표면 처리한 수십 나노 크기의 MgO 입자를 첨가하여 DC 

절연내력과 체적저항을 향상하고 DC cable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전하 축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한 예이다[3]. 에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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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는 스페이서뿐만 아니라 전기 절연용 부품 제작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주조 방식으로 제작 시 마이크로 첨가제를 추가하여 특성을 

향상하는 기술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나노 크기의 

SiO2를 5.4vol% 추가하여 부분 방전으로 인한 절연파괴 시간을 20배 

이상 증가시킨 연구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4]. 또한 에폭시와 

유리섬유, 그리고 마이카 테이프로 이루어진 회전기 절연 시스템에 

10nm 크기의 소수성 실리카를 1% 추가하여 열전도율을 0.2W·m-

1·K-1 향상한 연구는 나노 복합재료가 전기적 특성 향상뿐만 아니라 

열적 특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5]. 앞에서 예를 든 DC 

Cable의 공간전하 축적 문제 해결, 회전기 절연물의 열전도도 향상, 

부분방전에 대한 내성 증가 등과 같이 이미 상업적으로 나노 복합재료를 

적용하여 전기적, 열적 특성 향상을 달성하였거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6]. 

에폭시를 베이스로 한 나노 복합재료는 이미 널리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 무기 첨가제들이 사용되고 있다[6], [7]. [표 1] 나노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표면 처리제 

(=coupling agent, surfactant)들이 사용되지만, 알루미나를 나노입자로 

사용하는 경우 대개 실레인(silane)이 사용된다. 실레인은 나노 

알루미나 표면의 수산기(hydroxyl group)와 축합반응을 통해 결합하여 

나노입자의 표면을 개질함으로써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잘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8]. 하지만 실레인은 GIS 내부의 절연 

가스인 SF6와의 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될 표면 

처리제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실레인을 대체할 수 있는 표면 

처리제를 찾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이다. 

 

화학적 구조 분류 예

Oxides  TiO2, SiO2, Al2O3, ZnO, MgO, Sb2O3

Hydroxides  Al(OH)3, Mg(OH)2

Metals  Al, Au, Ag, B, SN, Cu, Steel

Silicates  asbestos, talc, mica, nanoclat, kaolin

Salts  CaCO3, BaSO4, CaSO4

Carbides and nitrides  AIN, BN, SiC

Carbon  carbon nanotubes, carbon black, graphene, graphene oxide

Natural polymers  cellulose, wood fibes, cotton, flax, starch

Synthetic polymers  aramid, polyester, polyamide, polyvinyl alcohol fibers

유기물

무기물

 

[표 1] 복합재료용 첨가제의 종류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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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에폭시와 경화반응 
 

스페이서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성분인 에폭시는 그림 2-1 같은 

분자구조를 가지며 고분자 매트릭스로서 마이크로/나노 복합재료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화 시 수축이 작고,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한 각종 첨가제를 다량 

첨가할 수 있으며 접착성 또한 뛰어나 복합재료로서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화시간이 길고, 무극성 고분자에는 접착성이 

떨어지며 경화제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1] 에폭시의 분자구조 
 

에폭시는 다양한 종류의 경화제에 의해 경화된다.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는 무수물(anhydrides)로서 산 무수물 경화제는 

이산(diacid)에서 물을 제거하여 얻을 수 있다[9]. [그림 2-2] 

 

 

[그림 2-2] 산 무수물 경화제의 생성[9] 

 

무수물 경화 에폭시 수지는 에폭시 분자와 무수물의 반응기가 

연결되어 이종 중합체를 만들어내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먼저 에폭시 주쇄나 다른 알코올(지방족, aliphatic)로부터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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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무수물과 반응하여 모노 에스터(monoester)를 형성하고, 이 

모노 에스터가 카복실산(carboxylic acid)으로 에폭시 그룹과 반응하여 

다이에스터(diester)를 형성한다[9]. [그림 2-3], [그림 2-4] 

 

 

[그림 2-3] 산 무수물과 에폭시의 반응[9] 

 

 

[그림 2-4] 카복실산과 에폭시의 반응[9] 

 

무수물 경화제는 다른 경화제와는 달리 많은 경쟁 반응을 겪는다. 

