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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BC 케이블 배전방식은 완전절연이 가능한 전력케이블 3
상 또는 단상을 1가닥의 조가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꼬아서 전주를 이용
하여 가공으로 설치 할 수 있는 특고압 및 저압 케이블을 말한다. ABC
케이블은 국내외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수목 접촉, 염해, 조류사
고 다발지역은 물론 건조물과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미달되는 개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ABC 케이블 가공배전선로에서의 과
도현상을 해석하고 일반 가공배전선로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ABC 케
이블 배전선로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모델링 및 분석은
EMTP를 이용하였다.

1. 서    론

우리나라의 배전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가공배전선로와 지중배전선로
구분할 수 있다. 배전계통에서 대부분의 설로는 가공배전선로로 구성되
어 있다. 가공배전선로의 경우 건설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중배선선로에 비해 우수하다. 이에 반해 공중에 전선을 가선하기 때문
에 주위 및 자연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전기적으로 노
출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한편 지중배전선로는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노출은 없으나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
이 때 가공 및 지중배전선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가공
배전선로에 새로운 선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ABC 케이블 배전방식이다.
이 케이블 배전방식은 완전절연이 가능한 전력케이블 3상 또는 단상을
1가닥의 조가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꼬아서 전주를 이용하여 가공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고압 및 저압케이블을 말한다. 이 배전방식은 수목 접
촉지역, 염해지역, 조류사고 다발지역, 건조물과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미달되는 개소 등에 효과적이다.[2]
이러한 케이블 배전방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
다. 국내에서는 1999년 1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해외의 경우 호주, 뉴질
랜드, 일본, 캐나다, 미국 일부 등이 ABC 케이블 배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ABC 배

전케이블 계통에 대해 모델링을 한 과도현상을 해석하였고 일반케이블
계통의 경우 해석한 결과와 비교검토 및 평가를 하여 ABC 배전케이블
의 과도현상 측면의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모델링 및 해석
은 EMTP를 이용하였다.

2. 본    론

  2.1 ABC 케이블 규격 및 선정
본 논문에서는 ABC 케이블을 적용하여 가공배전선로를 구성하였다.
ABC 케이블 배전방식은 완전절연이 가능한 전력케이블 3상 또는 단상
을 1가닥의 조가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꼬아서 전주를 이용하여 가공으
로 설치할 수 있는 특고압 및 저압케이블이다. 케이블 규격의 경우 삼상

용은 50 , 95 , 150 및 240로 나눌 수 있으며, 단상용

은 50 및 95로 구분된다. 또한 중성선의 경우 55 , 70

 및 90로 나눌 수 있다.[2]

본 논문에서 ABC 케이블은 240 , 중성선은 90을 선정하여
모델링하였다.

  2.2 ABC 케이블 구조
ABC 케이블의 경우 가교 폴리에틸렌을 절연재로 사용한 수밀형 케이
블과 강심을 피복한 조가선(중성선)을 동심원으로 연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도체의 재질은 경 알루미늄을 사용한 소선형태로 연선으로 되어
있고,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않도록 반도전성 콤파운드로 충진하였다. 절
연체는 내부 반도전층, 절연층, 외부반도전층 그리고 시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성선의 경우 조가선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2] 그림 1은
ABC 케이블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ABC 케이블의 구조

  2.3 ABC 배전계통 EMTP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EMTP를 이용하여 ABC 케이블을 모델링하였다. 가공
배전선로의 총길이는 1.5km로서 일반 가공배전선로에 ABC 케이블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길이는 50m로 선정하였다. 일반 가공배전선로

의 경우 상도체 ACSR 160 , 중성선 ACSR 95 , 가공지선

ACSR 32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뢰기의 경우 500m의 간격으로 설
치하였으며, 접지는 25Ω으로 선정하였다. 선로의 양단은 정합처리를 하
여 뇌격인가시 반사파를 방지하여 정확한 측정값을 얻었다.

