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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al analysis of an underground power conduit for electrical cables is essential 

to determine their current capacit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demands for high- 

voltage underground cables. The temperature rises around a buried cable, caused by 

excessive heat dissipation, may increase considerably the thermal resistance of the 

cables, leading to the danger of “thermal runaway” or damaging to insulators. It is a 

key design factor to develop the mechanism on thermal behavior of backfilling materials 

for underground power conduits. With a full-scale field test, a numerical model was 

developed to estimate the temperature change as well as the thermal resistance existing 

between an underground power conduit and backfill materials. In comparison with the 

field test, the numerical model for analyzing thermal behavior depending on density, 

moisture content and soil constituents is verified by the one-year-long field measurement.

Keywords: Underground power conduit, Electrical cables, Thermal runaway, Thermal 
resistance, Backfil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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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전력구 지중 송전선의 허용 전류용량에 대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력구 공사에 현장 되메움재의 열적 거동에 대한 연

구가 중요해졌다. 점차 증대되는 고용량 전력공급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허용 전류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전력 케이블 

주변 온도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력구 내부의 과도한 열확산으로 인한 지중 송전

선로 주변의 온도 증가는 지중 송전선 자체의 열저항을 증가시켜 절연 파괴 및 열 폭주 현상을 야기한다. 따라서 전력구 

설계 및 시공시, 되메움재에 따른 전력구 현장 열거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 시

험시공을 기반으로, 전력구내부와 주변지반의 온도 변화 및 열저항을 산정하기 위한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전력

구 열거동 파악을 위한 수치해석은 현장시험 시공시 획득한 4개의 다른 종류의 되메움재의 열적 그리고 물리적 물성치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실내 시험을 통해 산정한 각 되메움재의 열저항을 수치해석 모델에 입력변수로 적용했다. 

전력구 내부에 일정한 열량이 공급될 때, 되메움재의 단위중량, 함수비, 열적 특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열거동 메카니

즘을 모사할 수 있도록 열거동 수치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1년 동안의 수행된 현장계측값과 비교를 통하여 개발된 수치해

석 모델을 검증하였다.

주요어:지중전력구, 전력케이블, 열폭주, 열저항, 되메움재

1. 서 론

최근 도심지역 및 주택가내 무질서하게 서 있는 각종 전력, 통신용 전주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가공 전선으로 

인한 빈번한 사고 발생, 신설 지상 전주 설치의 제한,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 등으로 도심지역 가공 

선로의 지중화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송배전선로의 효율적 지중화 추진

에 대한 연구 및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중화 사업의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사안이 전력구 

내의 안전한 전력공급에 대한 여부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력수요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도심하부에는 수많은 도관 및 

상하수도가 시공되어 있고, 밀집된 인구지역에는 고용량의 전력공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력수요 과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중송전 관로의 확대와 더불어 송전케이블의 송전용량 증대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중 

송전선로는 도심지내에서 건설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건설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건설에 많은 제약을 따르고 있

다. 따라서 시설 증대를 통한 송전용량확보 보다는 지중케이블의 전력 수송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즉, 송전용량의 효율을 증가시켜, 전력수요의 증대 및 과밀화를 대처하고 더 안전하게 송전을 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한 것이다.

지중송전 관로의 대용량화로 인한 열폭주 및 절연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중 환경을 고려한 

지중송전 관로의 설계 및 시공이 이뤄져야한다. 열폭주는 온도 상승이 전력구 내의 전류의 증가를 야기하고, 그것

이 또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일종의 연쇄 반응이다. 또한 송전용량 확보를 위한 관로내의 전압 및 전류의 증

가는 주변 지반내의 온도 증가와 더불어 송전선로 주변의 열저항을 증가 시키므로 열폭주 현상이 우려된다. 따라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Development of numerical model for estimating thermal environment of underground power condui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backfill materials

123

서 전력구 터널 및 도관 되메움시 주변 열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열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dams and Baljet. 1980; Jeong et al., 2003). 일반적으로 관로주변의 되메움재의 열저항은 함수비에 따라 변화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열(약 60°C)이 발생되고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건조시에는 되메움재의 열저항 특성에 따

라 열폭주(thermal runaway)현상이 발생하여 케이블의 절연파괴를 일으키거나 송전효율의 저하 요인이 된다

(Kim and Lee, 2002; Oh et al., 2008; Kim and Koo, 2011; Wi et al., 2011). 따라서 송전관로 주변의 되메움재는 