경쟁 반응은 에폭시 그룹과 이차 알코올이 반응하여 (베타 하이드록시, 

β-hydroxy) 에테르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9]. [그림 2-5] 

 

 

[그림 2-5] 에폭시와 2차 알코올의 반응 [9] 

 

무수물 경화제는 에폭시의 유형, 주쇄, 기능과 함께 매트릭스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을 결정한다. 배합에 따라 투명도, UV 내구성, 열적 

안정성, 높은 유리 전이온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아민계 경화제보다 우수한 점은 무수물 대 에폭시 수지의 

혼합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합성 공정 시 혼합 

수지의 점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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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미경화 상태의 무수물 경화제는 물과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공정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단점은 반응 메커니즘이 경화 사이클에 영향을 

받으며 정확한 종료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수물 경화제를 보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9]. 

 

제 2 절 유, 무기 복합재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온에서 성형을 할 

수 있는 재료로서 고분자 유기 화합물이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경화 

특성에 따라 열경화성과 열가소성으로 분류되며 열경화성은 경화 후에는 

경화 전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에는 에폭시, 폴리에스터, 폴리이미드 

등이 있으며 그 자체로도 취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열적 특성, 치수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해 첨가제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7].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재료는 각 구성요소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재료가 된다[6]. 

복합재료에 무기물 첨가제로 사용된 알루미나는 탄산나트륨 

함유량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며 등급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입자 

크기, 형태, 순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결정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α, χ, η, δ, κ, γ)의 알루미나가 존재하며 알루미늄 

수산화물의 열처리를 통해 만들어진다[10], [11]. [그림 2-6] 예를 

들어 Gibbsite(Al(OH3))로부터 α-알루미나를 얻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열처리가 필요하다. 알루미늄의 결정구조는 X-ray 

diffraction(XR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 

알루미나는 주로 기계적 특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가하며 열팽창률 

및 경화 수축률의 감소, 경화 시 발열 제어, 접착성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경량으로 복합재료의 경량화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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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알루미나와 알루미늄 수산화물의 구조변화 [11] 

 

제 3 절 나노 복합재료 
 

나노 복합재료란 복합재료 구성 성분 중 하나의 크기가 100nm 

이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고[6], [13],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는 

고분자 내에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가 소량(10wt% 이하) 균일하게 

분산된 것을 말한다[14]. 

나노 복합재료는 무기물 첨가제와 유기물 간 계면의 제어가 

핵심이다[15]. 그 이유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동일 체적 당 

표면적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표면 특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표면적의 증가가 계면 특성, 응집 현상, 입자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6]. [그림 2-7] 뿐만 아니라 입자의 크기, 

유기물과 입자의 종류, 물리화학적 조성, 형태, 분산 등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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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입자크기의 감소에 따른 표면적의 증가 [16] 

 

나노입자는 일반적으로 용액이나 기체에 분산될 때 서로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계면 면적이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초음파 처리를 통해 저감할 수 있으며 그 세기와 

시간에 비례하여 평균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입자 크기의 분포는 

DLS(Dynamic light scatteri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 나노 복합재료를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부품인 스페이서는 마이크로 복합재료로서 열경화성 고분자 소재인 

에폭시에 마이크로 크기의 알루미나 입자를 첨가하여 그 특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여기에 나노입자를 추가하여 스페이서를 나노 복합재료로 

만들어 성능을 한 단계 더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합재료는 

고분자와 첨가제의 계면 특성이 가장 중요하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노입자를 사용하면 그 표면적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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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편 제작 
 

 

제 1 절 개념 설계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나노 복합재료로 제작한 부품의 특성에 

대해 다음의 2가지 가정을 하였다. 첫 번째, ‘나노입자가 고분자 내에 

뭉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잘 분산되면 일정 부분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와 두 번째, ‘나노입자가 잘 분산된 것만으로는 성능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표면처리를 통한 고분자와의 강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이다. 에폭시와 알루미나 복합재료에는 나노입자의 

표면 처리제로 주로 실레인을 사용하여 화학적 결합을 하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GIS 내부에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가정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추후 연구에는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다른 표면 처리제를 찾아 그 성능 향상 정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나노입자의 분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는 Direct 

dispersion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Direct dispersion은 

고온에서 고분자와 나노입자를 기계적으로 섞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적용 시에는 나노입자의 표면처리를 통해 입자들끼리 서로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혼합 설비 및 공정을 통해 나노입자들이 

고분자 내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1] 나노입자의 분산 개념(물리적(상), 화학적(하))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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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노입자 표면에 표면 처리제를 화학적으로 결합해 표면의 

특성을 변화시키면 나노입자들끼리 서로 뭉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분자와도 화학적 결합을 통해 강하게 결합할 수 있어 상당한 특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6], [18]. [그림 3-1] 

