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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enerally, the deterioration characteristics of a conductor 
affected by a forest fire can be analyzed through simulation of a 
forest fire and results of the simulation. However, there are little 
accomplishments of that kind of simulation applied to the power 
transmission, and there aren't actual analysis for a sample exposed in 
a forest fire. This paper deal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apply to a new wire by an artificial flame equipment because it's 
difficult to directly analyze the characteristic by a forest fire. Also, 
after an artificial flame is applied to a normal ACSR for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changes of mechanical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ACSR were analyzed by the surface inspection 
and load-tests of tensile of the ACSR. Then, the database will be 
made to made to predict the state of deteriorated wires by a forest 
fire using those two data, and data necessary to diagnose the life 
state of an ACSR wire affected by a forest fire will be given.

1. 서    론

  산지를 경과하는 송 선로 부근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가설되어져 
있던 송 선로는 나무와 식물 등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분진(그으름)이 
선에 흡착되어지고 산불 화염으로 인해 높은 온도로 열화 되어 선간

단락 는 지락고장이 발생하게 된다[1],[2].
  선 표면에 흡착되어진 분진이 다시 연소할 때 선 표면의 온도를 
더욱 상승 시키게 되어 선의 표면형상 변화를 가속화하게 되고 재료
의 구조  기계  특성이 변하게 된다. 
  이것은 주로 송 선로의 소도체로 이용되는 ACSR(Aluminum 
Stranded Conductors Steel Reinforced) 도체도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선의 교체수명이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산불화염에 열화 된 ACSR의 특성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선의 교체  보강 등의 책이 필요하지만 열화상태 정과 련한 

연구 실 이 국내외에 보고 된 이 거의 없으며 정확한 교체 기  
한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3],[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 인 방법으로는 산불에 의한 열화특성을 

분석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 345 [kV], 4도체 송 선로의 소도체

로 사용하는 ACSR 410 [㎟] 건 선을 샘 로 제작하여 인공 화염장
치로 각각 일정 시간 동안 화염을 가한 후 ACSR 도체의 기계 , 재료
 특징인 인장강도와 표면형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ACSR의 구조 및 실험방법

  2.1 ACSR의 구조

  실험에 사용된 ACSR 410 [㎟] 선은 그림 1에서처럼 내층에 도  
된 아연도  강소선 7가닥과 2층의 경알루미늄 소선 26개로 구성되어져 
있고 알루미늄 소선은 류를 흘리고 아연도  강소선은 기계 인 인장
을 담당한다.

<그림 1> ACSR 410 [㎟]의 전선의 단면(a) 및 개략도(b)  

  

  2.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건  선과 인공화염에 열화된 선의 기계   재료  특성을 분

석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이 ACSR 410 [㎟]를 50 [cm]로 가공하여 시
료를 제작하 고 건  선에 한 실제 산불과 같은 상을 얻기 하
여 본 연구실에서 기존에 설계된 그림 3의 인공화염장치를 이용하 다.
  ACSR의 기계  특성 실험인 소선의 인장하 을 측정하기 하여 
HOUNSFIELD사의 S-SERIES H10K-S 모델을 사용하 다고 그림 4는 
인장실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ACSR의 재료  특성시험을 해 일본 JEOL사의 모델명 
JSM-6300 주사 자 미경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
하 다.
  본 실험에서는 표 1과 같이 건 선과 인공화염장치를 이용하여 
선과 불꽃과의 이격거리를 한 상태의 1분 열화, 10[cm] 이격하여 
15분 열화, 20[cm] 이격하여 15분 열화한 실험을 하 다. 
  이 실험에 사용되어진 선들을 자연 냉각하여 그림 1에서 언 한 것
과 같이 ST-1(아연도  강선), ST-2(아연도  강연선), AL-1(알루미늄 
내측연선), AL-2(알루미늄 외측연선)으로 구분하여 각각 인장강도와 
SEM 측정을 하 다.  

