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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analysis on therm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cable termination. Specially, the
interface pressures between stress relief cone and XLPE insulation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nductor temperature and
ambient temperature. This interface pressures were measured by real
test with current transformer and chamber and the interface pressure
was changed with conductor and ambient temperature. This paper
will continue to perform the test with various cases, then the relation
between low interface pressure and breakdown will prove with test
results in the near future.

1. 서    론

2001년 이후 지중송전케이블 고장발생 현황 분석결과, 최근 2011년 ∼
2014년의 고장발생건수는 2001년 ∼ 2010년 사이 10년간 연 평균 고장
건수에 비해 2.1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 케이블 및 중간접속함에 비해
종단접속함인 EBG(End Box in Gas)와 EBA(End Box in Air)의 고장
은 더욱 급속히 증가했으며, 특히 동절기에 고장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
서 동절기에 발생하는 종단접속함의 고장 예방을 위해 고장 원인분석,
고장 메커니즘 규명 및 보호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절기 국내 계통운전시 부하 변화 및 외기 온
도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 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같은 환경변화 요
인이 접속함에 미치는 열-기계적(Thermo-Mechanical) 특성에 대해 분
석하였다. 실제로 동절기에는 부하 급증으로 주간에는 도체온도가 상승
하는 반면 야간에는 부하 감소 및 외기온도 급강하로 주간과 야간사의
온도차가 크게 발생하여 종단접속함에서는 온도차에 의한 열 수축·팽창
이 반복되며 이는 스트레스콘 주위의 계면압력 및 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Thermo-mechanical 특성

식 (1)에서는 부하변동에 따른 부하변동에 따른 Mechanical Force를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식에서처럼 기계적인 힘[N]은 도체의 단면적 및
열팽창 계수 및 온도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온도차(ΔT)는 무부하시 온도와 부하시 도체온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1-3].

F = E×A×α×ΔT (1)

여기서, F : Conductor Force[N]
E : Young's modulus of the conductor material [N/㎡]
A : 도체단면적 [㎡]
α : 열팽창계수[℃-1]

ΔT : 무부하시 온도와 부하시 도체온도의 차이[℃]

일반적으로 종 탄성계수(영율)은 Stress와 Strain의 비로 표현된다. 어
떤 물체에 힘을 가할 경우 그 물체에는 힘이 가해지는 방향과 수직인
단면적에 대해 하중이 전달되며, 이 때 하중을 Stress 라고 한다. 또한
하중이 가해질 때 물체가 변형이 되는데 원 길이에 대한 길이 변화량을
Strai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Stress와 Strain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
다. 물체에 하중을 가한 후 하중을 제거할 때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특
성이 있는데 이를 탄성이라 한다. 그러나 가해진 하중이 탄성 영역 이상
으로 가해질 경우(항복강도 이상의 하중) 더 이상 원상태로 복귀가 안되
는 소성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Stress와 Strain의 선형적 관계는 물
질의 탄성영역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종 탄성계수(영율)을 연신 탄성율이
라고도 한다. 영율은 물체의 굵기나 길이와는 관계없이 물질에 따라 정
해진 값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영율은 압력이 그 물질의 항복강도를 초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다.

 




(2)

여기서, F : Conductor Force[N]
A : 도체단면적 [㎡]
L : 도체 길이[m]

ΔL : 도체 신축 길이[m]

또한 식 (3)은 온도변화에 따른 케이블 신축량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식에서처럼 신축량(ΔL)은 도체 열팽창 계수 및 온도 차이에 의해 결정
됨을 알 수 있다.

ΔL = α×ΔT×L0 (3)
여기서, ΔL : Conductor extension[m]

L0 : 도체길이[m]

3. 계통운전 환경 변화

본 논문에서는 동절기 종단접속함 고장과 계통운전 환경 변화요인과
의 연관성 검토를 위해 고장사례를 중심으로 동절기 부하와 외기온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외부온도는 해당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의 기상
청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림 1(a)는 154kV 지중케이블 종단접속함의 고장발생 일 전·후의 외
부온도 그래프이다. 그림에서처럼 고장발생 일에 나타난 외부온도는 해
당년도 동절기에 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고장발생 일 2∼3일 전부터 외
부온도는 급격히 저하되었다. 그림 1(b)의 월간 부하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하는 10월 대비 동절기에 약 30% 상승하였다.