전력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신속하게 소산시킬 수 있는 재료, 함수비 변화에 따라 열저항률의 변화가 작은 재

료(습윤시 열저항 50°C-cm/Watt, 건조시 열저항률 100°C-cm/Watt를 목표로 함)의 사용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구 되메움재의 열적 안정성 향상과 열저항을 감소시키는 되메움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토양

의 입도특성 및 함수변화에 따른 열저항 특성 등을 고려해 전력구 열거동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되메움재에 따라 총 2종류의 모델이 구성되었으며, 열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기온도와 

대류 열전달계수, 그리고 되메움재를 포함한 토양의 특성인 열저항, 단위중량, 함수비 등을 고려하였다. 현장 시

험시공에서 시간에 따라 계측한 전력구 내부 및 지반 온도분포를 기반으로, 개발된 수치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검

증했고, 일정한 열랑이 공급될 때 전력구 내부에 발생하는 최대온도를 산정하면 현장 시험시공 조건에서의 냉각

시스템 가동 시점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치해석 모델링 을 통한 전력구 열적 거동 평가

2.1 수치해석 개요

전력구 내부에 일정한 열량이 공급될 때, 되메움재의 단위중량, 함수비, 불포화토 특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열전달 메카니즘을 수치해석을 통해 모사할 수 있도록 열전달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수치해석 모델 개발

을 위해 현장 시험체의 전력구 내부 및 되메움재의 열환경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현장 시험결과를 토대로 전력 케

이블(열원)로부터 발생한 열이 전력구 내부 및 되메움재를 통해 확산되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열전달 수치해

석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수치해석 모델 개발을 위해 유한요소해석(FE) 기법에 기반을 둔 COMSOL Multiphysics를 적용하였다. 

COMSOL Multiphysics는 공학분야에서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기술

을 제공하는 상용 프로그램이다.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다중물리현상(Multiphysics)을 유한요소해석 기

법을 통해 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3차원의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

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연계해석(coupled analysis)을 통하여 선택한 모든 물리현상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OMSOL Multiphysics에 내재된 열전달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현장 시험체의 경계조건과 동

일하게 수치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전력구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주변 지반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모사했다. 개발

된 수치해석 모델을 통해 현장 시험체의 1년간 열전달 현상을 모사하고, 현장 시험결과(전력구 내부 및 주변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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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변화)와 비교하여 수치해석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2.2 수치해석 모델링

2.2.1 단면 설정

현장의 단면도는 Fig. 1에 나타냈다. 현장 시험은 전력구 내부에 전력 케이블선이 일정한 열량(2 W/cm)으로 공

급될 때, 전력구 내부온도 및 열전달에 의해 주변 지반의 온도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a) Transverse section (b) Longitudinal section

Fig. 1. Cross-section of field test bed

수치해석 모델은 열전달 거동 특성상 길이방향으로 열전달 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장 시험 단면도를 기반

으로 이차원(2D) 모델로 구성했고, 현장 시험체와 동일하게 되메움재(성토부), 발열체, 전력구 박스, 하부 및 사

면 암반을 형상화했다. 또한 풍화토A에 모래층으로 형상화된 현장 단면 조건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했고, 풍

화토A+모래는 일정두께의 모래층을 추가해 단면을 구성했다(Fig. 2). 

(a) Measurement point (b) Cross-section of numerical model (+sand)

Fig. 2. Cross-section of numerical model (weathered A +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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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입력변수 설정

수치해석을 위한 경계조건 및 입력 물성치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 시험체에 대한 지반조사 및 현장 시공현황을 

검토하고, 현장조건을 정밀하게 모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외기조건 및 주변 환경 변화

에 따른 변수들도 검토하였다.

