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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EMTP modeling method using searching coil test for HVDC submarine cables. 

HVDC submarine cables consist of conductor, lead sheath and amore. It is different from general cable which is 

composed with just conductor and aluminium sheath. Therefore, the transient characteristics are totally different between 

HVDC submarine cable and general cable. However, the study on HVDC cable modeling and transient are insufficient. In 

this paper, EMTP modeling is performed according to grounding  interval and grounding resistance, then they are 

compared with real test results by searching coi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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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HVDC 해 이블은 해 에 포설되므로 이

블 길이가 길어지고 육상 이블에 비해 더 좋은 력 품질

이 요구되며, 깊은 해 에 포설되는 특성상 조류 등의 향

을 받아 이블에 매우 큰 압력이 작용할 험이 있어 외상

에 한 방호의 목 으로 속성 외장(Amore)이 필요하다

[1]. 재 국내에서는 제주-해남간에 ±180kV HVDC 해

이블이 1998년부터 운 에 있으며, 진도-제주간 200MW 

2회선 2단계 HVDC 해 이블이 건설 에 있다[2-3]. 이처

럼 국내 HVDC 해 이블은 제주지역을 심으로 증설되

고 있으나, 2006년 4월에 발생한 제주-해남간 해 이블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4], 해 이

블 구간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해 제주 지역에 역정 이 

발생하 고, 이와 더불어 고장  탐지 지연으로 인한 복구 

시간 장기화  과다한 복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 다. 특

히, 제주～해남간 해 이블 구간은 약 100km의 장을 가

지는 장거리 이블인 계로 고장 발생시 신속한 고장  

탐지가 어려우며, 육안으로 고장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고장  탐지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 복구 시간

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육상구간에서 포설되는 일반 

력 이블과는 달리 도체  시스층 뿐 아니라 속외장

(아모어)층으로 구성된 HVDC 해 이블에서 발생하는 과

도특성에 한 이해와 아모어층에서 나타나는 해수 지  

고장 류 귀로특성에 한 이해 부족도 지 않은 향을 

미쳤다. 일반 으로 아모어층의 단면 이 시스층보다 굵고, 

항률 한 낮아 아모어-시스-도체로 연결되는 외부 발생

요인에 의한 지락고장의 경우 시스층보다 아머어층으로 귀

로하는 고장 류가 더욱 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HVDC 

해 이블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과도특성 분석을 해서는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정 한 모델링이 필수 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 까지 모델링  고장특성 분석 패턴을 보

았을 때 아모어층이 제외되기도 하 으며, 아모어층을 고려

한 모델링  실증시험을 통한 이의 검증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창 력시험센터내 HVDC 해

이블 실증시험장에서 실시한 써칭코일법 실증시험을 통해 

EMTP 모델링 기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모델링 기법 정립

을 해 써칭코일 시험을 실시하 으며, 실증시험을 통해 측

정된 결과와 아모어의 지 유무, 지간격, 해수 지 항 

등을 변화시킨  EMTP의 모델링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시스템 조건을 고려한 모델링 기법을 정립하 다. 본 논문

의 연구결과는 향후 HVDC 해 이블의 EMTP 시뮬 이

션 구   과도 상의 이해  분석에 큰 기여를 할 것을 

사료된다.

2. 써칭코일 시험

 

써칭코일 시험은 설되는 자계를 검출하여 매설된 이

블의 치  고장탐지, 이블의 매설심도, 이블 류측

정하는 시험이다. 본 논문에서는 써칭코일 시험을 해 이

노베이텀사의 Ultra #44 모델을 사용하 으며, 이 장비에는 

자계센서, DPU(신호처리장치), Testbox(센서 원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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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에서는 실증시험을 해 설치

한 써칭코일 시험 시스템을 보여 다. 그림에서처럼 4개의 

3축 자계센서가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정확한 치추정을 

해 GPS 수신기와 연동하게 된다[5].