  2.4 ABC 케이블 혼용 배전선로 및 일반배전선로 뇌격조건
본 논문에서는 ABC 케이블 혼용 배전선로와 일반배전선로에 뇌격을
인가하여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뇌격전류는 각각 10kA와 5kA로
인가하였으며, 뇌격의 위치는 선로의 500m 지점인 가공지선에 인가하였
다. 그림 2의 (a)은 10kA의 뇌격전류를 나타낸 것이고, (b)은 5kA의 뇌
격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파형은 Heidler Type을 이용하
였다. 자세한 내용은 뇌격조건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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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뇌격전류

  <표 1> 뇌격조건

조 건 항 목

뇌격전류 10kA, 5kA

파형 Heidler

전파속도 2/70
뇌격 위치 선로 500m지점

  2.5 ABC 케이블 혼용 배전선로 및 일반배전선로 도체전압 분석결과
ABC 케이블을 혼용한 가공배전선로와 일반 배전선로에서 가공지선에
뇌격을 인가하였을 경우 도체전압을 측정하였다. 도체전압은 뇌격의 위
치로부터 100m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C1 ∼ C8까지 측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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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ABC 케이블 혼용선로 및 일반선로를 5kA의 뇌격을 인가하
였을 때 비교한 그래프이다. C1 ∼ C4까지의 도체전압은 ABC 혼용선
로가 일반선로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었으며, C5 ∼ C8까지의 도체전압
은 일반선로가 높게 측정되었다.
평균도체전압을 비교하였을 경우 ABC 케이블 혼용선로는 17.51kV,
일반선로는 15.06kV이다. 이는 ABC 케이블 혼용선로보다 일반선로가
뇌격인가시 낮은 도체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ABC 케이블 혼용선로 및 일반선로 도체전압[5kA]

그림 4는 ABC 케이블 혼용선로 및 일반선로의 뇌격전류를 10kA로
하였을 때 도체전압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10kA를 인가하였을 경우 일
반 선로에 비하여 ABC 케이블 혼용선로가 높은 도체전압이 발생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평균도체전압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ABC 케이블 혼용선로의 경우 64.05kV, 일반 선로는 38.19kV로서 일반
선로가 뇌격이 인가되었을 시 낮은 도체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4> ABC 케이블 혼용선로 및 일반선로 도체전압[10kA]

  2.6 ABC 케이블 혼용 배전선로 도체전압 측정
그림 5은 ABC 케이블 혼용 배전선로에 ABC 케이블의 도체전압을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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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BC 케이블 도체전압[10kA의 경우]

ABC 케이블의 뇌격은 10kA로 인가하였으며, 위치는 선로의 500m지
점에 동일하게 인가하였다. 뇌격을 인가할 경우 a상은 74kV, b상은

69.47kV, c상은 69.41kV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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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BC 케이블 도체전압[5kA의 경우]

그림 6은 ABC 케이블 혼용 배전선로에 ABC 케이블의 도체전압을
측정한 것이다. ABC 케이블의 뇌격은 5kA로 인가하였으며, 뇌격의 위
치는 선로의 500m로 하였다. 뇌격을 인가 할 경우 a상은 19.22kV, b상
은 20.67kV, c상은 22.99kV가 측정되었다. 10kA와 5kA의 도체전압 차
이는 51.01kV가 발생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BC 케이블을 혼용한 배전선로와 일반 배전선로에서
과도현상을 해석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뇌격을 인가하였을 때 도체
전압을 분석하였으며, 뇌격은 10kA, 5kA를 인가하였다. 과도현상 해석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5kA 인가시 C1 ∼ C4까지의 도체전압은 ABC 혼용선로가 일반선로
에 비해 높으며, C5 ∼ C8까지의 도체전압은 일반선로가 높게 측정
되었다.

2) 10kA를 인가하였을 경우 일반 선로에 비하여 ABC 케이블 혼합선로
가 높은 도체전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따라서 뇌격 침입시 ABC 케이블 혼용선로보다 일반선로가 낮은 평
균 도체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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