 

제 2 절 소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무기물 첨가제로 Aluminum oxide(alumina; 

Al2O3)를 사용하였고, 기존에는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만 사용하던 

것에서 나노 복합재료의 제작을 위해 나노 크기의 입자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알루미나는 탄산나트륨 함유량에 따른 

등급, 입자 크기, 형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마이크로 크기의 알루미나는 Soda level(Sodium, 

Na)에 따른 분류상으로는 Low soda 등급(0.03~0.1%)으로 분류된다.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으로 표면처리 전 입자 

크기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마이크로입자는 크기가 수~수십μm, 

나노입자는 10n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 

 

 

[그림 3-2] 알루미나의 TEM 사진 (마이크로(좌), 나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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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XRD(X-ray Diffraction Spectroscopy)를 통해서 알루미나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입자는 α-phase, 나노입자는 γ-

phase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3] 

 

 

 

[그림 3-3] 알루미나의 XRD 결과 (마이크로(상), 나노(하)) 

 

표면 처리제는 단일 입자들의 계면 간 장력으로 서로 뭉치는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주쇄의 탄소 수 및 리간드 종류가 다른 

여러 후보 표면 처리제들의 효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표면 처리제를 

선별하였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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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표면 처리제 후보군 

 

위의 후보군 중 특별히 고가이거나 구하기 어려운 소재는 일차적으로 

선별한 후 에폭시와 1:1로 섞어 고온에서 교반하는 방식으로 

이차적으로 후보군을 추렸고 어떤 인자들이 반응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탄소 수가 8개이면서 아민기(-NH2)를 가지는 

Octylamine과 카복실기(-COOH)를 가지는 Octanoic acid를 통해 

리간드 종류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20℃에서 두 표면 

처리제 모두 에폭시에 잘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리간드는 카복실기(-COOH)이면서 탄소 수가 8개인 Octanoic acid와 

탄소 수가 18개인 Steric acid를 비교한 결과 탄소 수가 많은 경우 

에폭시에 잘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주쇄 내 

이중결합 여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이중 결합을 보유한 Oleic 

acid는 에폭시에 잘 섞이고 이중결합이 없는 Steric acid는 에폭시에 잘 

섞이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주쇄의 형태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고리형 구조인 4-Hydroxy benzoic acid는 에폭시에 잘 

섞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고리형 구조보다는 사슬형 구조가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표면 처리제는 분자 구조가 사슬형이면서 

주쇄의 길이가 짧거나 혹은 길더라도 주쇄 내 이중결합이 있어 분자 간 

결합을 방해하는 경우 에폭시에 잘 분산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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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에폭시와 표면 처리제의 반응성 

 

다음 단계로 앞서 선별한 Oleic acid, Octanoic acid, Otylamine에 

적절한 용제를 찾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표면 처리된 나노입자들은 

점도가 높은 에폭시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용제에 녹여 점도가 높은 

에폭시에도 잘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용제들은 

고분자의 경화 반응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제조공정 중 모두 제거되어 

최종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Acetone, Hexane, 

Ethanol, Toluene을 후보군으로 하여 각 표면 처리제로 표면을 처리한 

나노 알루미나를 용해했다. 그 결과 그림 3-6과 같이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극성의 나노 알루미나는 극성 용제인 Ethanol에, Oleic acid를 

사용하여 표면을 처리한 나노 알루미나는 Hexane과 Toluene에, 

Octanoic acid를 사용하여 표면을 처리한 나노 알루미나는 Acetone과 

Hexane에 잘 용해되었다. 이는 극성의 나노 알루미나 입자를 적절히 

표면 처리하여 무극성을 만들면 같은 무극성인 Hexane에 용해가 잘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Otylamine으로는 표면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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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용제와 표면 처리제의 반응성 

 

마지막으로 앞선 실험 결과로 선정된 표면 처리제들로 나노 

알루미나를 표면 처리하고 용제에 분산시켰을 때 뭉치지 않고 잘 

유지되는지 DLS(Dynamic light scattering)로 확인하였다. [그림 3-7] 

 

 

[그림 3-7] 표면 처리한 나노 알루미나의 평균 입도 (DL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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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나노 알루미나를 Oleic acid로 표면 처리한 경우 평균 

입도가 157.4nm, Octanoic acid로 표면 처리한 경우 646.5nm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Octylamine으로 표면 처리한 경우에는 평균 입도가 

10μm 이상으로 신뢰성 있는 측정범위를 벗어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표면 처리제는 Oleic acid, 용제는 Hexane으로 선정하였다. 

