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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 선로 고장력 인장시험기 개발

Development of High Tension Tensile Tester for 
Transmi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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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or the testing of tensile strength of dead-end clamp used in 

transmission line, resulting values were estimated by designing and producing the 

horizontal version of widely-used vertical tensile tester. Tensile strength test of 

dead-end clamp for transmission line is essential for quality test of products. 

Moreover, tensile tester is an equipment that requires high level of reliability which 

needs to be examined through sampling tests commensurate with total inspection. 

Frames of tensile tester were made up of H-beams so that it can endure more than 

20 [tons] of load capability and the test was implemented for 60[seconds] applying 

five types of tension. In consequence, the tester could withstand up to 21,600[kg] of 

weight as well as all types of tension. This newly developed horizontal tensile tester 

can be utilized in figuring out properties of various materials by estimating tensile 

strength of materials such as metal, rubber and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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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장클램프(Dead-end Clamp)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며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의 장력이 가해지는 

내장 및 인류개소에 사용되는 고압 송배전 선로에 

흔하게 사용되며, 전신주 사이에 연결되는 전선의 

인장하중을 필수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조건을 갖

추어야 하는 필수 장비이다.

인장클램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로의 

단락, 단선으로 인하여 발생[1]하는 정전 및 단락 등

의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및 중대한 설비의 

결함으로 이어지므로 고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송배전 선로용으로 사용되는 인장클램프는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에 필수요소로 되어 있으며 전수 

검사에 준하는 샘플링 검사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되었다.

기존의 인장 시험기는 유관기관 실험실용 인장

강도 시험기를 제외하고는 산업현장에 알맞도록 

응용[2]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종래의 기술

들은 클램프를 수직방향으로 배치한 상태로 상단

과 하단을 클램핑하여 상하 방향으로 인장력 및 

압축력을 가하는 구조이므로 클램프의 정렬 상태

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문제점뿐만 아니라, 단 

구간의 시험[3]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실리콘 소재의 물성측정에 사용되는 수평형 마

이크로 인장시험기[4]가 일부 개발되어지고 있으

나, 수직방향의 인장시험기에 비하여 수평형의 경

우 마찰이 최소화된 부품에서 사용이 필수적[5]이

며, 제품의 피로도는 반복 굴곡에 의한 것이 많이 

발생하므로 내구성 및 내 피로성을 견디는 수평방

향의 고장력 인장시험기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전압 송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고장력 인장 

시험기 개발을 하여 20[Ton]>부하용량을 수평 배

치하여 긴 구간에서의 거리에서도 시험이 가능하

며,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를 개발하는 실험을 독창적으로 수행, 분석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실험장치 및 방법

1. Clamp 2. Measurement Unit 3. Hydraulic Unit
4. Display 5. Control Section

Fig. 1 Schematics of the experimental setup

그림 1은 실험장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1의 실험 장치는 클램프(1)와 측정유닛(2), 유

압유닛(3)을 지지하는 수평 프레임(7)이 있으며, 

수평프레임의 양측에서 서로 마주보는 수직 프레

임(6)과 클램프(1) 좌측에 와이어(8)를 설치하고, 

클램프 우측에는 인장강도 측정을 위한 측정유닛

(2)을 배치하였으며, 부하를 인가하는 유압유닛(3), 

측정값을 분석하고 저장하기 위한 제어부(5)로 구

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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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클램프 인장 시험기의 측면도 a)와 

평면도 b)를 나타낸 것이다. 클램프 인장 시험기

는 그림 2의 수직프레임(3)의 사이에 위치한다.

그림 1의 제어부(5)가 그림 2의 유압유닛(7)을 

동작시켜 측정유닛(6)에 의해 측정된 클램프(5)의 

인장강도를 그림 1의 제어부(5)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저장한다.

그림 3은 그림 2의 측정유닛(6)을 세부적으로 

도시한 것이며, 그림 2의 프레임(2)은 클램프 인

장 시험기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측정유닛(6)은 그

림2의 클램프(5)의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

으로서, 그림 3의 바디(21)와, 바디(21)의 양측에

서 체결부재에 의하여 체결이 되었다. 한쪽이 그

림 2의 클램프(5)와 고정되고, 반대쪽이 유압유닛

(7)과 고정되는 그림 3의 체결고리(22)와, 그림 2

의 클램프(5)의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림 3

의 센서(23)와, 센서(23)에 의해 측정된 인장강도

를 표시하기 위한 그림 3의 인디게이트(24 : 

BS-72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21. Body 22. Fastening Ring

23. Sensor 24. Indigator(BS-7220)

Fig. 3 Measurement Unit

그림 2의 유압유닛(7)은 부하를 걸어주는 역할

을 하고, 수직 프레임(3)의 내측면에 고정되는 실

린더(10)와 실린더(10)의 전측의 하부 방향으로 

형성되어 수평프레임(1)에 고정되는 고정바(9)와 

실린더(10)의 구동을 위한 펌프(8)로 이루어진다. 

