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38 -

154kV 주변압기 2차측 전력용 케이블 불평형 전류 저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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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송 압을 배 압으로 변성하여 고객에게 배분하는 
154kV 주변압기의 경우 과거 옥외철구형 변 소에서는 주로 동을 이용
한 모선을 이용하 다. 최근 부지확보의 어려움  빈번한 민원 발생으
로 지하 는 옥내변 소로 바 어 가는 추세이고 과거 동모선 방식에
서 이블을 이용한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모선방식의 경우는 구리나 
알루미늄 바의 부식문제, 습기문제,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사용시 연
문제 등과 련하여 지속 인 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블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블을 사용하여 류를 송 할 경우 단일 이블의 허용 류 용량

에 따른 제한으로 복수의 이블을 병렬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이블 동상 병렬사용시 이블 포설 방식에 따라 동상간의 불평
형 류 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송․배  선로의 
불평형 류 황을 알아보고, 송 선로에 있어서 상배열 변경  배 선
의 동상 이블 배열방법을 변경함으로써 불평형 류를 최소화 하여 최
의 계통상태 유지를 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1. 서   론

  공장 는 변 소 구내에서 용량의 류를 단거리 송 하는 경우 
부분 구리나 알루미늄 바(Bar)를 사용한 모선방식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모선에 한 리상의 불편함이 문제 으로 나타나면서 최근에
는 력용 이블(FR-CO-W 600SQ×2B)을 이용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블을 사용하여 류를 송 할 경우 단일 
이블의 허용 류용량에 따른 제한으로 복수의 이블을 병렬 연결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일한 상(相)에 하여 병렬로 
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블 배치 방법에 따라 병렬 연결

된 이블에 임피던스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이블간에 류 
불평형 상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 경험상 800% 이상의 류 불평형이 
발생되어 체 병렬연결 이블의 허용 류 용량보다 훨씬 낮은 류를 
송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블의 유효 사용 효율을 하시키는 
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병렬 연결된 이블의 임피던스가 동일하게 되도록 이블을 배치함으
로써 류를 평형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154kV 주변압기 2차측 케이블 불평형 전류 발생 현황
  동일한 상에서 이블을 병렬로 연결한 경우 각 이블에 흐르는 
류를 평형시키기 해서는 병렬 연결한 각 이블의 임피던스가 동일하
도록 이블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상에서 병렬 연결된 
이블의 임피던스가 이블의 배치방법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해석하는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는 동일한 상에서 병렬 연결된 
각 이블에 흐르는 류를 평형시키는 이블 배치 방법에 해서 알
아보기로 한다. 류를 평형시키기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각 
이블의 임피던스를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 으로 장에서 
사용되는 거리는 짧기 때문에 항과 커패시턴스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각 이블의 리액턴스를 계산하여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2.1.1 불평형 전류 계산을 위한 기본이론
  병렬 연결된 각 이블에 한 임피던스와 리액턴스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 임피던스(Z)
  병렬도체 각 상별 임피던스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ZR1 =  r+jX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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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불평형 전류 발생현황 분석
  154㎸ 옥내변 소 주변압기 2차측 붓싱에서 25.8kV GIS간에 포설된 
력 이블(FR-CO-W 600SQ×2가닥)에서 각 상별로 포설된 2조의 력
이블에 흐르는 류가 같은 상(同相)인데도 각각의 이블에 류의 
불평형이 표 1에서 평균 32%(최고 50%) 발생되고 있다.
  동상 이블에서 류 불평형이 발생되면 주변압기 공 능력을 감소
시키는 결과를 래함은 물론 과 류에 의한 이블 소손 등 많은 문제
를 발생할 험이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류 불평형 방지 책을 
마련하여 력공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 력 이블 포설 황
  154㎸ 옥내변 소 주변압기 2차측 붓싱에서 25.8kV GIS간에 력
이블(FR-CO-W 600SQ*2가닥)을 편단 지(허용 류 1,020A) 하여 각 
상별 2조씩 병렬로 포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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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54kV 옥내변전소 주변압기 불평형 전류 측정치