그림 1 써칭코일 시험 시스템

Fig. 1 Searching coil test system

한, 그림 2에서 나타낸 실증시험 선로는 제주-해남간 

HVDC 해 이블 선종과 동일한 CUMI 800 ㎟로 포설되

었으며, 형  구간 총 2개소를 포함한 해수구간 길이는 

36m이고 총 이블 길이는 194m 이다. 시스는 4 개소에서 

해수 지를 실시하 고, 고장은 원단으로부터 3 번째와 4 

번째 시스 지 사이에서 아모어-시스-도체간 인공지락 고장

을 발생시켰다.

그림 2 HVDC 해 이블 실증시험장 단면도  시스 지, 

고장  치 

Fig. 2 System diagram, sheath grounding and fault point of 

HVDC submarine cable test yard

표 1에서는 실증시험선로에서 실시한 써칭코일 시험의 4

가지 시험조건을 나타내었다. Test 1은 시험 류 4A에 출력

주 수가 5Hz인 경우로 고장  류는 1.45A가 측정되었으

며, Test 2 ～ Test 4는 시험 류 4A에 출력주 수는 17Hz 

이고, 측정된 고장  류는 각각 1.6A, 1.3A, 3.5A 이다. 고

장 류의 크기는 인공지락고장 발생시 고장조건에 따라 변

화하며 Test 4의 경우는 완 지락고장에 가깝고, Test 1 ∼ 

Test 3는 고장 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실증시험선로 시험조건

Table 1 Real test conditions

Test 실증시험 조건 측정 고장 류

Test 1 ․ 시험 류 4A, 5Hz, 6.1V  ․ 고장  류 : 1.45A

Test 2 ․ 시험 류 4A, 17Hz, 8.3V  ․ 고장  류 : 1.6A

Test 3 ․ 시험 류 4A, 17Hz, 9.2V  ․ 고장  류 : 1.3A

Test 4 ․ 시험 류 4A, 17Hz, 3.5V  ․ 고장  류 : 3.5A

그림 3에서는 각 Test 조건별 써칭코일 시험을 통한 실

증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완 지락고장에 

가까운 Test 4의 경우는 고장지 에서 나타나는 류 변화

가 확연하게 나타나나 Test 1 ∼ Test 3에서처럼 고장 항

이 존재하는 경우는 고장  뿐 아니라 시스 지 지 에서도 

류변화가 측되었다.

  

(a) Test 1                  (b) Test 2

            (c) Test 3                  (d) Test 4

그림 3 실증시험 결과

Fig. 3 Real test results

3. HVDC 해 이블 EMTP 시뮬 이션

  

3.1 시뮬 이션 조건

본 논문에서는 HVDC 해 이블 고장 탐색 모의시험을 

해 DC ±180 kV 제주～해남간 실계통에 용하고 있는 

이블과 동일한 CUMI 800 ㎟를 사용하 으며, CUMI 800 

㎟의 이블 구조와 도체 외경  기  상수는 각각 그림 

4와 표 2에 나타내었다[6-7].

그림 4 CUMI 800 ㎟ 해 이블 구조

Fig. 4 Submarine cable structure of CUMI 800 ㎟

본 논문에서는 HVDC 해  이블 모의 실증선로에 용 

가능한 써칭 코일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시험 결과와 

EMTP 모델링 결과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모델링 기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HVDC 해 이블의 EMTP 모델링을 

해 먼  그림 4와 표 2의 이블 구조  기  상수를 바

탕으로 출력주 수 17Hz에서 PI-등가회로를 이용해 선로정

수를 계산하 다. 해 이블의 도체와 시스, 아모어의 항



Trans. KIEE. Vol. 59, No. 9, SEP, 2010

써칭코일 시험을 통한 HVDC 해 이블 EMTP 모델링 기법 정립                                                                    1595

율은 각각 1.98×10
-8
Ω․m, 2.14×10

-7
Ω․m, 1.7×10

-7
 Ω․m

이다.