실린더(10)의 전방에는 측정유닛(6)의 그림 3의 

a) Side View

 

b) Top View

1. Horizontal Frame 2. Frame 3. Vertical Frame 4. Wire 5. Clamp 6. Measurement Unit 

7. Hydraulic Unit 8. Drive Pump 9. Fixed Bar 10. Cylinder 11. Ring

Fig. 2 Clamp Tensile Tester measur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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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고리(22)와 연결되도록 그림 2의 체결고리

(11)가 결합되어 있다.

그림 4는 인장시험기 개발에 사용된 SUS Wire 

Rope[6]이다. 그림 a)의 SUS Wire Rope는 

8[line]으로 설계하였으며, b)는 SUS Wire Rope

를 Road Cell 에 장착한 그림이다.

SUS Wire Rope는 10&#8709를 8[line] 사용

하였으며, 10&#8709의 1[line]당의 안전계수는 

5,390[kg]이므로 5,390[kg]×8[line]은 43,120[kg] 

으로서 인장시험에 사용되는 20[Ton]의 값을 상

회한다.

그림 5의 a)는 인장시험 측정에 사용된 인디게

이트이며, 가해진 인장 값을 지연 없이 실시간으

로 표시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읽을 수 있도록 프

로그램 하였으며, b)는 통합 제어랙이다.

그림 6은 시험에 사용된 인장시험기의 실험 장

비이다.

Fig. 6 Experimental Equipment

a) SUS Wire Rope

 

b) Road Cell

  Fig. 4 SUS Wire Rope

a) Indicator

 

b) Total Control Rack

  Fig. 5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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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인장시험기의 설계도면이며 평면도 a)

와 측면도 b)를 나타낸다. 지면에 안치되는 수평 

프레임과, 수평 프레임의 양측에서 서로 마주보도

록 결합되는 수직 프레임을 포함하여 인장압력 

20[Ton]에 견디며 휘어짐이 적은 BASE H빔 

(250×250×14T)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실험결과 및 고찰

인장압력 20[Ton]>부하용량을 실험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과정은 그림 8과 같이 목표값 

5,000[kg], 8,000[kg], 10,000[kg], 12,000[kg], 

20,000[kg]의 5단계로 인장력을 상승하며 시험하

였다.

그림 8의 a)는 목표 값인 설정 장력의 최댓값

을 5,000[kg]으로 한 후, 테스트 시간은 60[sec]으

로 하였을 때의 인장력을 기록한 monitor의 실시

간 기록값을 나타낸다. 인가초기부터 인장력이 상

승하여 6[sec]까지 선형적으로 상승을 한 후 설정 

장력보다 큰 6,000[kg]의 값을 유지한 채로 

60[sec]의 인장 실험이 종료 되었다.

그림 8의 b)는 목표 값인 설정 장력의 최댓값은 

8,000[kg]으로 한 후 테스트 시작시간은 60[sec]으

로 하였을 때의 인장력을 기록하였다. 인가초기부

터 5[sec]까지 선형적으로 상승을 한 후 설정 장

력보다 큰 9,600[kg]의 최댓값을 가진 후 서서히 

안정을 유지하며 9,000[kg]에서 실험이 종료 되

었다.

이후의 c), d), e) 실험은 동일한 60[sec]의 시

간으로 설정 장력의 값을 차차 높여갔으며 표 1

과 같은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Maximum 
Tensile

[kg]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time[sec] max[kg] result

5,000 60 6,000 ok

8,000 60 9,600 ok

10,000 60 11,900 ok

12,000 60 13,800 ok

20,000 60 21,700 ok

Table 1. Tensile Test Comparison

시험의 결과 모든 설정 장력의 값을 상회하는 

최댓값을 만족하였으며, 시험의 최종 목표값인 

20,000[kg]을 상회하는 21,600[kg]으로 인장값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다.

a) Top View

 

b) Side View

Fig. 7 Tensile Testing Machine Desig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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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etting Value 20,000[kg]

Fig. 8 Experimental Process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송배전 선로용으로 사용되는 인

장클램프의 인장하중을 측정하는 인장시험기를 개

발하여 20[Ton]>부하용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5단계

로 인장력을 시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에 사용되는 클램프의 수직방향으로 배

치한 상태에서의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구간

이 긴 거리에서도 정확한 인장 강도를 측정

가능한 수평방향의 고장력 인장시험기를 설

계 개발하였다.

2) 개발된 고장력 인장시험기는 수평방향으로 

클램프를 배치한 후, 60[sec]간의 5단계의 

목표값을 설정 후, 인장력 시험의 최댓값인 

20[Ton]>부하용량을 상회하는 21,600[kg]의 

인장력을 얻을 수 있었다.

3) 클램프의 인장 강도를 측정시 실시간으로 인

장력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측정 

후에도 저장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인장클램프(Dead-end Clamp)의 인장하중을 측정

a) Setting Value 5,000[kg]

b) Setting Value 8,000[kg]

c) Setting Value 10,000[kg]

d) Setting Value 12,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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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수평방향의 고장력 인장시험기를 독

창적으로 설계, 개발하여 최대 20[Ton]>부하용량 

값을 만족하는 인장시험기를 개발하였다. 수평 방

향의 시험기는 금속뿐만 아니라, 고무나 섬유 등

의 다양한 재료의 인장강도의 측정에도 응용이 되

어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응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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