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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아연도강연선을 인류주에 보통지선으로 시
설할 때 선의 불평균장력을 지지할 수 있는 최 허용불평균장력을 계
산 후 재의 가공배 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ACSR/AW-TR/OC 
 규격에 하여 기 이도로 시설시 최악조건의 상정최 장력과 비교

함으로써 기 이도의 재설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 다. 연구 결
과 ACSR/AW- TR/OC 160㎟  240㎟은 장경간 개소의 고온계 강화
지역 상정최 장력보다 단경간 개소의 온계 상정최 장력이 큼을 발
견하 고, 지선을 아연도강연선 7/3.5㎜이하로 시설 가능하도록 
ACSR/AW- TR/OC 160㎟  240㎟의 기존이도를 재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1. 서    론

  가공배 선로는 야외에 시설되므로 자연의 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여름철 태풍 시 는 겨울철 착빙 시에는 선의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선 설치주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굽힘모멘트가 지선의 인장하 을 
과하는 경우 지선이 단선되고 주가 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연도강연선을 인류주에 보통지선으로 
시설할 때 선의 불평균장력을 지지할 수 있는 최 허용불평균장력을 
계산 후 재의 가공배 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ACSR/AW-TR/OC 
 규격에 하여 기 이도로 시설시 최악조건의 상정최 장력과 비교

함으로써 기 이도의 재설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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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풍시 조건에서 다음 <표 

1>과 같이 기 이도를 용하고 있다.
<표 1> 전선종류별 기준이도

선종류 기 이도(m) 가선조건

ACSR, HDCC
OW

ACSR/AW-OC

0.4
0.5
0.6

경간 40m,기온 15℃, 무풍

  2.2 조건변화에 따른 장력 및 이도변화 계산식
  온도, 하 , 장력의 변화에 따른 가공배 선의 장력  이도변화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Wong & Le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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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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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의 (식 2)는 T2
에 하여 3차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여야 한

다.

  2.3 인류주 보통지선의 강도계산식
  보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 지선 설치 반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굽힘모멘트에 하여 지선의 항모멘트는 커야하므로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왕윤찬, 2007).

     Tg ≧ 
KFM
hgsinθ

···································································· (식 5)

  단, Tg
 : 불평균장력을 지지하는 보통지선의 최소 인장하  [㎏]

K  : 지선계수 (양횡지선 = 1/2, 기타 = 1)

F  : 지선의 안 율 (양횡지선 = 2.5, 기타 = 1.5)

hg
 : 불평균장력을 지지하는 보통지선 설치 의 지표상 높이 [m]

         hg = hw- 0.25

θ  : 지선설치주와 보통지선 사이의 각도 [°]

M  : 지선 설치주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굽힘모멘트 [㎏․m]
    M=Tmhw

     Tm
 : 인류주 보통지선의 최 허용 불평형장력[㎏]

     hw
  : 선 지지 의 지표상 높이 [m]

  2.4 가공배전선로의 하중조건 
  환경변화로 인한 태풍의 풍속 증가로 인하여 2003년에 한  배 분야
에서는 태풍 비 배 설비 시설기  제정을 통해 최 풍압이 강화되어 
선이도 계산시 용하여야 할 하 조건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가공배전선로의 하중조건

하 조건 구분
고온계 하 조건 온계 하 조건

EDS
강화 해안 일반 갑종 을종 병종

수평풍압 wp[㎏/㎡] 125 100 76 76 38 38 -

온도 t [℃] 10 10 10 -20 -20 -20 10

빙설뚜께 [㎜] - - - - 6 - -

빙설비 - - - - 0.9 - -

3. 기준이도 적용 시 상정최대장력 검토

  3.1 인류주 보통지선의 최소 인장하중 규격별 최대허용장력
  상기 (식 5)로부터 인류주 보통지선의 각도별 최 허용불평균장력을 
계산하는 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Tm≦
Tghgsinθ

1.5hw

······························································ (식 6)

  가공배 선 3조 1회선이 시설된 인류주 보통지선 각도별 지선이 허용
할 수 있는 선 1조의 상정최 장력을 계산하기 해서 (식 2)의 우변
을 3으로 나 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Tm1≦
Tghgsinθ