(1) 토양 및 콘크리트 물성치

열전달 수치해석 모델에 적용할 각 재료의 물성치와 실내 다짐 및 열저항 측정 시험으로 산정한 각 되메움재의 

물리적 및 열적 특성과 문헌에서 제시하는 값을 정리하여 Table 1과 2에 나타냈다(Boggs et al., 1980).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bed rock and air

Material 
Property Concrete Bed rock Air

Thermal resistivity (mK/W)  0.56 0.295 50

Heat capacity (J/kgK) 900 900 1005

Dry density (kg/m
3
) 2300 2609 1.2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backfill materials for numerical analysis

           Backfills
Property Alluvial Weathered A Weathered B Sand + Weathered A

Thermal resistivity (mK/W)  0.54  0.518  0.515 0.518 - 0.47

Heat capacity (J/kgK) 700 700 700 700 - 800

Unit Weight (kg/m
3
) 2105 2096 2170 2180

Specific heat ratio 1.0 1.0 1.0 1.0

Dynamic viscosity coefficient 0.001 0.001 0.001 0.001

(2) 열 유속(Heat Flux) - 외기온도 및 PC박스 내벽

외기 온도와 전력구 PC박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토양으로 전달되는 현상은 COMSOL Multiphysics에 내

재된 열 유속(heat flux) 모듈을 적용하여 모사하였다. 외기온도 및 열원에서 발생한 열이 기체를 통해 지반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전도, 대류, 복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복잡한 물리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열 유속을 적용하는 방법이다(Yazdanian and Klems, 1994; Tanaka et al., 1997;  

Anderson, 2006). 열 유속을 반영하기 위하여 Convective Heat Flux 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시

험을 통해 얻은 1년간 기상관측(외기) 데이터와 문헌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류 열전달계수를 열전달 수치해석 모

델의 경계부분에 입력변수로 적용하였다. 1년간 현장 조건에서 연중 외기온도 변화는 다음 Fig. 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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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annual outside air temperature

대류 열전달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수치해석 모델에서 적용하는 Convective Heat Flux의 지배 방정식은 Eq.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열 유속(W/m
2
), 는 경계면 외부온도(K), 는 경계면 내부온도(K), h는 대류열전달계수

(W/m
2
K)를 의미한다.

또한 전력구 PC박스 내부에서 콘크리트 벽면으로의 열전달도 외기온도 경계조건과 동일하게 Convective 

Heat Flux 모델을 적용하였다. 발열체로 인해 발생하는 PC박스 내부의 공기온도와 콘크리트 벽면의 온도 차이에 

대류 열전달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전력구 내부 공기의 열에너지가고체인 콘크리트 벽면으로 전달되는 거동을 모

사했다. Fig. 4는 Convective Heat Flux를 적용한 외기 및 PC박스 내부 경계조건을 보여준다.

문헌조사를 수행한 결과, 일반적인 대류 열전달계수 값은 0∼35(W/m
2
K)범위에 있다. 각 경계조건에 해당하

는 적합한 대류 열전달계수를 문헌조사를 통해 산정하였고, 입력변수로 적용하였다(Choi and Cho, 2011). 대류 

열전달계수 산정과정은 전력구 PC박스 내벽과 외고온도 경계조건으로 나뉘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Fig. 4. Boundary condition of outside temperature and electric power PC Box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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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backfill materials in test bed

Soil Type Depth (m)
Field Density Test

ρs (g/cm
3
)

Degree of 

compaction (%)
U.S.C.S



 (g/cm

3
) 


 (g/cm

3
)

Weathered A

1 2.17 1.87 2.662 98.34 SM

2 2.12 1.86 2.659 95.25 SM

3 2.08 1.92 2.655 96.28 SM

4 2.18 1.91 2.660 97.46 SM

5 2.04 1.86 2.656 96.87 SM

Weathered A+

Sand

1 2.11 1.88 2.664 99.20 SM

2 2.18 1.91 2.658 97.95 SM

3 2.11 1.89 2.660 98.15 SM

4 2.08 1.90 2.659 97.39 SM

5 2.06 1.85 2.663 95.45 SM

Weathered B

1 2.14 1.91 2.660 96.10 SM

2 2.17 1.89 2.662 95.98 SM

3 2.16 1.89 2.664 96.41 SM

4 2.14 1.87 2.662 95.61 SM

5 2.17 1.92 2.666 99.48 SM

Alluvial

1 2.18 2.00 2.647 96.50 SM

2 2.24 2.03 2.646 97.27 SM

3 2.24 2.06 2.649 98.95 SM

4 2.20 1.97 2.644 95.37 SM

5 2.21 1.97 2.650 95.96 SM

① 전력구 PC박스 내벽 대류 열전달계수 산정 

일반적으로 대류 열전달계수는 계절 및 날씨, 외기속도, 열류 방향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콘크

리트 PC박스와 같은 구조물에서는 천정부, 측벽부, 바닥부 등 위치에 따라서 대류 열전달계수가 달라진다. 본 논

문에서는 다양한 설계기준 및 각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실내·외 열전달계수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Table 4∼7

에 정리하였다.