표 2 CUMI 800 ㎟ 해 이블 외경  기  상수

Table 2 Diameter and electric parameter of CUMI 800 ㎟ 

Submarine cable 

두께

(t[mm])

외경

(D[mm])
비고

Conductor - 32.6

Conductor Screen 0.6 33.8 -

Insulation 9.5 52.8 유 율 = 4.3

Core Screen 0.45 53.6 -

Lead Sheath 2.7 59.1

PE Sheath 3.2 65.5 유 율 = 2.3

Bedding Tape 0.35 66.2 -

Reinforcement(Steel Tape) 2*0.3 67.4 -

Bedding Tape(PP) 1.2 69.8 -

Armor

(Galvanized Steel, 37Wire Φ6)
6.15 82.1

Outer Covering 4.1 90.3 유 율 = 2.2

실증시험선로의 EMTP 시뮬 이션을 해 해수 구간내 

해 이블은 매 0.5m 마다 분리하여 에서 언 한 것처럼 

PI 모델로 선로정수를 계산하 으며, 아모어의 지간격은 

매 1m 마다 지, 매 2m 마다 지, 매 4m 마다 지로 구

분하 다. 한 육상구간 지 항은 10Ω, 아모어 지 항

은 비 지, 0.1Ω, 0.01Ω, 0.001Ω으로 구분하 고, 고장 에

서의 고장 항은 완 지락의 경우와 고장 항이 있는 경우 

각각 0.001Ω, 0.01Ω, 0.1Ω을 용하 다. 

표 3에서는 본 논문에서 HVDC 해 이블 실증시험 결

과 비 EMTP 모델링 검증을 해 설정한 검토 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이스에서 류는 써칭코일 시험과 

동일하게 도체+시스+아모어의 합성 류를 분석하 으며, 

원은 실증시험과 동일한 4A, 17Hz의 입력 원을 용하

다. 합성 류 모델을 해 EMTP의 TACS 소자  로

를 이용하 으며, 계산 결과는 Matlab을 통해 거리별 합성

류 변화 그래 로 표 하 다.

3.2 아모어 지유무에 따른 분석

Case 1과 Case 2를 바탕으로 아모어 지 유무에 따른 

류 특성은 분석하 다. Case 1과 Case 2는 고장 항은 동

일하며, 아모어 지 유무에 따른 차이만 발생한다. Case 2

에서 아모어는 0.1Ω의 지 항을 가지고 매 1m 마다 지

된 경우이다.

 

  (a) 매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크기    (b) 매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 변화 추이

그림 5 Case 1-1 분석결과

Fig. 5 Analysis results of Case 1-1

표 3 EMTP 모델링 분석을 한 검토 이스

Table 3 Cases for EMTP modeling analysis

Case
Amore 
지 항
[Ω]

고장
항
[A]

고장  
해수귀로
[A]

지
간격
[m]

Case 

1

Case 1-1 비 지 완 지락 3.96

비 지
Case 1-2 비 지 1E-3 3.81

Case 1-3 비 지 1E-2 2.84

Case 1-4 비 지 1E-1 0.8

Case 

2

Case 2-1 0.1 완 지락 3.5
매 

1m마다

지

Case 2-2 0.1 1E-3 2.6

Case 2-3 0.1 1E-2 0.85

Case 2-4 0.1 1E-1 0.1

Case 

3

Case 3-1 0.01 완 지락 1.65
매 

1m마다

지

Case 3-2 0.01 1E-3 0.7

Case 3-3 0.01 1E-2 0.11

Case 3-4 0.01 1E-1 0.0166

Case 

4

Case 4-1 0.001 완 지락 1.27 매 

1m마다

지

Case 4-2 0.001 1E-3 0.24

Case 4-3 0.001 1E-2 0.003

Case 

5

Case 5-1 0.1 완 지락 3.74
매 

2m마다

지

Case 5-2 0.1 1E-3 3.15

Case 5-3 0.1 1E-2 1.29

Case 5-4 0.1 1E-1 0.18

Case 

6

Case 6-1 0.1 완 지락 3.88
매 

4m마다

지

Case 6-2 0.1 1E-3 3.4

Case 6-3 0.1 1E-2 1.81

Case 6-4 0.1 1E-1 0.31

 