4.5hw

································································· (식 7)

  단, Tm1
 : 인류주 보통지선의 최 허용 선 1조의 상정최 장력[㎏]

  상기 (식 7)에 의거 특고압 선을 3조 1회선 시설시 인류주 보통지선
이 아연도강연선 7/2.6～7/3.5㎜ 각 규격별로 시설된 경우 최 로 허용할 
수 있는 선 1조의 상정최 장력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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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격
(㎜)

인장하
(㎏f)

지선허용 선1조의 상정최 장력[㎏]

30°지선 45°지선 60°지선

아연도강연선

7/2.6 4,290 468 662 811

7/3.2 6,500 709 1,003 1,228

7/3.5 7,730 844 1,192 1,460

<표 3> 인류주 보통지선의 최대허용 전선 1조의 상정최대장력

  3.2 기준이도 적용시 가공배전선의 상정최대장력 검토
  재 사용하고 있는 특고압 연 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ACSR/AW-TR/OC 선의 각 규격에 기 이도를 용하 을 때 , <표 
2>의 각 조건에서 10m 경간별로 선에 작용하는 상정최 장력을 (식 
2)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그림 1>～<그림 
4>과 같이 그래 로 나타내었다.
  상정최 장력 계산을 한 용한 최 경간은 왕윤찬과 동료들(2005)
이 개발한 완철의 수평선간거리별 이도조건  최 경간 표에서 기 이
도 용시 완철의 선간거리 5400㎜의 고온계 풍압지역별 최 경간을 기
으로 하 다.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경간(m)

장
력

(k
g
)

기준장력 고온일반 고온해안 고온강화 저온갑종 저온을종 저온병종

<그림 1> TR/OC 58㎟ 기준이도 적용 시 최악조건별 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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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OC 95㎟ 기준이도 적용 시 최악조건별 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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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R/OC 160㎟ 기준이도 적용 시 최악조건별 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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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R/OC 240㎟ 기준이도 적용 시 최악조건별 장력

  상기 <그림 1>～<그림 4>의 그래 를 분석해보면 ACSR/AW- 
TR/OC 160㎟  240㎟에서 단경간의 온계 상정최 장력이 장경간 
고온계 강화지역의 상정최 장력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기 이도 
용 시 고온계 강화지역 조건에서 가장 큰 상정최 장력 값을 나타낸 

것은 ACSR/AW-TR/OC 240㎟이며, 경간 210m에서 1158.7㎏을 나타내
었다. 한 온계 조건에서 가장 큰 상정최 장력 값을 나타낸 것도 
ACSR/AW-TR/OC 240㎟ 으며, 경간 10m(10m이하는 계산을 생략하
음)에서 1618.9㎏을 나타내었다.

선종류
온계 고온계 강화지역

경간(m) 장력(㎏) 경간(m) 장력(㎏)

ACSR/AW-TR/OC 240㎟ 10 1618.9 210 1158.7

<표 4> 기존 기준이도 종류별 가장 큰 상정최대장력값

  결론 으로 ACSR/AW- TR/OC 160㎟  240㎟은 장경간 개소의 고
온계 강화지역 상정최 장력보다 단경간 개소의 온계 상정최 장력이 
크다. 따라서 지선을 아연도강연선 7/3.5㎜이하로 시설 가능하도록 
ACSR/AW- TR/OC 160㎟  240㎟의 기존이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류주 보통지선으로 시공시 아연도강연선 7/2.6～7/3.5
㎜ 각 규격별로 시설된 경우 최 로 허용할 수 있는 선 1조의 상정최
장력을 계산하 으며, 특고압 연 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ACSR/AW-TR/OC 선의 각 규격에 기 이도를 용하 을 때 선
에 작용하는 상정최 장력을 계산하여 지선의 허용장력과 비교하 다. 
그 결과 ACSR/AW- TR/OC 160㎟  240㎟은 장경간 개소의 고온계 
강화지역 상정최 장력보다 단경간 개소의 온계 상정최 장력이 큼을 
발견하 고, 지선을 아연도강연선 7/3.5㎜이하로 시설 가능하도록 
ACSR/AW- TR/OC 160㎟  240㎟의 기존이도를 재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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