Table 4.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design in Japan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告示第三百七十九号, 2009)

                      Location
Classification Indoor Outdoor

Convective (W/m
2
K) 4 18

Radiative (W/m
2
K) 5 5

Design (W/m
2
K)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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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t transfer coefficient depending on standard of energy conservation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08)

                   Heat transfer coefficient

Structure of building
Indoor coefficient (W/m

2
K) Outdoor coefficient (W/m

2
K)

Roof 11.1 25

Ceiling 11.1 -

Outer wall 9 25

Floor 6.7 25

Table 6.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outdoor applied in an outer wall 

                              Position
Country Outdoor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
K)

Domestic 23

Japan 25

United States 22.7∼33.3 (depending on fluid velocity)

Europe 25

Table 7. Heat transfer coefficient regulated by BS EN ISO 6946 

Direction Structure Indoor coefficient (W/m
2
K) Outdoor coefficient (W/m

2
K)

Horizontal Wall 7.7 25

Upward Roof 10 25

Downward Floor 5.9 25

다양한 설계변수에 따라 제시된 대류 열전달계수 범위 내에서 본 수치해석 모델의 전력구 PC박스 내벽 경계에

는 Table 8의 대류 열전달계수를 적용하였다. 각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류열전달계수의 범위와 참고문헌을 기

반으로 적정 실내 대류 열전달계수 범위를 산정한 후, 수치해석 모델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장 시험 

결과와 수치해석 모델의 되메움재 온도 및 전력구 내부온도의 변화를 비교하여 현장 시험 결과와 유사한 적정 대

류 열전달계수를 파악했고, 이와 같은 역해석을 통해 수치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Table 8.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utilized in numerical analysis 

Boundary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W/m
2
K)

PC Box ceiling 6.5

PC Box floor 2.0

PC Box wal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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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기온도 경계의 대류 열전달계수 산정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제시하는 대류 열전달계수는 자연대류 성분과 강제대류 성분의 합으로 표현되지만, 온

도 차이에 의한 자연대류 성분보다 유속에 의한 강제대류 성분이 대류 열전달계수에 더 큰 영향을 준다(Churchill 

and Chu, 1975). 이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대류 열전달계수를 산정하는 총 4가지 모델을 검토하였으며, 각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가장 연관성 있는 모델을 외기온도 경계에 열 유속 모듈로 적용했다. 

(a) ASHRAE/DOE-2 model 

ASHRAE/DOE-2 모델은 Rowley의 공식을 근거로 Smooth한 표면과 Rough한 표면에 대해 대류와 복사성분

을 합한 표면 열전달계수를 제시했다(ASHRAE, 2009).

Smooth 한 경우:

      (2)

Rough 한 경우:

   (3)

(b) Kimura 6
th
 floor model

Kimura (1997)는 대류성분과 복사성분을 분리하여 대류 열전달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추정식

은 아래와 같다. 단, 유속이 0 m/s인 경우, 대류 열전달계수는 ‘0’이 되므로 온도차에 의한 자연대류 열전달계수의 

값을 대류 열전달계수가 포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을 갖는다.

  
 (4)

여기서,  : 대류열전달계수(W/m
2
K )

    >2 m/s이면  0.25

 ≤2 m/s이면  0.5

(c) Kimura 4th floor model

또한, Kimura (1997)는 자연대류계수의 수정을 위해 동일한 실험체에 대하여 식 (4)에 대한 수정식을 제안했

다. 유속은 풍상측(Windward)와 풍하측(Leeward)로 나눴고, 상부의 유속과 대상지역유속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대류열전달계수를 표현했다. 그 결과는 Eq. (5)와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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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상측) (5)

    (풍하측) (6)

여기서,  : 대류열전달계수(W/m
2
K)

  : 유속(m/s)

(d) MoWitt model

Kimura 6
th
 floor 모델은 대상지역의 유속과 기상데이터와의 상관관계가 적다. 따라서 높이와 유속과의 종속관

계를 고려한 MoWitt 모델에서는 자연대류 열전달계수에 대한 Eq. (7)과 강제대류 열전달계수에 대한 Eq. (8)을 

제시하였다(Kimura, 1977). 높이와 유속이 종속관계를 나타내므로 Kimura 4th floor 모델에서 제시한 풍상측과 

풍하측으로 나누어 정의한 대류 열전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Table 8).