S/S Bank
부하
MW

A상 류 B상 류 C상 류

A1 A2 불평형 B1 B2 불평형 C1 C2 불평형

A

#1 34 360 508 0.34 482 535 0.10 548 339 0.47

#2 24 270 370 0.31 350 408 0.15 385 235 0.48

#3 29 315 464 0.38 451 490 0.08 483 322 0.40

#4 17 160 232 0.37 234 259 0.10 260 165 0.45

B
#1 17 245 175 0.33 263 253 0.04 182 250 0.31

#2 15 195 168 0.15 207 199 0.04 131 195 0.39

C
#1 22 322 268 0.18 298 302 0.01 245 322 0.27

#2 13 181 158 0.14 168 190 0.12 144 191 0.28

D

#1 15 215 168 0.25 195 203 0.04 179 210 0.16

#2 34 446 365 0.20 373 430 0.14 344 480 0.33

#3 33 460 350 0.27 415 410 0.01 357 460 0.25

#4 21 260 243 0.07 256 264 0.03 235 282 0.18

E

#1 38 476 400 0.17 500 480 0.04 400 540 0.30

#2 30 360 290 0.22 340 365 0.07 274 400 0.37

#3 24 322 252 0.24 375 340 0.10 240 340 0.34

#4 17 240 185 0.26 260 250 0.04 169 281 0.50

합계(평균)
최고 : 
38%

0.27
최고 :
 15%

0.06
최고 : 
50%

0.32

<그림 1> 주변압기 2차 동대 및 GIS 인출 케이블 연결

 2.2 불평형 전류 발생원인 분석
  동상 병렬포설 력 이블의 선로정수가 불평형되어 각 이블의 임
피던스가 심하게 차이가 나면 임피던스(Z)가 큰 이블은 류가 게 
흐르고 임피던스(Z)가 은 이블에는 류가 많이 흐르는 상이 발
생한다. 임피던스(Z)값  유효성분(R)은 증가하고 반 로 무효성분(Ｘʟ)
이 감소하는 이블에는 무효분 류가 증가하여 각 이블 마다 흐르
는 류의 상이 다르게 되어 이블 이용율 하와 체 역률도 하
되므로 선로의 압강하  력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동상 다  이
블의 각종 포설방법  각 상의 다  이블을 나란히 병렬 배열한 재 
주변압기 2차측 력 이블 포설방법이 류 불평형이 가장 극심하게 
발생된다.
  재 포설방법으로 시공된 원인은 력 이블 포설, 배열에 한 기
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시공자의 시공 편리성으로 나란히 한 수평배열
은 미 이 단순 깨끗하고, 력 이블 고정용 구류 구조가 간단하여 
경제 이고, 주변압기 2차 동  연결시 력 이블간 교차가 발생되지 
않는다.

2.2.1 전력케이블 포설방법 변경을 통한 불평형 전류 측정
  동일한 종류, 굵기의 력 이블을 사용하고, 력 이블 길이  작
용 인덕턴스나 작용 정 용량이 평형 되도록 포설 한다. 그리고, 력
이블을 3상별로 그룹화 시키고, 그룹화한 력 이블간의 간격은 최 한 
좁게 력 이블 그룹간의 간격은 최 한 넓게 한다.

S/S
기 존 배 열 개 선 배 열

비고
GIS측 tray내 M.Tr측 GIS측 tray내 M.Tr측

A
( )

A1 A

2

C1 C2

B

1

B2

A1
A2
B1
B2
C1
C2

A1A1 A2

B1
A2

B2

C1
C2

B1 B2

C1 C2

2단
수평
배열

B
(동남)

B1A1

A2 B2

C1

C2

A1
A2

B1
B2
C1

C2

B1A1

A2 B2

C1

C2

A1
A2

B1
B2
C1

C2

수평
배열

C
(일진)

A1A2

C1 C2

B1B2

A1
A2
B1
B2
C1
C2

A1A1 A2

B1
A2

B2
C1
C2

B1 B2

C1 C2

2단
수평
배열

<그림 2> 154kV 전력케이블 포설방법 변경 개략도

<그림 4> 개선전/개선후 케이블 트레이내 전력게이블 포설

ABC
C AB

<그림 5> 개선전/개선후 주변압기 입상부 전력게이블 연결

<표 2> 개선전/개선후 OO변전소 불평형 전류 측정치 비교

Bank
부하
(MW)

A상 류 B상 류 C상 류

A1
(A)

A2
(A)

불평
형률
(%)

B1
(A)

B2
(A)

불평
형률
(%)

C1
(A)

C2
(A)

불평
형률
(%)

#1
변경 32 352 503 35 471 450 5 483 374 25

변경후 21 277 278 4 287 267 7 275 284 3

#2
변경 36 384 550 36 510 471 8 525 401 27

변경후 26 313 313 0 310 294 5 316 316 0

#3
변경 29 325 465 35 443 395 11 434 350 21

변경후 28 363 353 3 381 346 10 359 358 3

#4
변경 14 217 297 31 279 252 10 281 227 21

변경후 22 277 277 0 261 275 5 287 268 7

  2.3 주변압기 2차측 전력케이블 불평형 전류 저감 방안
  154kV 주변압기 2차측 이블(각 상별로 2조씩 포설된 경우) 동상 간
의 심한 불평형을 력 이블 재배열을 통하여 히 감소시킴에 따라 
최고 38%까지 흐르는 불평형 류를 불평형 류 측정 결과 모든 변압
기 Bank에서 10% 이내로 감소하 다. 력 이블 배열방법 개선으로 
불평형 류 감소에 따른 주변압기 공 능력 증 시 경제  이득 액은 
국 주변압기 공 능력 증  용량은 약 3,600MVA (900  × 4MVA)으
로 효과 액은 3,600(MVA)/60(MVA) × 5억(M,Tr 단가) ≒ 300억의 
감효과가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변압기 2차측 력 이블 불평형 류 발생 황을 
살펴보았고, 감소방안을 한 여러 가지 실험결과를 통하여 확인하 으
며, 이러한 개선은 력계통의 효율 이고 안정 인 운 에 기여할 것이
다. 실제 운  상황에서는 부하를  증가시켜 운 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류 분포가 큰 이블의 온도가 작은 이블의 온도보다 
상승하여 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임피던스가 증가됨에 따라 
류 불평형률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력 이블 배열방법 개

선으로 각 상간의 불평형 류 감소에 따른 력손실  주변압기 성
선 류감소로 성  지 항기의 상시 부담이 경감되며, 주변압기의 
부하부담 평형을 이루어 주변압기  성  지 항기와 력 이블
의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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