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63 -

케이블 삼상단락 실증시험을 통한 전자력 대책방안 검토

홍동석*, 김해준*, 박성민*, 장우석*, 박흥석**, 장태인**, 강지원**

대한전선(주)*, 한전전력연구원**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of Electromagnetic Force

by Three Phase Short-Circuit Test of Cable

Dong-Suk Hong*, Hae-Jun Kim*, Sung-Min Park*, Woo-Suk Chang*, Heong-Suk Park**, Tae-In Jang**, Ji-Won Kang**

Taihan Electric Wire Co., Ltd*,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Even though underground transmission cable is an 
essential transmission method to supply stable power for 
downtown and population center, interaction of electromagnetic 
force from fault current is very large comparing to overhead 
transmission line due to restricted installation space such as 
tunnel, etc. and close consideration is required for it.
 This paper presents countermeasures to reduce and release 
the effect of electromagnetic force with rope binding and 
installation of spacer and describes its efficacy through three 
phase short-circuit test, which will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leat, hanger, 
etc. to reduce and release effect of electromagnetic force in 
the future.

1. 서    론

  지 이블 고장은 필연 으로 류 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부
분으로서 고장 류는 고장 이블 자체와 인 해 있는 타 선로  통신
선 등에 악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고압 이블의 운 압 
벨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험정도 
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이블 선로  가
공 선로를 포함하는 거시 인 에서 지락  단락과 같은 고장 시의 

류 상에 한 연구는 어느 정도 시도된 바가 있으나 지 이블 
시스템 자체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그 연구가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다. 특히, 단락 고장의 경우 고장 류의 크기도 크지만 고장 류 발생
에 따른 자력을 동반하게 되어 이블  속함, 각종 구류에 기
, 기계 인 스트 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2차사고로 
될 수도 있다[1,2].
  최근 국내에서도 지 이블 계통에 단락고장이 발생하여 지 이블 
 속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가 발생하 으나 이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어 단락고장 발생 시 자력에 의한 물리 인 

힘을 받은 이블의 재사용 여부를 단할 수 없고 자력의 피해를 방
지할 수 있는 책 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락 고장 류에 의한 
이블 자체의 손상  연 속부 등에 한 향을 철 히 규명하고, 
행 지 이블 시공 포설 기 의 검토  문제  악을 통하여 

이블 시스템에 한 고장 류 향을 최소화하기 한 기 을 수립 
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MTP를 활용한 다양한 포설환경  고장종류
에 따른 고장분석을 수행과 자력 해석, 그리고 기계 인 향 분석을 
통하여 고장 류에 따른 이블  속함, 각종 구류에서의 단락 자
력 발생에 따른 기 , 기계  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자력 향 
감소를 한 책방안을 제시하 으며 실제 인 단락고장에 따른 자
력의 향  책방안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하여 2차례의 실증시험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기술하 다.

2. 본    론

  2.1 케이블 삼상단락 실증시험 선로
  이블 선종은 154kV OF 1200mm2 이블을 용하 으며 <그림 1, 
2>에 1차, 2차 실증시험선로의 구성개요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 1차 케이블 삼상단락 실증시험 선로 개요도 

<그림 2> 2차 케이블 삼상단락 실증시험 선로 개요도
  
  <그림 1, 2>에서와 같이 선로 구성은 최 한 실제 포설조건을 고려하
고 속함을 기 으로 EBA측은 1, 2차 시험선로가 같은 방식으로 

삼각배열 수평스네이크 한피치가 설치되었다. EBG측 1차 시험선로는 
수평배열 수평스네이크 한피치가 설치되었고, 2차 시험선로는 삼각배열 
수평스네이크 반피치, 수평배열 수평스네이크 반피치로 설치를 하 다. 
단락 류 크기  투입 시간은 1차 시험의 경우 B상에 138 [kA_Peak]
가 인가되고, 2차 시험의 경우 A상에 151[kA_Peak]가 인가되었다. 

  2.2 단락전자력 대책방안
   2.2.1 삼각배열 구간의 단락전자력 대책방안
  삼각배열 구간의 단락 자력 향을 방지하기 한 책방안으로 1차 
시험 시는 로 를 결속하 고 2차 시험 시는 상간스페이서와 로 를 같
이 설치하 다. 1차 시험의 경우 삼각배열 수평스네이크 반피치 구간에 
삼상 이동클리트를 기 으로 양쪽 1.5[m] 구간 각각에 하여 한 구간은 
클리트와 클리트 사이를 2등분하여 간인 0.75[m] 지 에 로 를 결속한 
경우(이하 Case 1)와 3등분하여 1/3 지 인 0.5[m]마다 로 를 결속한 경
우(이하 Case 2)에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한 안 율에 변화를 
주어 로 결속거리 0.5[m]는 1.5, 0.75[m]는 2.5로 용하여 결속권수를 계
산하 으며 로 는 8mm PP로 를 용하 다[3]. 에서 계산된 단락
자력 값을 용하여 계산된 로 의 결속거리에 따른 결속권수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 3>에 결속 사진을 나타내었다.