   ∆  (자연대류) (7)

    (강제대류) (8)

Table 9. Configurations of coefficients for equation 7 and 8

Ct a b

Unit W/m
2
K

4/3
W/m

2
K (m/m)b -

Windward 0.84 ± 0.015 2.38 ± 0.036 0.89 ± 0.009

Leeward 0.84 2.86 ± 0.098 0.617 ± 0.017

앞에서 제시된 총 4가지 모델 중 Kimura 4th floor 모델 적용시, 수치해석 모델결과가 현장 측정값에 가장 부합

하였다. 온도 차이에 의한 자연대류 성분보다 유속에 의한 강제대류 성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MoWitt 모델

보다, Kimura 4th floor 모델에서 제시한 풍상측(Eq. (5))와 풍하측(Eq. (6))을 이용한 대류 열전달계수 산정방법

이 현장 시험체 조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Fig. 5에서는 Kimura 4th floor 모델을 이용해 산정한 

열전달 수치해석 모델의 시간 및 풍속에 따른 대류 열전달 계수 값의 변화를 나타냈다. 풍상측 대류 열전달 계수

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감소했고, 다시 겨울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한편, 풍하측 대류 열전

달 계수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추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시간변화에 따른 대류열전달 계

수를 산정하여 풍상측과 풍하측으로 나누어 해당 경계단면에 대류 열전달계수를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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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convective heat transfer with time (Kimura 4
th

 model)

(3) 열전달 모델 및 경계조건

① 다공질 매체에서의 열전달 모델 

전력구 내부의 열원으로부터 전력구 PC박스를 통과하여 되메움재로 열이 전달되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되

메움재는 다공질체 열전달 모델을 적용했다. 다공질체에서의 열전달 모델은 다공질체(되메움재)에서 발생하는 

열의 전도, 대류, 복사를 고려해야 한다. 다공질 매체의 열전달은 수분과 열의 이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본 

모델에서는 이를 수치 모델링화 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기존 다공질 매체에서의 열전달 모델을 단순화 시켜 

고체에서의 열전달 모델로 구성하였다. Fig. 6은 풍화토A+모래 단면에 열전달 모델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다공

질체에서의 열전달 모델의 지배방정식은 Eq. (9)와 같다.

 



∇  ∇∇ (9)

여기서

 : 유체밀도(kg/m
3
)

  : 유체 열용량(J/kgK)

  : 유효 체적 열용량(J/m
3
K)

  : 유효 열전도도(W/mK)

  : 유체 속도장(m/s)

  : 열원(W/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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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ckfill material (b) Sand

Fig. 6. Boundary domain for heat transfer model in porous media (weathered A + sand)

② 유체에서의 열전달 모델 

전력구 PC박스 내부 공기는 유체에서의 열전달 모델을 적용했으며, 유체의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인 

공기의 물성치(참조 Table 1)를 적용하였다(Fig. 7). 유체에서의 열전달 모델의 지배 방정식은 Eq. (10)과 같다.

 



∇∇ ∇   (10)

Fig. 7. Boundary domain for heat transfer model in fluid (Air)

③ 콘크리트 및 하부 암반에 적용된 열전달 모델

콘크리트 박스 경계영역은 Fig. 8과 같이 고체의 열전달 모델을 적용하여 Table 1의 콘크리트 물성치 값을 적

용하였다. 현장 시험체 주변 지반이 주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부지반 및 사면은 고체의 열전달 모델을 

적용했고, 암반의 열적 물성치는 본 모델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했다. 고체의 열전달 모델의 지배방정식은 Eq. (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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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a) Concrete PC box (b) Bed rock and slope

Fig. 8. Boundary domain for heat transfer model in solid (concrete and bedrock)

(4) 케이블 선형 발열량 (Line Heat Source)

전력구 내부에 케이블의 선형 발열량을 부여하는 발열체를 모사하기 위하여 선형열원모델(Line Heat Source 

Model)을 적용하였다(Fig. 9). 선형열원모델은 발열체의 두께가 길이에 비해 매우 얇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D 모델인 경우에서는 선형열원(Line Heat Source)이 점열원(Point Heat Source)로 대체된다. 선형발열량은 Eq. 