 

제 3 절 시편 제작 
 

시편은 비교평가를 위하여 마이크로 복합재료와 나노 복합재료 

2가지를 제작하였고, 나노 복합재료는 마이크로 복합재료 제조과정에 

나노 용액을 투입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먼저 마이크로 복합재료는 

미리 예열해둔 마이크로 알루미나와 마찬가지로 미리 예열하여 고형에서 

액상으로 만든 에폭시를 10분간 섞어준다. 그 후 고온에서 2시간가량 

예열한 후 경화제를 넣어 다시 10분간 교반한다. 잘 섞인 액상의 

혼합물을 사전에 예열해 둔 금형에 넣고 16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경화가 끝난 후 상온까지 냉각시킨 후 금형에서 시편을 분리하면 

완성된다. 

나노 복합재료는 우선 나노 알루미나와 표면 처리제, 용제를 약 

20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용액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용액을 

예열해 둔 액상 에폭시에 천천히 떨어뜨리며 섞어준 후 2시간 정도 

예열하여 용제가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마이크로 

알루미나와 섞는 과정부터는 마이크로 복합재료 제조 과정과 같다. 

[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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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복합재료 시편 제작 순서도 

 

나노 복합재료는 나노 알루미나의 최적 함량비를 찾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마이크로 복합재료와, 나노 복합재료 1phr(part per hundred 

resin: 고분자 수지의 백분률량)과 3phr 시편을 제작하였다. 

 

중량비 에폭시 
나노 

알루미나 

표면 처리제 

(Oleic acid) 

용제 

(Hexane) 

마이크로 복합재료 100 - - - 

나노 복합재료 (1phr) 100 1 1 10 

나노 복합재료 (3phr) 100 3 3 30 

[표 2] 복합재료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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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특성평가 
 

 

제 1 절 특성평가 방법 및 결과 
 

시편의 성능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특성평가 항목으로 

절연내력, 굽힘 강도, 경도, 유리 전이온도를 선정하였다. 절연내력이란 

재료가 절연파괴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절연파괴는 절연재료에 

인가되는 전계의 크기가 일정 이상이 되어 재료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방전과 함께 갑자기 대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굽힘 

강도는 굽힘 하중에 의해 시료가 파괴되기 직전의 최대하중으로 

정의된다. 경도는 기계적 자국에 의한 국부적 변형에 대한 시료 표면의 

저항력의 크기로 규정된다. 유리 전이온도는 온도 증가에 따라 비정질 

물질이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에서 약간의 점성을 가진 고무와 

같은 상태로 변형이 되는 순간의 온도로 설명할 수 있다. 

절연내력은 스페이서가 절연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대표적인 

전기적 특성이다. 제품 내부는 높은 압력이 가해진 상태로 운전이 

되는데 굽힘 강도를 통해 부품이 이 압력에 변형이나 깨짐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추정해볼 수 있는 기계적 특성의 하나이다. 

조립이나 운반, 보관 등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 견디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가공 

등을 위해서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차단기는 운전 시 

대전류로 인해 발열이 있고 따라서 부품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고분자 

복합재료는 고온에서 일반적으로 기계적 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유리 전이온도는 이러한 기계적 특성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온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존 재료와 동등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4가지 대표적인 특성평가를 통해 나노 

복합재료가 기존 마이크로 복합재료보다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절연내력은 IEC 60243 Recommended test methods for electric 

strength of solid insulating materials at power frequencies에 따라 

실시하였다. 상, 하부 전극은 모두 Φ25 mm의 원통형을 사용하였고, 

시편은 100(지름) x 2(두께)mm 크기로 준비하였다. [그림 4-1] 전압 

상승 속도는 1 kV/s로 설정하였으며 주변의 매질은 1종 2호 절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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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온도는 23℃였다. 시편 양단의 전압을 일정 속도로 상승시켜 

절연파괴가 발생할 때의 파괴전압을 기록하였고 시편의 두께에 따른 

절연내력을 계산하였다. 

