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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가공배 선로의 상하단 단락고장을 방하
기 하여 행 련 기 의 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하
여 기 이도, 완철의 최소 이격거리, 미국 NESC(National Electric 
Safety Code)의 수직선간이격거리에 하여 문헌  고찰을 한 후, 이를 
토 로 국내에 용할 수직선간이격거리  지상고 검토 조건을 도출하
고, 기 이도 용 시 가공배 선 종류별 75℃이도를 계산하여 그 결
과들을 비교 검토하 다. 그 결과 상하단 선간단락 고장을 방하기 
하여 나 선의 기 이도를 특고압 선과 동일하게 용하여야 하며, 특
고압 완철 간의 최소이격거리는 경간 100m 이상에서 수직이격거리가 
부족하므로 0.1m 정도 증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발견하
다. 

1. 서    론

  특고압 가공배 선로는 경간 간에서 상하단에 설치된 선 간에 
정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기고장을 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재 
기설비기술기 에서는 이에 한 기 이 없으며, 한  배 분야의 설계
기 에는 지지물상에서 완철의 최소 이격거리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배 선로의 기 이도, 완철의 최소 이격거리, 미
국 NESC(National Electric Safety Code)의 수직선간이격거리에 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 로 국내에 용할 수직선간이격거리  지상고 검토
조건을 도출하고, 기 이도 용 시 가공배 선의 75℃이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행 기 의 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완철의 최소 이격거리
  기설비기술기  150조 ⑤항에서는 특별고압 가공 선과 압 는 
고압의 가공 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선과 압 는 고압의 가공 선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이상 유
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  배 분야 설계기 -3200 (장주)에
서는 완철 심간의 최소간격을 다음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종 류 직 선 주 각 도 주

특 고 압 과 특 고 압 
특 고 압  과    압

1,000㎜
1,200㎜

1,500㎜
1,750㎜

<표 1> 완철의 최소 이격거리

  상기 <표 1>은 경간이 50m인 경우를 표 으로 한 것이므로 장경간 
는 특수개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간격을 증가하여야 한다. 한 특고

압선의 다 지된 성선은 압선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압선의 선
간수직이격거리는 특별히 명시된 기 이 없으나 압 랙크의 선간 간격
이 0.3m이다. 
  그리고 배 분야 설계기 -3300 ( 선과 가선)에서는 기설비기술기
에 의거 가공배 선의 지상고는 압  선의 종류에 계없이 지
표상 5.0m, 도로상 6.0m, 철도궤도상 6.5m로 규정하고 있다.

  2.2 미국 NESC의 수직선간이격거리
  선의 이도는 온도  하 조건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가공배 선의 
지상고  수직선간이격거리는 해당 선의 최 이도를 고려하여 규정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설비 기술기   한  배 분야 설계기 의 
지상고 련기 에는 선의 이도조건에 한 명시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의 NESC 232조에서 가공배 선의 지상고는 50℃ 무풍인 
경우, 허용 류를 흘렸을 때 도체의 최고 온도인 경우, 는 0℃에서 해
당지역의 빙설이 부착되었을 경우의 최종 이도  가장 큰 이도를 용
하 을 때의 지표, 도로, 철도 상 높이를 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워에서는 동일지지물상에 설치하는 선의 수직

이격거리를 압, 부하 시  기온도 시 최 최종이도를 고려하여 결
정하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NESC 235C에 명시된 값을 용하고 있다. 
상부 선은 최 최종이도를 용하며, 하부 선은 기온도시의 선 
이도를 용하 을 때의 이격거리를 용한다. 를 들면, 상부 선은 
기온도 38℃에서 최 허용 류를 흘렸을 때 도체의 온도인 85℃를 

용하고 있으며, 하부 선은 무부하시 기 온도 38℃를 용하고 있다.
  NESC 235C에 명시된 동일지지물상의 수직선간이격거리는 다음과 같
다.
  ○ 8.7kV 이하  : 0.41m
  ○ 8.7kV～50kV : 0.41m + 0.01m × ( 압kV - 8.7kV)
  그리고 경간 에서의 수직선간이격거리는 지지물상의 이격거리의 
75%를 용하고 있다.