  (a) 매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크기    (b) 매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 변화 추이

그림 6 Case 1-2 분석결과

Fig. 6 Analysis results of Case 1-2

 

  (a) 매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크기    (b) 매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 변화 추이

그림 7 Case 1-3 분석결과

Fig. 7 Analysis results of Case 1-3

 

   (a) 매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크기   (b) 매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 변화 추이

그림 8 Case 1-4 분석결과

Fig. 8 Analysis results of Cas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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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그림 8은 아모어 비 지 경우인 Case 1에서 

고장 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5와 그림 6

에서처럼 완 지락(Case 1-1)의 경우와 고장 항이 0.001Ω

(Case 1-2)인 경우 고장  해수귀로 류가 각각 3.96A, 

3.81A로 부분의 류가 고장 을 통해 귀로하게 되므로, 

고장 에서의 류변화가 명백히 나타난다. 그러나 고장

항이 0.01Ω인 Case 1-3의 경우는 고장 에서 2.84A가 귀로

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비율로 4곳의 해수 지 지 으로 귀

로하는 특성을 보이며, 고장 항이 해수귀로 지 항보다 

낮아 고장 항으로 귀로하는 류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고장 항과 해수 지 항이 0.1Ω으로 동일한 Case 1-4의 

경우는 고정 과 지 에서 동일한 류변화 특성이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고장 과 지

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Case 1-3과 

Case 1-4는 아모어가 비 지 된 상태에서 고장  이외의 

류는 시스로만 귀로하는 특성에서 나타나는 상으로 그

림 3의 실증시험선로 실증시험결과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 고장 항 : 완 지락       (b) 고장 항 : 0.001Ω

    (c) 고장 항 : 0.01Ω          (d) 고장 항 : 0.1Ω

그림 9 고장 항에 따른 Case 1과 Case 2의 비교

Fig. 9 Comparison of Case 1 and Case 2 according to 

fault resistance

Case 2는 Case 1과 달리 아모어가 해수 지된 경우로 

류는 시스뿐 아니라 아모어를 통해 귀로하므로 Case 1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림 9(a)에서처럼 Case 2-1의 

완 지락의 경우는 입력 류 4A  3.5A의 고장 류가 고장

으로 귀로하며, 나머지는 시스  아모어를 통해 귀로는 

경우로 약간의 슬로 (Slope)를 보이면서 고장 에서 명확

한 류변화가 보인다. 그림 9(b)에서처럼 Case 2-2의 고장

항이 0.001Ω인 경우는 고장  귀로 류가 2.6A로 슬로

의 기울기는 Case 2-1에 비해 크게 발생하나 고장 에의서 

류변화는 확인할 수 있다. 다만 Case 2-3에서처럼 고장  

항이 0.01Ω인 경우는 고장 에서의 귀로 류가 0.85A에 

불과하여 고장 에서의 류변화 폭이 매우 작아졌으나, 

Case 2-4처럼 고장  귀로 류가 0.1A인 경우는 고장 을 

구분할 수 없으며, 해수 포설구간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류는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처

럼 아모어 지가 비 지인 Case 1과 Case 2 사이에 합성

류변화 추이곡선은 명확히 차이가 나며 그림 3의 실증시

험결과와 비교해 볼 때 Case 2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아모어로 귀로하는 류의 양은 무시할 수 없으며, 

EMTP/ATP 모델링에서도 반드시 아모어를 고려한 후 이에 

한 해수귀로 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아모어 지 항에 따른 분석

3.2 의 분석에서처럼 아모어로 귀로하는 류는 무시할 

수 없는 수 이며, 고장  탐지에 미치는 향이 크게 나타

나므로 반드시 모델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함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Case 2 ～ Case 4는 동일 고장  항과 지간

격(매 1m마다 지)에서 아모어 지 항 변화에 따른 특성

을 분석하 다. 아모어 지 항이 0.1Ω인 Case 2는 그림 9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모어 지 항이 0.01Ω인 Case 3

의 경우 특성은 그림 10과 같다.

