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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wer system has been improved during for a long time
by customers demand. Power suppliers has researched the power
system component for more electricity transmission. One of the
research is apply the thermal conductors in new cable. The
operational temperature of thermal conductors is higher than normal
aluminum that thermal conductor is composed of aluminum,
Zr(zirconium) and etc. Increase of operational temperature is growth
of the transmission capability. Power suppliers was concerned about
the increase of operation temperature by thermal conductors.
Therefore, the thermal conductor has the possibility that expanded
application in power system. In this paper analysed effect of thermal
conductor in power distribution system.

1. 서    론

현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
는 전력 계통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전력 공급자는 안정적인 전
력 공급을 위하여 전력 계통의 증대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국내 배전 계통의 경우 대용량화를 위한 각종 기자재들의 개
발과 배전 전압의 격상과 같은 전력 계통 관련 연구들이 지속 진행되어
왔다. 배전 전압의 고전압화는 계통 용량의 증대, 손실 저하, 예비력 향
상 등 여러 이점들을 도모할수 있어 오랜 기간 논의 되었으나, 수많은
배전 계통 구성 기기들의 교체를 수반 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소요 시간
이 필요로 된다. 하지만 전력 수용의 증가는 이러한 계통의 변화보다 빠
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이 필요로 되고 이로 인해 현
배전선로의 증용량화가 먼저 논의 되고 있다 [1].
위와 같은 이유로 증용량화를 위한 제품들의 개발이 진행 되었고 전
선 업계에서는 내열 알루미늄 도체를 적용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제안
되었다. 알루미늄 내열 도체는 동 도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송전 용량이 개선되어 경제성 및 개발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내열 도체가 적용된 신제품들은 나선으로 이루어진 송전선로에 선 적용
되었으며, 이는 내열 도체의 사용 온도가 절연 대비 높아 절연전선은 사
용시 절연체의 절연 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열 도체
의 사용 온도를 견딜수 있는 절연체들이 개발됨에 따라 절연 전선에도
내열 도체가 적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력 공급자는 경제적인 전력계통
의 구성을 위하여, 추후 전력 계통 구성시 내열 알루미늄 도체의 확대
적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내열 알루미늄 도체가 적
용된 제품의 배전 계통 내 적용 영향을 선행 연구로써 분석해 보았다.

2. 본    론

  2.1 모의 회로 구성
내열 알루미늄 도체가 적용된 배전 계통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모의 회로를 구성하였으며 PSCAD/EMTDC를 통한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검토를 진행 하였다. 시뮬레이션 회로는 배전 계통을
모의하기 위하여 방사상의 구조에 4개의 피더를 갖는 회로로 구성을 하
였다. 피더는 각 10km의 선로 길이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R.1은
기존에 설치분을 가정한 것이며 TR.2는 내열 알루미늄 도체 전선 적용
으로 송전 용량 증대에 따라 추가 연계 및 증설을 모의하기 위함이다.
배전 선로는 ACSR/AW-TR/OC 160㎟ 적용 하였으며 내열 도체 적용
시의 선로 구성에는 국내에서 개발 진행된 TACSR/AW-TOC 160㎟를
적용하였다. TACSR/AW-TOC는 ACSR/AW-TR-OC와 구조가 매우
유사함으로 내열 도체의 영향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되었다. 하지만 특성과 사용 조건 등이 다르므로 시뮬레이션시 적
용한 차이점들을 표 1을 통해 나타내었다. 부하는 균등하고 일정한 부하
로 가정을 하였다. 고장 발생시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피더 내에 단
락 고장 발생 상황을 함께 모의 하였다.

<그림 1> 시뮬레이션 모델링 회로.

구 분
ACSR/AW-TR/OC

160㎟

ACSR/AW-TOC

160㎟

도 체 경알루미늄 내열 알루미늄

절연층 XLPE 내열 XLPE

사용 온도 90℃ 120℃

허용 전류 337 445

<표 1> 모델링 회로의 data

  2.2 운전시 영향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모의 회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였
으며 해당 결과들을 통해 내열 도체 적용에 따른 효과 및 영향을 분석
하였다. 또한 내열 도체 적용시 송전용량 증가에 따른 계통의 증대가 예
상 가능하므로 해당 모선에 TR을 추가 적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함께
분석 하였다. Case study의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구 분 적용 사항 비고

Case1 ACSR/AW-TR/OC 160㎟ 현 선로

Case2 ACSR/AW-TOC 160㎟ 내열 도체 적용시

Case3
ACSR/AW-TOC 160㎟

+ TR.2

내열 도체 적용후

계통 증대시

<표 2> Case study 구성

  2.2.1 평상시 적용 영향
내열 도체 적용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허용 전류가 증가됨을 확