  2.3 가공배전선로의 기준이도
  가공배 선로의 선 이도는 지지물  지선의 강도에 직 인 향
을 미치므로 지상고  수평선간거리가 허용하는 한 선의 장력이 작
게 되도록 선의 이도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 에서는 일반
인 가공배 선로에 경간 40m, 기온 15℃, 무풍 시 조건에서 다음 <표 
2>와 같이 기 이도를 용하고 있다.
<표 2> 전선종류별 기준이도

선종류 기 이도(m) 가선조건

ACSR, HDCC
OW

ACSR/AW-OC

0.4
0.5
0.6

경간 40m,기온 15℃, 무풍

  2.4 조건변화에 따른 장력 및 이도변화 계산식
  온도, 하 , 장력의 변화에 따른 가공배 선의 장력  이도변화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Wong & Lee, 2004).

    D2  = 
W2S

2

8T 2
········································································ (식 1)

     0= T32+PT
2
2-Q ···································································· (식 2)

       P= EA{
8D21

3S 2
+α(t 2- t 1)}-T 1 ······································· (식 3)

      Q=
EAW2

2S
2

24
······································································ (식 4)

  여기서 D1 , D2  : 조건 1, 2의 선이도(m)

         T1 , T2  : 조건 1, 2의 선장력 (㎏)

         W1
, W2

 : 조건 1, 2의 합성하  (㎏/m)

          t 1 , t 2   : 조건 1, 2의 온도 (℃)

          α  : 선팽창계수 (1/℃)
          E : 선의 탄성계수(㎏/㎟)
          A : 선의 계산 단면 (㎟)

3. 수직이격거리 검토

  3.1 수직선간이격거리 및 지상고 검토 조건
  NESC 규정에 의하면 지지물상에서 특고압선 상호간 그리고 특고압
선과 성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 특고압선 상호간   : 0.41+0.01×(22.9-8.7) = 0.552m
  ○ 특고압선과 성선 : 0.41+0.01×(13.2-8.7) = 0.455m
  따라서 경간 에서의 수직이격거리는 지지물상 이격거리의 75%를 
용하므로 경간  특고압선 상호간에는 0.414m, 특고압선과 성선 

상호간에는 0.341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배 분야 설계기 에서 특고압 완철간의 최소이격거리는 1m이고 특
고압완철과 성선 간의 최소이격거리는 1.2m이다. 이는 미국 NESC 규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 7



- 310 -

정보다 큰 수치이므로 경간 의 수직이격거리를 완철의 최소이격거리
에 75%를 용하는 것은 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간 의 특고
압선 상호간  특고압선과 성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미국 NESC 규
정에 의한 계산결과인 0.42m  0.35m를 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압
선은 랙크의 선간거리가 0.3m이므로 경간 에서는 서로 하지 않으
면 되는 것으로 수직이격거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  송 분야 설계기  1211에서는 지상고 검토 시 용온도를 75℃
로 용하고 있다. 따라서 배 분야에서도 지상고  수직 이격거리 검
토 시 상부 선의 용온도는 75℃를 용하고, 하부 선의 경우에는 
무부하 기 이도 시 용온도인 15℃를 용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 이도의 정성 여부를 검토  
기 이도 재설정을 하여 상부 선은 무풍, 무빙시 75℃를 용하고, 
하부 선은 무풍, 무빙 시 15℃를 용하여 수직이격거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3.2 기준이도 적용시 가공배전선의 75℃이도 검토
재 사용하고 있는 가공배 선  종류  규격에 하여 기존의 기

이도를 용하 을 때 경간별 이도의 변화를 확인 한 결과 동일 기 이
도를 용하 을 때에 선의 종류  규격에 계없이  경간에서 이
도는 동일하 다. 따라서 특고압 연 선, 압 연 선, 나 선, 가공지
선인 아연도강연선의 기 이도 용 시 경간별 이도는 다음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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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기준이도 비교(10~100m)

  기 이도와 지상고 검토 시 용온도인 75℃의 이도로 환산한 이도를 
선종류별로 이도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선규격에 계없이 거의 

비슷한 이도를 나타내었다. 다음 <그림 2>에서는 선종류별로 75℃에
서 가장 큰 이도 값을 나타낸 규격들의 이도와 기 이도를 비교하 다.  
동일 기 이도를 용한 선의 경우 ACSR류 선이 동 선에 비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이도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경간 
100m에서 약0.1m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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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선종류별 기존 기준이도와 75℃ 이도 비교