 

 

[그림 4-1] 절연파괴 시험 전극 및 시편 

 

복합재료들의 절연내력 시험 결과를 아래 그림 4-2와 같이 와이블 

분포로 비교하였다. 시험 결과 누적 파괴 확률 63.2%를 기준으로 나노 

복합재료(1phr)의 절연내력(붉은색)이 17.3kV/mm로 마이크로 

복합재료의 절연내력(검은색) 16.6kV/mm 보다 약 4.7%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 복합재료(3phr)의 절연내력(연두색)은 

17.1kV/mm로 나노 복합재료(1phr)보다는 약간 저하되었지만, 

마이크로 복합재료보다는 약 3.0% 정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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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복합재료의 절연내력 

 

굽힘 강도는 KS M ISO 178을 참고하여 3점 굽힘 시험을 

실시하였다.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였고 시편은 10(폭) x 80(길이) x 

2(두께)mm 크기로 준비하였다. 지지점 간의 거리는 64mm, 하중의 

속도는 5mm/분으로 설정하였고 시험 시 주위 온도는 23℃였다. [그림 

4-3] 시료의 중심점에 하중을 일정 속도로 인가하여 파단 시의 하중을 

기록하고 두께에 따른 굽힘 강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4-3] 굽힘 강도 시험장비 및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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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평균값 기준으로 마이크로 복합재료의 굽힘 강도는 

70.6MPa이고 나노 복합재료(1phr)의 굽힘 강도는 86.7MPa로 약 

22.7% 향상되었으나 나노 복합재료(3phr)의 굽힙 강도는 66.9MPa로 

오히려 마이크로 복합재료보다 5.3% 저하되었다. [그림 4-4] 

 

 

[그림 4-4] 복합재료의 굽힘 강도 

 

다음으로는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였다. 대면각 136°의 피라미드 

형태의 다이아몬드 압자로 시편의 표면을 압착하여 자국을 만든 후 

하중을 제거하고 남은 오목부의 대각선을 측정하는데 이 하중과 

오목부의 면적 비를 비커스 경도라고 한다. 

실험 결과 평균값 기준으로 마이크로 복합재료의 경도는 

23.4(Hv)이고 나노 복합재료(1phr)의 경도는 25.5(Hv)로 약 8.7 % 

향상되었고 나노 복합재료(3phr)의 경도는 24.5(Hv)로 마이크로 

복합재료보다 약 4.5 %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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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복합재료의 비커스 경도 

 

마지막으로 내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리 전이온도(Tg)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마이크로 복합재료의 유리 전이온도는 96.8℃ 

수준이었으나 나노 알루미나를 1phr 추가하였을 때 95.0℃, 3phr 

추가하였을 때는 86.8℃로 오히려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6] 따라서 나노 복합재료의 고온 특성은 오히려 마이크로 

복합재료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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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복합재료의 유리 전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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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찰 
 

앞선 실험으로 나노 복합재료의 절연내력은 나노 알루미나를 1phr 

추가하였을 때 약 4.7%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체 절연물의 

장기 절연파괴 메커니즘은 아래 그림 4-7과 같이 전기적 탄화 

경로(electrical treeing)가 고전압 전극에서 접지 전극으로 형성되면서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복합재료의 탄화 경로는 주로 첨가제와 고분자 

계면을 따라서 진전되는데 나노 복합재료의 경우 잘 분산된 나노입자가 

이 경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파괴를 지연시키게 된다[19]. 

 

 

[그림 4-7] Electrical treeing의 진전 모델 

(마이크로 복합재료(좌), 나노 복합재료(우)) [19] 

 

하지만 이는 장시간 절연파괴 모델에 적합한 메커니즘이며 본 

연구에서 특성평가를 위해 진행한 단시간 절연파괴는 전자사태(고 전계 

내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전자방출에 의한 방전 형상)로 인한 

절연파괴가 주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이번 평가 결과 성능 향상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사태에 의한 절연파괴에는 

나노 복합재료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굽힘 강도 평가를 통해 나노 복합재료의 기계적 성능은 나노 

알루미나를 1phr 추가하였을 때 약 22.7%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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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복합재료의 강도 향상은 인가된 스트레스가 고분자에서 첨가제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다. 고분자와 첨가제가 잘 결합한 경우 

균열 성장의 장벽 역할을 하여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는 반면 고분자와 

첨가제가 잘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력이 집중되어 오히려 특성이 

저하될 수 있다[20]. 나노 복합재료의 경우, 일정 함량까지 기계적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표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나노 무기물 

첨가제와 고분자 간의 강한 상호작용 때문이며, 나노입자가 가지는 큰 

계면 면적으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하지만 나노 첨가제를 일정 함량 이상 추가하게 되면 표면처리가 적절히 