    ○ 50cm 당 로  결속권수(안 률 1.5 용)

       = {(단락 자력×안 률)/로 의 단장력)}× 로 결속 거리

       = {(2,735[kg/m]×1.5)/660[kg]}×0.5[m]

       ≒ 4[회]

    ○ 75cm 당 로  결속권수(안 률 2.5 용)

       = {(단락 자력×안 률)/로 의 단장력}× 로 결속 거리

       = {(2,735[kg/m]×2.5)/660[kg]}×0.75[m]

       ≒ 8[회]

   

    (a) 로프 8회 결속(Case1)      (b) 로프 4회 결속(Case 2)
<그림 3> 1차 삼상단락 실증시험 삼각배열 구간 로프결속사진

 
  2차 시험의 경우는 이블 사이의 거리를 이격시킴으로써 단락 자력
을 감시키기 해 클리트  선로 간에 20[mm] 두께의 상간스페이
서를 설치하 으며, 추가 으로 간부분에 8회의 로 를 결속하 다. 
<그림 4>에 상간스페이서  설치사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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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간스페이서            (b) 상간스페이서+로프8회결속
<그림 4> 2차 삼상단락 실증시험 상간스페이서 및 로프 8회 결속사진

  2.2.2 수평배열 및 오프셋 구간의 단락전자력 대책방안
  수평배열 구간  오 셋 구간의 경우 삼가배열 구간과 마찬가지로 
이블의 열거동 때문에 단상 고정클리트 사이에 단상 이동슬라이드를 

설치한다. 하지만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한 국내 모 선로의 경우 수평배
열 구간에서 이블이 단상 이동슬라이드를 벗어나서 이탈하는 상이 
발생하 고, 오 셋의 경우도 수직방향으로 많은 변형이 발생하 으며 
이는 심각할 경우 2차사고로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을 방지하기 하여 단상 이동슬라이드 부분을 단
상 고정클리트의 형태로 하고 좌우 이동은 가능하게 변경하 으며(이하 
단상 고정/이동 슬라이더로 명명), <그림 5>에 설치사진을 나타내었다.

   

    (a) 수평배열구간 설치사진        (b) 오프셋 구간 설치사진
<그림 5> 수평배열구간과 오프셋구간의 단상 고정/이동 슬라이더

 2.3 실증시험 결과
  2.3.1 삼각배열 구간의 결과
  <그림 6>에 1차 실증시험에서 책방안을 용한 삼각배열 구간의 
시험결과 사진을 나타내었다.

  

    (a) 로프 8회 결속(Case1)      (b) 로프 4회 결속(Case 2)  
<그림 6> 1차 실증시험 대책방안 적용 삼각배열구간 시험결과 사진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Case 1 구간은 A-B사이가 4[mm], B-C
는 2[mm], C-A는 1[mm]로 아주 미세한 변형이 발생하여 가장 양호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Case 2 구간은 A-B사이가 16[mm], B-C는 
3[mm], C-A는 2[mm]로 Case 1에 비해서는 낮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안 율 1.5의 기 이 로 의 탄성을 고려하지 않고 로 의 단여
부에 맞춰져서 용되어 나타난 상으로 사료되어 진다.
  한편 <그림 7>에 나타낸바와 같이 2차 실증시험에서 책방안을 
용한 삼각배열 구간의 경우 1차 시험 시 보다 훨씬 큰 151[kA]의 류
가 인가됨으로써 A-B사이가 30[mm], B-C는 20[mm], C-A는 21[mm]
로 1차 시험 시보다 더 큰 변형이 발생하 지만 류크기  상간스페
이서의 이격거리를 고려하면 양호한 이블 변형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7> 2차 실증시험 대책방안 적용 삼각배열구간 시험결과 사진

  한편 <그림 8>에 1차 시험 시 Case 2 구간의 시간별 고속카메라 
상을 나타내었다.

   

          (a) 시험 전                    (b) 1/2 cycle 후

   

          (c) 1 cycle 후                (d) 시험 종료 후
<그림 8> Case 2 삼각배열 구간의 시간별 고속카메라 영상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단락 류 피크치가 발생한 1/2 Cycle 지
에서 로 의 장력을 과하는 힘이 발생하여 가장 큰 변 가 발생하
으며 그 이후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진동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시험 

종료 후에는 이블에 어느 정도의 변형이 발생한 상태로 멈추었다.

  2.3.2 수평배열 및 오프셋 구간의 실증시험 결과
  <그림 9>에 수평배열  오 셋 구간의 시험결과 사진을 나타내었다.

  

        (a) 수평배열 구간                 (b) 오프셋 구간
<그림 9> 대책방안 적용 수평배열 및 오프셋 구간의 시험결과사진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배열 구간의 책방안인 단상 고정/
이동 슬라이더를 용한 결과 좌우 이동범 가 이동슬라이더에 비해 제
약되어 있기 때문에 단상 이동슬라이더 부분보다는 많은 변형이 발행하
지 않았으며 이블 탈락 상 한 발행하지 않았다. 한 오 셋 구간
의 수직방향으로의 이격을 방지하기 해 용한 단상 고정/이동슬라이
더 구간도 수직방향으로의 이격 상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양호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블 삼상단락 실증시험을 통해 실제 인 단락고장
에 따른 자력의 향  책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 다. 검토 결과 
삼각배열의 경우 안 율 1.5를 용하여 0.5[m]마다 4회의 로 가 결속
된 구간보다 간지 인 0.75[m] 지 에 안 율 2.5를 하여 8회의 로
를 결속한 구간의 이블 변형억제 효과가 아주 양호했기 때문에 안
율 2.5를 용하여 0.75[m]마다 8회의 로 로 결속하여 시공하는 방법
이 이블 변형 억제 측면에서 가장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한 수
평배열과 오 셋 구간의 경우 단상 고정/이동 슬라이더를 설치하여 
이블 탈락 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삼각배열 포설 
구간처럼 이블의 변형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지만 이블 탈락에 따
른 2차 사고로의 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한 방법이라고 단된
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자력 향 감소  해소를 한 기본 자료
로 활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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