경  간 (m)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CSR/AW-OC 160
75℃이도 (m)

0.21 0.44 0.71 1.04 1.42 1.86 2.38 2.96 3.61 4.33

나 선 기 이도 (m) 0.03 0.10 0.23 0.40 0.63 0.90 1.23 1.60 2.03 2.50

이도 차이 (m) 0.18 0.34 0.49 0.64 0.79 0.96 1.15 1.36 1.58 1.83 

<표 3> 특고압절연전선 75℃이도와 나전선 기준이도간 이도차이

  상기 <표 3>에서는 특고압 연 선 75℃이도와 나 선 기 이도 간 
차이를 경간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한  배 분야 설계기 에서 특고
압 연 선과 성선인 나 선 간의 최소이격거리는 1.2m이고, NESC에 
의거 계산한 경간 의 수직이격거리는 0.35m이므로 상단 특고압 연

선과 하단 선선 간의 이도차이는 0.85m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표 3>에서 60m에서는 0.85m를 과하므로 기존의 기 이도를 용시 
특고압 선과 성선간의 수직이격거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특고압 선과 성선 간의 이도차이는 경간 100m이
상에서는 격히 증가하여 경간 170m인 경우 4.23m의 이도차이를 나타
내므로, 나 선의 기 이도를 특고압 선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
다.
  다음 <그림 3>에서는 특고압 연 선 기 이도와 ACSR/AW-OC 
160㎟ 의 75℃ 이도를 10～100m경간에 하여 비교하 으며, <표 4>에
서는 ACSR/AW-OC 160㎟의 75℃이도와 기 이도 간의 이도차이를 나
타내었다. 한  배 분야 설계기 에서 직선개소의 특고압 선 간의 완
철 최소이격거리는 1.0m이고, NESC에 의거 계산한 경간 의 수직이격
거리는 0.42m이므로 특고압선 상하단 선 간의 이도차이는 0.58m이하
여야 한다. 그러나 <표 4>에서 100m이상에서는 0.58m를 과하므로 기
존의 기 이도를 용 시 특고압 선 간의 수직이격거리를 증가시킬 필
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고압 선 간의 이도차이는 경간 
100m에서 0.58m이고, 경간 190m에서는 0.62m로 경간의 증가에 따라 이
도차이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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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특고압절연전선 기존 기준이도와 전선 종류별 75℃ 이도 비교

경  간 (m)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0

특고압 연 선
기 이도 (m)

0.15 0.60 1.35 2.40 3.75 5.40 7.35 9.60 12.15 13.54

ACSR/AW-OC 160
75℃이도 (m)

0.44 1.04 1.86 2.96 4.33 6.00 7.96 10.21 12.77 14.16

이도차이 (m) 0.29 0.44 0.51 0.56 0.58 0.60 0.61 0.61 0.62 0.62 

<표 4> 특고압절연전선 기준이도와 75℃이도 경간별 비교

  따라서 경간  수직이격거리를 확보하기 해서는 상하단 특고압 완
철의 최소이격거리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특고압 완철간의 최소이격거리 = 1m + (경간  이도차이 - 0.58m)
  를 들면 경간 190m의 경우에는 
  특고압 완철간의 최소이격거리 = 1m+(0.62m-0.58m)= 1.04m
  그러므로 특고압 완철의 최소이격거리는 기존 기 이도 용시 경간 
100m 이상에서 0.1m 정도를 증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공배 선로의 기 이도, 완철의 최소 이격거리, 미국 
NESC의 수직선간이격거리에 하여 문헌  고찰을 시행한 후, 이를 토
로 국내에 용할 수직선간이격거리  지상고 검토 조건을 도출하

고, 기 이도 용 시 가공배 선 종류별 75℃이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
들을 비교 검토하 다. 그 결과 상하단 선간단락 고장을 방하기 하
여 나 선의 기 이도를 특고압 선과 동일하게 용하여야 하며, 특고
압 완철 간의 최소이격거리는 경간 100m 이상에서 수직이격거리가 부
족하므로 0.1m 정도 증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발견하 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국내에 용할 기 이
도의 재설정을 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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