(a) 종단접속함의 고장발생 일 전·후 외기온도

(b) 월간부하 분석
<그림 1> 종단접속함 고장사례 선로 외기온도 및 부하분석(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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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에서처럼 다른 사례의 종단접속함 고장발생 일 전·후 외기온
도 그래프에서도 고장발생 일에 나타난 외부온도는 해당년도 동절기에
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고장발생 일 2일 전부터 외부온도는 급격히 저하
되었다. 또한 그림 2(b)의 월간 부하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하는 9
월∼10월 대비 동절기에 약 35% 상승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종단
접속함 고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a) 종단접속함의 고장발생 일 전·후 외기온도

(b) 월간부하 분석
<그림 2> 종단접속함 고장사례 선로 외기온도 및 부하분석(사례 2)

4. 종단접속함 Thermo-mechanical 특성 실증

3절에서 언급한 고장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동절기 종단접속함 고장은
외기온도 급감과 동계 부하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하 및 외기온도 변환에 따라 종단접속함에서
나타나는 Thermo-Mechanical 특성을 실증하였으며 스트레스콘과
XLPE 및 에폭시 유니트 사이의 계면압력 변화를 실측하였다. 일반적으
로 종단접속함(에폭시 좌 타입)은 에폭시 유니트와 스트레스콘을 스프링
으로 압축하여 절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면의 압력을 최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운전 중 계면압력 상승에 의한 케이블
및 스트레스콘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스프링의 탄성의 변화의 운전 및
환경 조건에서도 계면 압력은 설계치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림 3> 종단접속함 Thermo-Mechanical 특성 실증시험 선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154kV 지중케이블 종단접속함
Thermo- Mechanical 특성 실증을 위해 시험선로를 구축하였으며 실제
부하 및 외기온도 조건을 고려해 계면압력 변화를 실측하였다. 또한 시
험용 센서 부착 위치는 열 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1]
그림 4와 같이 케이블 절연체(XLPE)와 스트레스콘 사이의 계면에서는
압력 및 온도센서 취부를 위해 절연체를 가공한 후 절연체 표면에 압력
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에폭시와 스트레스콘 사이의 계면에서는
에폭시 부싱 외측에서 내측으로 압력센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에폭시
부싱에 볼트를 삽입하여 압력센서 및 리드선을 취부하였다.

<그림 4> 계면압력 측정을 위한 센서 취부

본 실증에서는 최대 도체온도 90도 및 최저 외기온도 -20℃ 조건 사
이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설정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a)에
서는 외기온도가 10℃～-20℃까지 변화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계면 위
치별 압력변화를 실측하였으며, 그림 5(b)에서는 상온 조건에서 최대 도
체온도 90도 운전시 계면 위치별 압력변화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그
림 5(c)는 도체 및 외기온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때 계면 위치별 압력
변화이다.

(a) 외기온도 변화 (b) 도체온도 변화

(c) 도체 및 외기온도 변화
<그림 5> 도체 및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계면위치별 압력변화

그림에서처럼 외기온도 변화 및 도체온도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콘과
XLPE 사이의 계면압력은 변화하여 특히 도체 및 외기온도 변화의 영향
이 동시에 나타날 때 최대 및 최저 압력의 차이는 가장크게 나타났다.
이 때 -20℃ 조건에서의 계면압력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본 논문에
서는 더욱 다양한 케이스의 조건에서 실증시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압력저하와 고장과의 연관성을 규명할 예정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절기 부하 및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종단접속함에
나타나는 Thermo-Mechanical 특성을 실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동
절기 종단접속함 고장과 계통운전 환경 변화요인과의 연관성을 고장사
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증시험 선로를 구축하여 이를 고려 종단
접속함 내부 계면압력의 변화특성을 검토하였다. 계면압력은 도체 및 외
기온도 변화에 따라 최대 및 최소압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최저 온
도조건에서 가장 낮은 압력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압력저하와 고장과의 연관성을 더욱 세밀히 규명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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