된 경우에도 나노입자가 응집하여 크기가 커지게 됨으로써 특성이 

저하될 수 있다[22]. 따라서 나노 복합재료(1phr)에서는 나노입자가 그 

크기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분산되어 특성이 향상되고, 나노 복합재료 

(3phr)에서는 나노입자가 초기 설계했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뭉치게 되어 특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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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마이크로 복합재료에 나노입자를 추가하여 

나노 복합재료를 만들고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성능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가장 먼저 나노입자와 고분자의 분산 방법을 결정하고, 

나노입자의 크기, 형태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나노입자 분산에 

가장 중요한 표면 처리제와 용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후에는 

기존 공정에서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작 조건을 수립하여 시편을 

제작하였고 그 시편으로 여러 가지 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시편 형태에서 나노 복합재료(1phr)는 마이크로 복합재료보다 전기적 

성능은 4.7%, 기계적 성능은 22.7% 향상되었으나 나노 알루미나의 

함량을 더 높이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앞으로는 이번에 수립된 일련의 나노 복합재료 제조, 평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나노 알루미나의 함량비 최적화를 수행하여 성능 

향상 정도를 확인하고 목표 성능에 미달하는 경우 새로운 표면 처리제와 

용제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 절연 성능 평가를 통해 앞에서 

언급된 절연파괴 메커니즘의 정합성 검증도 필요하다. 또한 나노 

알루미나가 아닌 다른 나노입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편 단계의 성능이 확보된 이후에는 실제 부품 크기와 형상으로 

나노 복합재료를 제작할 수 있는 대량생산 방법에 대한 고민과 대량 

생산 시에도 성능 향상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업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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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mer based nanocomposites 

for high voltage applications 
 

Yonghoon Kim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ize of GIS(Gas Insulated Switchgear) has been reduced 

consistently in compli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s a 

result internal stress has been increased and it require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omponents. However, optimization of 

processes for micro composite spacers are already saturated. 

Therefore, I would like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nanocomposite 

spacers. 

In this study, concept design, materials analysis and selection, 

specimen manufactur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nanocomposites 

were carried out. Minimizing the change of manufacturing process, 

entire processes for applying nanocomposite materials in GIS have 

been studied. Our study includes analysis of the size and shape of 

nanoparticles, method development for surface treatment and 

dispersion, process engineering to prepare nanocomposite samples 

and product characterization. 

Direct dispersion method was used to fabricate nanocomposites. 

In this method, surfactant and dispersion processe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product performance. The size and sha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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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particles were measured by TEM and XRD. Nanoparticles are 

in several nanometers in diameter with gamma phase crystal 

structure. By carefully examining previous studies, a list of 

surfactant candidates was prepared. The reactivity of surfactant 

with epoxy was examined. From this screening oleic acid, octanoic 

acid and octylamine were selected. After surface treatment of the 

nano particles, it needs to be dissolved in solvent to mix with epoxy 

which has high viscosity. The solvent should not disturb the curing 

reaction of polymer and should be quickly removed by evaporation 

during manufacturing process so as not to affect the properties of 

final product. Therefore, the solvent was selected based on the 

solubility of surfactant. After surface treatment, nanoparticles were 

dispersed in each solvent and the average particle size was 

measured by DLS. Nanoparticles treated with oleic acid and hexane 

were selected because they showed an improved dispersion 

stability. And then composite samples were fabricated for 

evaluating properties. 

According to the property evaluation result compare to the 

micro composites, the mechanical property of nanocomposite(1phr) 

was improved, but the electrical property was similar. Mechanical 

property was improved since the suitable surface treatment induces 

strong interaction between the nanoparticles and polymer. In case 

of electrical property, there are two mechanisms of electrical 

breakdown. One is due to short-term electrical avalanche and the 

other is due to long-term electrical treeing. Nanoparticles have the 

effect of interrupting electrical treeing growth. Thus, it is valid for 

long-term dielectric breakdown mechanism. However, the electrical 

property of nanocomposites w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because 

they are not effective to prevent electrical avalanche. 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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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3phr) has lower properties than nanocomposites(1phr). 

This result indicates that nanoparticles can be aggregated and not 

dispersed properly when the contents of nanoparticles is over a 

certain amount limit. 

Through this study, the method for selection of nano composite 

materials, fabrication of samples and evaluation of properties were 

established and the improvement of required properties was 

confirmed. In the future, optimization of processes, selection of 

additional materials and evaluation of long-term dielectric property 

will be conducted. 

 

Keywords : Nano composites, High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Epoxy,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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