(12)에 단위 길이(깊이)에 해당하는  (cm)와 각 선에 적용되는 (W/cm)에 해당 열량조건인 값(2 W/cm)을 적

용했다. 열량 입력치 2 W/cm는 현장 시험조건으로, 전력구 PC박스 내부 케이블에 발생하는 열량이다.

  (12)

(a) Line Heat Source Model (b) Magnified Model

Fig. 9. Boundary point for Line Heat Sour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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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수치모델 격자형상

FE해석의 격자형상은 기본적인 삼각형 격자(triangle element)로 구성했고(Fig. 10), 총 3116개의 격자를 형성

했다. 전력구 박스에 인접해 있는 내부 및 외부경계는 되메움재와 PC박스가 접촉해있는 경계이므로 보다 조밀하

게 격자를 형성하였다.

Fig. 10. Mesh configuration for heat transfer numerical model

3. 현장 계측과 비교를 통한 해석모델 검증 

3.1 외기조건에 따른 전력구 내부온도 비교

전력구 PC박스 내부의 발열로 인한 1년 동안의 지반 및 전력구 내부 온도 변화를 수치해석 모델을 통해 모사하

고 이를 현장 시험체에서 계측한 결과와 비교하여 개발된 수치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Fig. 11는 연간 실측

된 외기온도의 변화를 수치모델의 경계 조건으로 반영하여 해석한 1년간 전력구 내부온도 추이를 계측결과와 비

교를 보여준다. 연간 외기온도 변화를 고려할 경우와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따라 전력구 박스 내부의 온도 변화 

양상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연간 외기온도 변화를 시험체의 외부 경계조건으로 고려할 경우(Fig. 11(a)), 전력구 

Box 내부의 온도는 외기온도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게 동절기에 온도가 감소하다가 하절기에 다시 증가했으며, 

현장 시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외기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시험체 외부 

경계면을 단열조건(no flux)으로 가정한 경우(Fig. 11(b)), 일정한 열량 공급으로 인해 전력구 내부의 온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발열체가 존재하는 전력구 내부의 온도변화는 외기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는 열전달 수치해석 모델

링에서 시험체 외부 경계조건에 연간 외기온도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수

치모델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간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대류 열전달계수를 고려하여 열 유속 모델로 적용했

고, 그 적합성을 현장 시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평가하였다. 또한, 전력구 내부온도가 초기에 점차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소한 기간은 전력구내 발열체 가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이다. 이 발열체 정지기간도 수치모델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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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idering annul air temperature variation (b) No flux boundary condition

Fig. 11. Effect of annual air temperature on numerical model

Fig. 12는 발열체 열량 변화에 따른 전력구 내부온도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풍화토A+모래를 기준으로 전력구 

내부의 열량을 2 W/cm, 3 W/cm, 4 W/cm로 증가시켜, 전력구 내부 온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내부 열량의 증가에 

따라 전력구 내부온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기존 현장시험 조건인 열량 2 W/cm의 2배의 열량(4W/cm)을 

공급할시, 1년 후 약 40°C까지 전력구 내부온도가 증가하였다. 열량이 증가할수록, 전력구 내부에 투입되는 에너

지가 증가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증가가 더 크게 발생했다.

Fig. 12. Effect of quantity of cable heat source on temperature inside cond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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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장 단위중량을 고려한 열적 물성치 적용 

현장 들밀도시험 결과로부터 되메움재의 건조단위중량이 1.85∼1.91 t/m
3
로 파악되었다. 현장과 동일한 조건

에서 실내다짐을 수행하여 함수비에 따른 건조단위중량과, 각 함수비마다 열저항을 측정하여 Fig. 13에 나타냈

다. 실내다짐시험 결과에서 열저항이 건조단위중량에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탐

침을 통해 되메움재의 열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탐침과 되메움재의 접촉 조건에 의해 많은 시험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측정한 되메움재의 건조단위중량과 함수비를 범위에 해당하는 실내다짐 조건

에서 측정한 열저항을 되메움재의 물성치로 적용하였다(Fig. 13 참조). 또한, 현장의 함수비의 변화에 따른 열저

항을 수치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Fig. 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장 되메움재의 내부의 연간 함수비 

변화가 미미하여, 실제 수치모델에서는 되메움재의 현장 다짐상태에 해당한 열저항값을 수치해석 입력값으로 적

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현장 들밀도시험을 통해 산정한 깊이별 되메움재의 습윤단위중량과 

건조단위중량을 나타낸 것이다.

