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자 : 2014. 07. 10  심사완료일자 : 2014. 08. 06  게재확정일자 : 2014. 08. 21
* Corresponding Author  Yang Sun Lee(E-mail:yslee48@gmail.com, Tel:+82-42-829-7638)
Divison of Convergence Computer & Media, Mokwon University, Daejeon, 302-729,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4.18.9.2229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9 : 2229~2236 Sep. 2014

발전소 전기설비를 위한 효과적인 케이블 포설 알고리즘 및 
자동화 프로그램 구현

박기홍1·강안나2·최효범3·이양선1*

Implementation of Efficient Cable Spreading Algorithm and Automation 
Program  for Electrical Equipment  in Power Plant

Ki-Hong Park1 · An Na Kang2 · Hyo Beom Choi3 · Yang Sun Lee1*

1*Divison of Convergence Computer & Media, Mokwon University, Daejeon, 302-729, Korea
2Department of Multimedia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Seoul, 100-715, Korea
3Wonwoo Engineering Co., Ltd., #B-501 U-space 2, 670 Daewang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463-400,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발전소 전기설비의 설계 중 케이블 포설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케이블 포설 알고

리즘 개발 및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케이블 포설 설계 작업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케이블 누락 및 

기준치 이상의 케이블 포설 등 불필요한 오류가 발생되어 인적․시간적 투자 대비 비효율성을 갖는 반면, 제안된 케

이블 포설 자동화 프로그램은 케이블과 케이블 선로 구간을 코드화하여 효과적으로 과포설 계산 및 선로 구간을 변

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구현된 케이블 포설 자동화 프로그램은 설계 규격대로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

고,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하루에서 한 달 이내로 설계기간을 줄일 수 있어 발전소 전기설비를 위한 케이블 포설 설

계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automated cable-spreading program which can be done effectively 
cabling plan for electrical equipment in power plant. Cause the process of existing cable-spreading design was written 
in by hand, there are grossly inefficient gain by a personal and time investment with cable omission and unfixed 
overfill value. Proposed automation program for cable-spreading, which is coded cable and raceway, can calculate the 
overfill value and raceway change. Some experiments are conducted so as to verify the proposed model, and as a result, 
implemented cable-spreading program is well performed. 

키워드 : 케이블 포설, 오버필, 레이스웨이 프로토콜, 케이블 코드, 자동화

Key word : Cable spreading,  Overfill, Raceway protocol, Cable code,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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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전소 전기설비 및 케이블 포설을 위한 레이스웨이 개념도

Fig. 1 The concept of raceway for the electrical equipment and the cable spreading in power plant

Ⅰ.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발전소 건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케이블 포설을 위한 설계 및 

케이블 발주는 시간적․인적 투자대비 비효율성을 갖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소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분야의 특성상 관련된 케이블의 수량이 대략 4만 가지 

이상에 달하여 현장설계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갖지만, 
케이블 포설 설계가 아직까지 수기로 진행되고 있어 케

이블 부족 및 낭비와 같은 잦은 오류가 심각하다[1,2]. 
따라서 발전소 전기설비 구축에 있어서 효과적인 케이

블 포설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본 논

문에서는 케이블 포설을 위한 자동화 방법을 제안한다. 
즉, 기존의 수기로 작성되는 케이블 포설 설계 오류 및 

이중 작업을 피하고, 케이블 포설 허용치를 재조명하여 

효과적으로 케이블을 포설하는 자동화 방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소 전기설비 구간을 나타내는 레

이스웨이(Raceway) 프로토콜[3,4]을 설계하고, 대표적

인 케이블(Cable) 코드들에 대해 재정의 하였다. 특히 

설계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기존의 수기로 작성하였

던 케이블 리스트 구성을 자동화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케이블 포설을 위

한 Raceway와 Route의 개념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대

표적인 케이블의 코드를 정의하고, Raceway 프로토콜

을 설계하였다. 4장에서는 구현된 케이블 포설 자동화 

방법을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발전소 전기설비를 위한 케이블 포설 개념

발전소에서 효과적인 전기설비 및 케이블 포설의 개

념은 그림 1과 같고, 각 번호들은 케이블 선로의 구간 

번호를 의미한다. 또한 케이블 선로 구간이 Racewa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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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5,6], 하나의 케이블이 지나간 번호를 합쳐 Route라
고 정의한다. 

그림 1에서 Route type 1은 29, 35, 13 및 22번의 케이

블 선로 구간을 지나가고 있으며, 병목구간에서는 포설

된 케이블들의 꼬임 현상 및 케이블 포설량의 허용치가 

초과되는 현상(Overfill)이 자주 발생된다. 따라서 케이

블 포설 시 허용치 이상일 경우 다른 케이블 선로로 우

회하여 케이블을 포설해야 한다[6,7].

