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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y unbalanced factors of underground transmission

power cable, such as burying types and the length difference of the

cable between each minor section, etc will cause the impedance

unbalance and excessive circulating current between cables.

So this paper presents the analysis of sheath circulating curr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er conductors and

phase arrangement. ground resistance value changes on 154kV

transmission system. Based on these simulation results,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method of sheath circulation current.

1. 서    론

전력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인구집중현상에 따른 대도시의 전력

수요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

로 인해 지중송전선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중송전케이블의 절연층

에 침입하는 습기를 방지하고 지락전류나 충전전류의 귀환경로를 제공

하는 금속시스에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유기전압이 발생한다. 이

를 저감시키기 위해 접지 등을 이용하여 시스회로가 폐회로를 형성하게

되면 시스 순환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시스순환전류는 케이블 도체

전류의 크기, 케이블의 간격, 케이블의 길이, 시스의 결선방법 등에 따라

변화하며 시스 순환전류의 증가는 시스 손실 증가로 인해 케이블의 온

도를 증가시켜 송전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 순환

전류를 억제시켜야만 한다.[1-3]

본 논문에서는 EMTP/ATPDraw를 이용하여 154kV 1, 2회선 지중송전

선로의 정상상태를 모델링하고 케이블의 도체 중심 간의 거리변화와 상

배치 변화, 접지저항의 변화가 지중송전선로의 시스순환전류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2. 시스 순환전류의 특성분석

  2.1 지중 송전선로 모델링.

지중 송전선로 2회선의 모델링은 <그림 1>과 같이 크로스 본드방식

으로 구성하였다. 케이블의 포설형태는 상배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분

석할 수 있도록 관로식 포설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케이블은 XLPE

2000를 모델링하였고 크로스 본드 접지방식에서의 케이블 방식층

및 절연통을 보호하기 위한 SVL을 모델링하였다. 접지방식은 우리나라

의 송, 배전에 주로 쓰이는 크로스 본드의 양단 끝단의 공동접지 형태로

사용하였고 공동접지로 10[Ω]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지저항율은 100[Ω·M]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지중송전선로 모델링

  2.2 케이블의 도체중심 간의 거리변화에 따른 시스순환전류 분석

케이블의 도체 중심 간의 거리변화에 따른 최대 시스순환 전류의 크

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관로식(직각배열)의 단일포설형태

로 케이블을 모델링하였으며 부하전류는 400[A]로 설정하였다. 1회선과

2회선에서의 각상의 도체중심간 거리 Sab, Sbc를 150[mm]에서 500[mm]

까지 변화하여 시스순환전류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3에 나타내었다. 150[mm]

의 거리에서 26[A]의 전류가 흐르던 A상의 최대 시스순환전류는 점차

증가하여 500[mm]에서 28.3[A]로 약 10[%]증가하였고 반대로 B상과 C

상의 경우 150[mm]의 거리에서 각각 31.5[A], 35.5[A]의 최대 시스순환

전류가 점차 감소하여 500[mm]에서 각각 29[A], 32.4[A]로 약 10[%] 감

소하였다. 도체중심 간의 거리가 150[mm]의 거리였을 때 C상의 큰 시

스순환전류가 흘렀지만 500[mm]의 거리간격을 두었을 때 A상의 시스순

환전류는 증가하였지만 가장 큰 순환전류가 흘렀던 C상의 전류가 감소

하여 3상의 흐르는 시스 순환전류의 크기가 모두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4의 2회선의 경우 150[mm]의 거리에서 24.1[A]의 전류가 흐르던

B상의 최대 시스순환전류는 점차 증가하여 500[mm]에서 27.2[A]로 약

10[%]증가하였고 반대로 A상과 C상의 경우 150[mm]의 거리에서 각각

37.2[A], 34.6[A]의 최대 시스순환전류가 점차 감소하여 500[mm]에서 각

각 33.4[A], 32[A]로 약 10[%] 감소하였다. 2회선 역시 1회선과 마찬가

지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던 A상의 전류가 도체 중심 간의 거리가 증

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여 500[mm]의 거리에서 3상의 흐르는 최대시스순

환전류는 모두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케이블 포설형태

<그림 3> 1회선에서 도체중심간 거리변화에 따른 각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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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회선에서 도체중심간 거리변화에 따른 각 상의 

시스순환전류

  2.3 상 배열의 변화에 따른 시스순환전류 분석

상 배열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표1과 같이 각 상의 배

열을 수직, 수평, 직각 형태로 하여 1회선과 2회선의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 2에 나와 있듯이 1회선과 2회선 모두의 경우에 각각 35[A], 37[A]로

직각의 상배열 방식이 가장 작은 시스 순환전류가 흘렀고 수직과 수평

의 배열 방식은 직각보다 큰 비슷한 크기에 시스순환전류가 흘렀다. 2회

선의 경우 최대 시스 순환전류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회선의 증

가로 인한 상 배열의 불균형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1회선의

경우에서 C상의 시스 순환전류가 가장 크게 흐른 방면 2회선의 경우에

는 A상의 시스 순환전류가 가장 크게 흘렀다. 이는 각 회선의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상호임피던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상 배열 변화에 따른 회선별 포설형태

 <표 2> 1회선 상 배열 변화에 따른 최대 시스순환전류

상배열 수직 수평 직각

상 A B C A B C A B C

1
회
선

최대
시스
순환
전류
[A]

21 36 38 20 36 38 26 31 33

2
회
선

최대
시스
순환
전류
[A]

40 19 38 40 18 39 37 24 33

 

  2.4 시스 접지저항의 변화에 따른 시스 순환전류 분석

우리나라의 지중송전계통에서는 접지개소당 접지저항의 크기를 10Ω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5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모델링 되어있는 지중 송전선로의 공동접지 저항

의 크기를 1[Ω]에서 25[Ω]까지 변화시키면서 그에 따른 시스순환전류

를 분석하였다. 케이블의 포설형태는 관로식(직각배열) 단일 포설형태로

모델링하였고 부하전류는 400[A]로 설정하였고 접속함간의 거리는 300[m],

250[m],300[m]로 설정 하였다. 그림 4에 나와 있듯이 접지저항 변화에

따른 시스 순환 전류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접지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시스 순환전류의 영상 성분이고 영상성분의

크기가 크지 않은 정상상태에서는 접지저항과 무관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그림 5> 접지저항 크기에 따른 최대 시스순환전류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중송전선로의 시스순환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케이블 중심간의 거리변화와 상배열 변화, 공통 접지저항의 크

기변화에 따른 시스 순환전류를 분석하였다.

1회선의 경우 케이블의 중심간의 거리를 150[mm]에서 500[mm] 변화

시 시스순환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던 C상의 순환전류가 약 10[%] 감소

하였고 2회선의 경우 가장 많이 흐르던 A상의 순환전류가 약 10[%] 감

소하였다.

관로내에서 직각식의 상배열 형태가 수직, 수평식의 형태보다 낮은 시

스 순환전류가 흘렀고 회선의 증가로 상 배열 불균형에 따른 최대 시스

순환전류가 증가 하였고 상호임피던스 변화로 인한 최대 시스 순환전류

가 흐르는 상이 변화되었다.

시스 접지저항의 크기 변화에 따른 최대 시스 순환전류의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이는 접지저항에 흐르는 영상전류의 크기가 정상상태시

매우 작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되지 않은 시스의 지락 등의 불평형

요소를 추가로 하여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시스순환전류

저감방안 역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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