 

 (a) Case 3-1의 분석결과     (b) Case 3-2의 분석결과

 

 (c) Case 3-3의 분석결과      (d) Case 3-4의 분석결과

그림 10 Case 3 분석결과

Fig. 10 Analysis results of Case 3

Case 3은 아모어 지 항이 0.01Ω인 경우로 아모어로 

귀로하는 류의 양이 많아지면서 Case 2에 비해 고장 으

로 귀로하는 류의 크기는 상 으로 어진다. 완 지락

과 고장 항이 0.001Ω인 Case 3-1과 Case 3-2의 경우 고

장  해수귀로 류는 1.65A와 0.7A로 Case 2에 비해 각각 

1.85A와 1.9A가 으며 그림 10(a)와 그림 10(b)에서처럼 고

장 에서 변화하는 류의 폭은 Case 2에 비해 작게 나타난

다. 한 고장 항이 각각 0.01Ω과 0.1Ω인 Case 3-3과 

Case 3-4는 고장 으로 귀로하는 류가 0.11A와 0.0166A

로 매우 어 그림 10(c)와 그림 10(d)에서처럼 측정지 에

서의 합성 류 변화 추이에서 고장 에서의 류 변화 상

을 측할 수 없다.

그림 11은 아모어 지 항이 0.001Ω인 경우 Case 4에서 

고장  항에 따른 측정지 에서의 합성 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처럼 Case 4는 Case 3에 비해 아

모어 지 항이 10배 낮은 경우로 아모어로 귀로하는 류

의 양은 더욱 커지며 완 지락의 경우에서도 고장  해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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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류는 1.27A에 불과하며, Case 4-2와 Case 4-3은 각각 

0.24A와 0.003A로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a) Case 4-1의 분석결과      (b) Case 4-2의 분석결과

 

(c) Case 4-3의 분석결과

그림 11 Case 4 분석결과

Fig. 11 Analysis results of Case 4

      (a) 고장 항 : 완 지락      (b) 고장 항 : 0.001Ω

   (c) 고장 항 : 0.01Ω          (d) 고장 항 : 0.1Ω

그림 12 고장 항에 따른 Case 2∼Case 4의 비교

Fig. 12 Comparison of Case 2∼Case 4 according to fault 

resistance

그림 12에서는 각 고장조건에서 Case 2 ～ Case 4를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아모의 지 항의 크기

에 따라 고장  해수귀로 류의 크기는 명확히 차이가 난

다. 즉, 아모어 지 항이 낮을수록 아모어로 귀로하는 

류가 커지면서 고장  해수귀로 류의 크기는 작아진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를 그림 3의 실증시험결과와 비교할 

때 아모어 지 항은 0.1Ω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EMTP 모델링에서도 반드시 아모어를 고려한 

후 이에 한 해수귀로 지를 고려하되, 이의 지 항은 

0.1Ω이 가장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아모어 지 간격에 따른 분석

HVDC 해 이블 분석에서 아모어로 귀로하는 류는 

고장  탐지에 미치는 향이 크게 나타나며, 아모어에 

용 가능한 정 지 항은 실증시험 분석결과를 근거로 

0.1Ω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아모어 지

항이 공통 으로 0.1Ω일 때 지간격을 매 1m, 2m, 4m 마

다 변경한 Case 2와 Case 5, Case 6의 결과를 비교 검토함

으로써 아모어의 정 지 간격을 분석하 다.

매 1m마다 지한 Case 2의 경우는 그림 9와 같으며, 아

모어 지간격이 매 2m인 Case 5의 경우 특성은 그림 13과 

같고, 아모어 지간격이 매 4m인 Case 6의 경우 특성은 

그림 14와 같다.

(a) Case 5-1의 분석결과  (b) Case 5-2의 분석결과

(c) Case 5-3의 분석결과   (d) Case 5-4의 분석결과

그림 13 Case 5 분석결과

Fig. 13 Analysis results of Case 5

Case 5는 아모어 지 항이 0.1Ω인 경우 매 2m마다 

지한 경우로 완 지락시 고장  해수귀로 류는 Case 2에 

비에 약간 높은 3.74A 이나, Case 5-1 ～ Case 5-4의 고장

항에 따른 변화특성은 Case 2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특성

을 보인다.