Ⅲ. Cable 코드 정의 및 Raceway 프로토콜 

설계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선로의 종류는 크게 

Tray와 Conduit로 구별되며, 그림 2와 같다[8,9]. 

그림 2. 케이블 선로의 종류

Fig. 2 The type of cable line

그림 2와 같은 케이블 선로들에 포설되는 케이블의 

수량은 수만 가지가 되고, 각 케이블들은 타입(Type), 
케이블의 개수(Conductors), 크기(Size) 및 접지(Ground)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9,10]. 따라서 다양한 케이블 포

설 설계 프로젝트에서 운영되는 케이블 종류들을 표준

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케이블 코드의 프로토콜을 설계하였고, 표 1과 같이 케

이블들의 주요 특징을 정규화 및 정의하였다.

그림 3. 케이블 프로토콜

Fig. 3 The designed cable protocol

그림 3과 같이 케이블 프로토콜의 4가지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표준화한 케이블 코드는 4자리의 Digit 수를 

갖게 되고 각 자리 수는 1~9, A~Z의 표기를 갖는다. 또
한 케이블 코드는 각 코드 자리 수 별 Type, No. of 
Conductors, Size 및 Ground 값들을 정의한다.

표 1. 케이블 코드 정의 예시 

Table. 1 The samples of cable code definition 

Code 
No. Type No. of 

Conductors
Size 

(Ground)

1 kV  / POWER CABLE 1 / C -

4 kV /  POWER CABLE 4 / C 0.5 ㎟

8 ∶

A kV /  CONTROL CABLE 12 / C -

F ∶ 2 PR -

S kV /  INSTRUMENT CABLE 2 T 1000 ㎟

∶ ∶ ∶ ∶

케이블 선로 구간을 의미하는 Raceway 프로토콜은 

그림 4와 같이 설계하였고, Unit, Area, Service Level, 
Serial No. 및 Raceway No.의 7byte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계된 Raceway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각 구성별 기능

정의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4. 레이스웨이 프로토콜

Fig. 4 The designed raceway protocol

Raceway 코드 설계 예로써 그림 5에 정의된 Raceway 
코드를 기반으로 케이블선로 ‘2GA01TD’가 있다면, 아
래와 같은 구조를 갖는 Tray 형 선로를 의미한다.

- Unit No.: 2(GTG#2 BLDG.)
- Area Code: GAS turbine
- Service Level Code: 345kV Cables
- Serial No.: 01
- Raceway No.: 100×450mm Ladd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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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레이스웨이 코드 정의

Fig. 5 The raceway code derivation

Ⅳ. Raceway Fill(%) 계산 알고리즘

케이블 선로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과정에서 포설 허

용치 설정 및 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케이블 Type인 

Tray와 Conduit 인 경우에 따라 허용치 설정 및 계산 과

정은 각각 다르다. 그림 6과 같이 Raceway 코드가 

‘2GK09TD’ 이고 2가닥의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을 때 

Tray인 경우의 기준치 계산은 표 2와 같다.

그림 6. ‘2GK09TD’ 코드인 경우의 Fill(%) 계산 예시

Fig. 6 The example of Fill(%) calculation in case of 
‘2GK09TD’ code

표 2. Tray인 경우의 Fill(%) 계산 과정 

Table. 2 The Fill(%) calculation for tray

Width
(mm)

Height
(mm) SoA 30%(40%) of SoA

TD 450 100 45,000
30%일 때 18,000
40%일 때 13,500

Cable Code Cable O.D Area of Circle

Cross 
Sectional 

Areas

838 14.0 154
839 15.5 189
83A 17.5 241
83B 19.5 299
83C 23.0 415
83D 25.5 511
∶ ∶ ∶

그림 6에서와 같이 케이블의 O.D(outer diameter)가 

각각 14, 23인 두 개의 케이블이 ‘2GK09TD’ 구간

에 포설될 때 Fill(%) 계산 과정은 식 1과 같다.

   × 






   ××
(1)

표 2에서 Raceway No.가 TD인 경우의 SoA(Sum of 

Area)가 40%일 때 기준 단면적은 13,500이고, 케
이블 O.D가 각각 14, 23일 때 원단면적은  154와 

415이므로 식 1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154+415) /13,500)×100(%) = 4.22(%)

케이블 선로가 Conduit인 경우는 케이블이 1가닥, 2
가닥 및 3가닥 이상일 때 SoA가 각각 53%, 31%와 40%
의 기준을 두고 Fill(%)이 계산되며, 표 3은 케이블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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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현된 케이블 포설 및 Fill(%) 계산 자동화 프로그램

Fig. 7 Implemented automation program of Fill(%) calculation for cable spreading

름별로 AoC와 기준 값들이다. 