인 가능하며 증용량이 필요한 개소에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1]. 하
지만 내열 도체의 경우 내열 성능을 위하여 기존 알루미늄 도체에 지르
코늄(Zr)을 첨가한 합금이기 때문에 도전율이 저하되고 저항이 증가한
다. 이로 인한 도체 손실량이 증가 하며 허용 전류의 증가에 따라 송전
전류량도 많다면 기존 선로 대비 비교적 높은 도체 손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한다. 최대 사용 온도 운전시 최대 2배의 도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전 경제성에 대한 분석과, 적용 예정이거나 적용이 된 곳
에서는 최적 운전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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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고장 발생시 적용 영향
내열 도체 전선이 적용된 배전 계통 내에 고장 발생시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그림 1의 시뮬레이션 회로에 단락 고장을 0.3 [sec] 시점에
모의 하였다.
그림 2의 상단 그래프는 고장 발생시 고장 전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단의 그래프는 과전류 계전기의 trip signal을 나타낸다. 차단기의 동
작은 trip signal 발생후 다음 전류 영점에서 차단되는 것을 가정 하였
다. 고장 전류의 크기는 매우 미소한 차이만 발생 하였으며 이로 인한
과전류 계전기 trip signal의 작동 시간 차이 또한 거의 없다. 이는 기존
의 전선과 내열 전선의 도체 저항 차이 작아 고장 발생시에 나타나는
영향도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거리의 배전 선로 내에서
는 길이에 따른 저항의 증가량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므로 기존 선로 내에 내열 도체 가공 배전선을 적용시 과전류
계전기 재정정은 필요로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된다.

<그림 2> Case1, Case2의 고장 발생시 고장 전류와 Relay Signal

그림 3은 고장 발생시 선로의 전압을 나타낸다. 내열 도체 적용시 위에
서 기술된 것처럼 저항 성분의 증가가 크지 않아 전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미미하다. 평소 사용시 Tap changer 등의 재검토가 필요치
않고 고장 발생시의 전압 또한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과도시 선로 전압
보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3> Case1, Case2의 고장 발생시 선로 전압

  2.2.3 계통 증대후 고장 발생시 적용 영향
그림 4의 상단 그래프는 그림 2와 같이 고장 발생시 고장 전류를 나

타내고 있으며 하단의 그래프는 과전류 계전기의 trip signal을 나타낸
다. 고장 전류의 크기가 앞선 Case와 달리 증가된 것을 확인 가능하며
이는 내열 도체가 적용된 가공 배전선의 영향이 아닌 TR.2의 연계에 따
른 계통 임피던스 감소로 나타난 영향이다.
고장전류의 증가로 인해 계전기의 동작 시간이 기존 대비 3 [cycle]
앞당겨지게 되었고 이는 전위 보호 기기와 후비 보호기기 간의 보호협
조를 위한 시간 여유 간격을 초과 한다. 후비 보호기기가 전위 보호기기

의 차단 이전에 동작하게 되면 정전 구간을 더 증가 시키므로 보호협조
관계의 재검토가 필요로 된다.

<그림 4> Case1, Case3의 고장 발생시 고장 전류와 Relay Signal

그림 5는 그림 3과 같이 고장 발생시 선로의 전압을 나타낸다. 기존
계통인 Case1에 비해 고장전류의 증가로 인한 선로 전압의 증가가 확인
된다. 내열 도체의 저항 증가에 따른 영향도 미소하게 있을것으로 예상
되지만 미소한 저항의 증가이기 때문에 고장전류의 증가로 인한 영향의
큰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5> Case1, Case3의 고장 발생시 선로 전압

3. 결    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내열 도체가 적용된 배전선 적용시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존 계통내에 적용시 분석 결과 범위 내에서는 도체 저항
의 미소한 증가로 인한 적용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하
지만 평상시 손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로 되며 도체 손실의 증가는 저항
증가의 영향보다는 송전 전류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 하였다.
송전 용량 증가에 따른 계통 증대시에는 과도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
검토가 필요로 함을 확인 가능 하였다.
가공선의 경우 동 도체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내열 알루미늄을 도체
로 사용하는 것이 증용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추후 알루미늄 도체의 확대 적용에 따라 지중선에서도 내열 도체를 적
용 검토 한다면 본 논문에서 검토한 평상시 손실, 과도 영향 뿐만 아니
라 열방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증용량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이므로
경제석 분석 및 효용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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