Fig. 13. Relationship between thermal resistivity and 

water content and unit weight in test bed 

Fig. 14. Annual variation of water content of weathered 

soil A + sand 

  

Fig. 15과 16에서는 전력구에서 일정 간격 떨어진 되메움재 내 온도변화에 대한 측정값과 동일한 조건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가지 되메움재에 대한 측정 및 해석결과 중 대표적으로 모래+풍화

토 A 되메움재만 비교하였다. 내부의 측면 및 상부방향 온도 분포를 전력구 PC박스에서 0.5 m 떨어진 지점에서

부터 측면방향으로 5 m까지, 상부방향으로 3.5 m까지의 온도 분포로 비교분석 하였다. 현장 시험결과, 전력구 

PC박스에서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외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온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

다. 현장 시험조건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에서는 되메움재 측면 방향의 온도 변화 양상은 현장 결과에 비해 다소 

높게 산정되었고, 상부 방향의 온도 변화 양상은 다소 낮게 산정되었다. 하지만 현장 시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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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emperature change in backfill with time on lateral direction (weathered A +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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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mperature change in backfill with time on vertical direction (weathered A +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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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검증 결과, 측면 및 상부방향의 최대 온도 차이는 약 2°C 이내로, 개발된 열전달 수치모델을 전력구의 장기

적 열거동 예측에 충분히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7는 각 되메움재 시공조건 별로 1년 동안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로 얻어진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열저항

이 높은 충적토의 경우(Fig. 17(a)), 높은 열저항으로 인해 지반 내 열전달이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측정 지점에서 되메움재 내부온도가 가장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충적토로 되메움된 전력구 내부에서는 열이 점

차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반면 열저항이 가장 낮은 모래+풍화토A의 경우(Fig. 17(d)), 전력구

에서 발생한 열이 되메움재로 활발하게 전달되어 해당 영역의 되메움재 내부온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열저

항이 낮은 재료로 되메움을 한 경우가 전력구 내부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a) Alluvial soil (b) Weathered soil A

(c) Weathered soil B (d) Sand + Weathered soil A

Fig. 17. Temperature distribution after one year of operation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 케이블(열원)로부터 발생한 열이 전력구 내부 및 되메움재를 통해 전달되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열전달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했다. 개발된 열전달 수치해석 모델은 전력구 내부 및 되메움재의 열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치해석 모델은 전력구 내부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폭주 및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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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등의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전력구 주변 토양의 열환경 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전력구 및 주변 지반의 열거동 평가를 위해 열전달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실내 다짐 및 열저항 측

정시험을 통해 산정된 열적 물성치를 수치해석 모델에 입력변수로 적용하였다. 전력구 내부 및 되메움재 내

부 온도변화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현장 측정값과 비교하여, 수치해석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 전력구 박스 내부의 온도변화는 외기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지중 전력구에 대한 열전달 수치해석 모

델링에서 지표 외부 경계조건에 연간 외기온도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되메움재 내부온

도 분포도 전력구 PC박스에서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외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온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3. 개발된 열전달 수치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송전용량에 따른 전력구 내부온도 변화를 발열체 주입열량에 따

른 수치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토하였다. 발열체 주입열량이 증가할수록 전력구 내부에 투입되는 에너

지가 증가하여 시간에 따른 전력구 내부온도 증가가 더 크게 발생했다. 

4. 1년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열저항이 높은 충적토의 경우, 높은 열저항으로 인해 지반 내 열전달이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측정 지점에서 되메움재 내부온도가 낮고 이는 전력구 내부에서는 열이 점차적

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반면 열저항이 낮은 모래+풍화토A의 경우는, 전력구에서 발생한 열

이 되메움재로 활발하게 전달되어 해당 영역의 되메움재 내부온도가 높게 산정되어 열저항이 낮은 재료로 

되메움을 한 경우가 전력구 내부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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