<그림 2> 가공된 전선(50cm)

<그림 3> 인공화염장치

  

<그림 4> 인장실험장치 

실험시료구분 소선분류 측정/분석

건 선
ST-1(아연도  강선)

ST-2(아연도  강연선)

AL-1(알루미늄 내측연선)

AL-2(알루미늄 외측연선)

인장강도 

SEM 

 1분 열화

10[cm] 이격 15분 열화

20[cm] 이격 15분 열화

 
  <표 1> 시료에 따른 실험방법 분류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ACSR 410[㎟]의 기계적 특성 및 분석
  이미 실험한 선을 풀어서 ACSR 선의 기계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KS 규정에 따라 인장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아연도  강심
(ST-1)은 소선의 개수가 1개이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소선에 해서는 
각각 5개씩 인장시험을 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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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 2는 ACSR의 건 선  인공열화된 선의 인장강도 실
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고 표 3은 인장강도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건 선  인공화염에 열화되어진 선들
의 인장강도는 AL-2〈AL-1〈ST-2 순서로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재료의 재질에 따라 그 인장강도의 크기가 이론상과 일
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 3에서는 건 선을 기 으로  1분, 10[cm] 이격 15분, 
20[cm] 이격 15분 동안 인공화염으로 열화되었을 때의 데이터로 건
선과 비교 시 ST-2는 약 15%～18%, AL-1은 17%～18%, AL-2는 19% 
정도의 인장강도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건 선보다 인공화염에 열화된 선의 수명이 15%～20% 
정도 감소된다고 단할 수 있다. 

인장강도[N]

시료구분 건 선
10[cm] 이격 20[cm] 이격

1분 15분 15분

ST-2 12881 10642 10558 11067 

AL-1 2475 2015 2012 2050 

AL-2 2453 1979 1974 1990 

<표 2> 건전전선 및 열화전선의 인장강도 분석 결과

시료구분 건 선
10[cm] 이격 20[cm] 이격

1분 15분 15분

ST-2 100% 82.6% 81.9% 85.9%

AL-1 100% 81.4% 81.3% 82.8%

AL-2 100% 80.7% 80.5% 81.1%

<표 3> 건전전선 및 열화전선의 인장강도 감소율

  3.2 ACSR 410[㎟]의 재료적 특성 및 분석
  그림 5는 건 선 ACSR 410[㎟]의 SEM 사진이고 그림 6은 선의 
인공화염  시 이격거리  노출시간에 따른 ST-1에 한 SEM 사
진이다.
  아래의 사진들을 분석해 보면 건 선에 비해 ST-1의 손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표면상태가 매끄럽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ST-1이 
선의 최 내각 층에 치하므로 열화에 의해 큰 향을 받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어진다.
  그림 7은 ST-2에 한 SEM 사진이고 건 선과 비교하면 ST-1과 
마찬가지로 그 손상정도가 경미하다고 분석된다. 그 이유는 다른 알루미
늄 연선(AL-1, AL-2)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비교  열화에 의해 손상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된다.
  그림 8은 AL-1에 한 SEM 사진이고 아래의 사진들을 분석하면 
 1분부터 10[cm] 이격, 20[cm] 이격 모두 선의 많은 손상을 찰할 
수 있다. 이것은 AL-1이 선의 비교  외층에 치하고 있어 열화의 
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9는 AL-2에 한 SEM 사진이고 건 선과 비교했을 때 손상 
 변형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알루미늄 AL-2가 가장 최
외각 층에 치하기 때문에 열화에 많이 노출되어 일어나는 상으로 
단된다.

<그림 5> 건전전선 ACSR 410[㎟]의 표면특성

<그림 6> 아연도금 강선(ST-1)의 표면특성

<그림 7> 아연도금 강연선(ST-2)의 표면특성

<그림 8> 알루미늄 내측연선(AL-1)의 표면특성

<그림 9> 알루미늄 외측연선(AL-2)의 표면특성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CSR 410 [㎟] 건 선과 인공화염장치에 의해 열화
된 선의 기계 , 재료  특성을 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건 한 선과 인공화염에 의해 열화된 선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기계  특성 변화를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화염과 직  

한 선의 경우가 건 한 선에 비해 인장강도가 많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재료  특성을 찰하기 해 SEM으로 선의 단면을 분석
한 결과 인공화염과 직 으로 될 수 있는 AL-2, AL-1이 선의 
내부에 치하고 있어 이 경미한 ST-2, ST-1보다 손상이 더 커져 
표면의 형상이 많이 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 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면 실제 산불로 인
해 열화 된 송 선의 교체 주기  수명 한계를 결정하는 자료가 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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