표 3. Conduit인 경우의 Fill(%) 기준

Table. 3 The standard of Fill(%) calculation for conduit

Diameter
(mm) AoC Cable 1가닥

(53%)
Cable 2가닥

(31%)
Cable 3가닥 

이상(40%)
22 380 201 118 152 
28 616 326 191 246 
36 1018 539 316 407 
54 2290 1214 710 916 
70 3848 2040 1193 1539 
82 5281 2799 1637 2112 
104 8495 4502 2633 3398 
∶ ∶ ∶ ∶ ∶

Ⅴ. 케이블 포설 자동화 프로그램 구현

본 논문에서 케이블 선로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과정

에서 현존하는 케이블들의 특징과 선로구간을 의미하

는 Raceway를 코드화 하였고, 3절에서 설명하였다. 설
계된 케이블 코드와 Raceway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Excel 자동화 기법을 이용해 케이블 포설 자동화 프로

그램을 구현하였고,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서 123번 

케이블을 클릭하였을 때 케이블 Route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6개의 Raceway 구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Raceway 구간에 대한 Fill(%) 값을 알 수 

있으며, ‘2GX05RC’와 ‘2GX06RC’ 구간에서 허용 기준

치 값을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의 ‘174.77% 초과’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8과 

같은 Raceway 변경 및 SoA 검증 화면이 나타난다. 그
림 8에서와 같이 ‘2GX05RC’ 구간에 포설된 케이블이 

나타나며, 123번 케이블을 다른 Raceway 구간으로 우

회하여 포설해야 한다. 즉, 그림 8에서 ‘2GX05RC’ 구

간의 기준 면적이 407.15, 현재 포설된 SoA가 

711.57로 Fill(%) 값이 초과되기 때문에 다른 구간

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구성된 Raceway 코드

들을 미리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규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9는 기준 Fill(%) 값보다 초과된 Raceway  

‘2GX05RC’ 구간에서 123번 케이블을 ‘2GX05TV’ 구
간으로 우회시키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123번 케이블

을 ‘2GX05TV’ 구간으로 이동시킬 때 해당 Raceway의 

Fill(%)이 73.41%에서 74.16%로 증가하였고, 기준 

Fill(%)을 충족하므로 케이블 포설을 위한 우회가 가능

하다. 또한 Raceway ‘2GX05RC’ 구간의 Fill(%)이 

174.77%에서 125.39%로 감소하였지만, 100%를 초과

하므로 하나의 케이블을 ‘2GX05RC’ 구간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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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7의 ‘174.77% 초과’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

Fig. 8 The next screen after ‘174.77%’ button click of Fig. 7

Raceway 구간으로 우회시켜야 한다. 그림 10은 최종적

으로 기준대비 Fill(%)이 초과된 Raceway 구간의 케이

블을 다른 Raceway 구간으로 우회하여 기준 Fill(%) 이
내로 만족시키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Fill(%) 계산 및 케이블 포설 자

동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시간(최소 2달 ~ 몇 달)이 

소요되었던 수기 작성 및 케이블 포설 설계 작업이 하

루에서 일주일 이내로 시간적 투자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Raceway 및 Fill(%) 변경 과정

Fig. 9 The process of Raceway and Fill(%) change

그림 10. Raceway 및 Fill(%)이 변경된 최종 화면

Fig. 10 The final screen of modified Raceway and Fill(%)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발전소 전기설비를 위해 케이블 특징

을 코드화 하고, 케이블 선로 구간을 의미하는 Raceway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또한 케이블 코드와 Raceway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케이블 포설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현하였고, Raceway 변경 및 Fill(%) 계산

을 자동화 하였다. 기존의 케이블 포설 계획 및 설계하

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오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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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시간적 투자가 많아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케이블 포설 자동화 프로그램은 기존 방법의 단

점을 최적으로 보완하였고, 특히 몇 달 이상의 시간 투

자를 규모에 따라 하루에서 한 달 이내로 줄일 수 있어 

발전소 전기설비 및 케이블 포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설계된 케이블 코드와 Raceway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케이블 종류별 드럼(Drum) 리스

트 작성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현재, 케이블 발주에 앞서 드럼 크기별 리스트 작성이 

수기로 진행됨에 따라 소소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케

이블 부족 및 낭비가 심하다. 따라서 드럼 리스트 작성

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오류 없

이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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