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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국내 지중송전선로의 포설형태는 시스유기전압과 시스순
환전류를 저감하기 위해 케이블을 정삼각배열 및 접속함의 위치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 형태에 따라 시스성분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지중송전선로 접속함의 위치를 변경시켜 시스
성분을 해석한 후 상호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절연접속함 위치
변경의 효용성을 평가한 후 제안하였다. 모델링 및 해석은 EMTP를 이
용하였다.

1. 서    론

최근 수도권지역이나 광역 대도시지역 도심지의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대도시의 전력수요 밀도가 증가하면서 운용중인 전력계통에서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송전선로는 사회적비용 및 도시개발에 있
어 추가 건설이 어려워 가공송전선로 대신 지중송전선로의 건설이 해마
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중송전케이블은 시스유기전압 및 시스
순환전류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케이블 접속함에서 고
장이 발생 할 수가 있다.[1][2]
그래서 크로스본드와 시스접지를 하는 A, B, C상 절연접속함의 위치

를 변경한 후,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선로 인입부 지점뿐만 아니라 선로
길이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크로스본드 대구간의 절연접속함 위치를
각각 변경시켜 이를 Case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3][4]
본 논문에서는 지중송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접속함의 위
치를 여러 Case로 구분하여 변경시키면서 시스성분을 해석한 후 접지방
식을 제안하였다.

2. 본    론

  2.1 지중송전선로 모델링

지중송전선로는 XLPE 2000의 케이블을 선정하였다. 그림 1은
지중송전선로 구간 및 길이를 보이고 있고, 결선방식은 교락비접지와 대
지간접지방식을 혼용한 혼합접지방식을 채용하였다. 절연접속함 위치변
경에 따른 거리임피던스는 EMTP Cable Constants 루틴으로 계산하였
으며 선로길이가 증가하면서 접속함 위치변경 Case를 표 1과 같이 나누
어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1> 지중송전선로 구성도

     <표 1> EMTP 모델

항 목 조 건

전 압 154kV

케이블 종류 XLPE 2000

길 이 5.4km

크로스본드
소구간 길이

1구간 390m

2구간 300m

3구간 210m

  2.2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지중송전선로는 시스유기전압 및 시스순환전
류를 저감하기 위해 케이블 포설시 정삼각배열과 접속함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시공된다. 그러나 지형적인 문제와 시공현장의 문
제로 인해 접속함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스유기전압과 시스순환전류를 저감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크로스본드 대구간의 절연접속함을 상별로 위치변경 하
였으며, 표 2와 같이 선로거리가 증가하면 늘어나는 크로스본드 대구간
절연접속함을 위치변경한 구간이 늘어나는 Case를 대상으로 시스유기전
압과 시스순환전류를 해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2>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표 2>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구 분 조 건

Case 1
1 번째 크로스본드 대구간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Case 2
2 번째 크로스본드 대구간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Case 3
3 번째 크로스본드 대구간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Case 4
4 번째 크로스본드 대구간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Case 5
5 번째 크로스본드 대구간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Case 6
6 번째 크로스본드 대구간
절연접속함 위치변경

  2.2 해석
Case 별로 시스성분을 해석하였다. 해석은 A, B, C상별로 각각 시스
유기전압과 시스순환전류를 해석한 후 비교하였다.

<그림 3> 시스유기전압(A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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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A상의 시스유기전압을 해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Case 3 ∼
6에서 5, 10, 14번쨰 접속함에 전압이 높게 측정되었다.

<그림 4> 시스유기전압(B상)

그림 4는 A 및 C상 보다 시스유기전압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전반적
으로 선로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시스유기전압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Case 2∼6를 보면 4, 10, 13번째 접속함에 전압이 높게 측정되
었다.

<그림 5> 시스유기전압(C상) 

  그림 5는 A상과 비슷한 시스유기전압이 측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선
로의 길이 늘어나면서 시스유기전압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Case 2∼6를 보면 5, 6번째 접속함에서 전압이 높게 측정되었지만 A상
과 B상에 비해 선로중간지점에서 높은 시스유기전압이 측정되지 않았
다.

<그림 6> 시스순환전류(A상)

그림 6은 A상의 시스순환전류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전반적
인 경향을 보면 현재 시공된 구간과 절연접속함의 위치를 변경한 구간
에 비해 낮은 시스순환전류가 측정 되었다.

<그림 7> 시스순환전류(B상)

그림 7은 B상의 시스순환전류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전반적
인 경향을 보면 현재 시공된 구간과 절연접속함의 위치를 변경한 구간
에 비해 낮은 시스순환전류가 측정 되었다.

<그림 8> 시스순환전류(C상)

  그림 8은 C상의 시스순환전류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전반적
인 경향을 보면 현재 시공된 구간과 절연접속함의 위치를 변경한 구간
에 비해 낮은 시스순환전류가 측정 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중송전선로의 고장예방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절
연접속함 위치변경을 통하여 시스유기전압과 시스순환전류의 저감하기
위한 절연접속함 접지방식을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시
스유기전압과 시스순환전류를 상별로 해석한 후 비교분석하여 효용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절연접속함의 시스접지 위치를 변경하면서 시스성분을 해석하였
다.

[2] 시스유기전압은 B상이 가장 높은 전압이 측정되었다. 또한 절연접
속함 위치변경한 구간이 늘어나는 Case에서 중간지점에서 높은
시스유기전압이 측정되었다.

[3] 시스순환전류를 상별로 해석한 결과 비슷한 값의 시스순환전류를
보였으나 절연접속함의 위치를 변경한 구간이 늘어나면서 시스순
환전류가 저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스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향후 지중송전선로에 뇌서지가 침
입할 경우 절연접속함의 접지방식 변경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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