 (a) Case 6-1의 분석결과   (b) Case 6-2의 분석결과 

 

    (c) Case 6-3의 분석결과  (d) Case 6-4의 분석결과

그림 14 Case 6 분석결과

Fig. 14 Analysis results of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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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는 아모어 지 항이 0.1Ω인 경우 매 4m마다 

지한 경우로 완 지락시 고장  해수귀로 류는 Case 2와 

Case 5에 비에 약간 높은 3.88A이고, Case 6-2는 3.4A로 고

장  해수귀로 류 양이 커서 Case 2와 비교하여 큰 차이

는 없으나, Caes 6-3과 Case 6-4에서는 해수 지 에서의 

류변화가 미약하게 측되었다.

      (a) 고장 항 : 완 지락      (b) 고장 항 : 0.001Ω

     (c) 고장 항 : 0.01Ω        (d) 고장 항 : 0.1Ω

그림 15 고장 항에 따른 Case 2, Case 5,  Case 6의 비교

Fig. 15 Comparison of Case 2, Case 5 and Case 6 

according to fault resistance

그림 15에서는 각 고장조건에서 Case 2, Case 5와 Case 

6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지간격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으나 매 4m마다 지한 Case 6의 경우는 

Case 2, Case 5와 비교해 고장  항이 0.01Ω 이상인 경

우 그림 3의 실증시험결과와는 달리 해수 지 에서 류변

화가 미약하게 측된 것으로 보아 EMTP 모델링시 아모어

의 해수 지는 가능한 조 하게 용하는 것이 할 것으

로 단된다. 

4. HVDC 해 이블 EMTP 시뮬 이션 기법 용

  

본 논문에서는 에서 검토한 HVDC 해 이블 실증시

험선로 EMTP 시뮬 이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아모어는 

반드시 해수 지를 해여 하며 지 항은 0.1Ω이 가장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아모어의 지간격은 가능한 

조 하게 지된 매 1m마다 지하는 것이 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지 까지 분석한 HVDC 해 이블 시뮬

이션 기법에 한 신뢰성 평가를 해 표 1의 4가지의 실

증시험 조건에 해 본 논문의 검토 결과를 반 하여 각각 

EMTP 시뮬 이션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의 실

증시험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16에서는 Test 1의 실증시험 결과와 EMTP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실증시험

과 EMTP 시뮬 이션의 경향이 매우 유사하며, 고장 에서 

나타나는 류변화 특성도 명확하여 고장  탐지가 가능함

을 보인다. 그림 17 ～ 그림 19에서는 Test 2 ～ Test 4의 

실증시험 결과와 EMTP 시뮬 이션 결과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est 2와 Test 3은 각각 고장 류가 1.6A와 

1.3A인 경우로 고장  후의 시스 해수 지 에서 약간의 

류 변화가 나타났으나 고장  별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

며, 고장 류의 부분이 고장  해수로 귀로하는 Test 4의 

경우는 실증시험과 시뮬 이션에서 동일하게 고장 을 명확

히 탐지하 다. 특히, 실증시험과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향 뿐 아니라 고장 에서 나타나는 류변화 

특성도 일치함을 보 다.

다만 실증시험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의 류를 단순 비

교하 을 때, 실증시험의 류가 시험 주입 류인 4A보다 커

지는 상이 나타나 시뮬 이션과 차이를 보 으나, 이는 시

뮬 이션에서 표  불가능한 외부 노이즈에 의한 향이 실

증 시험시 나타난 것으로, 실증시험 과정에서 노이즈의 향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험 주 수 선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실증시험 결과   (b) EMTP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6 Test 1의 실증시험  시뮬 이션 결과 비교

Fig. 16 Comparison of real test and simulation result of 

Test 1

 

         (a) 실증시험 결과    (b) EMTP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7 Test 2의 실증시험  시뮬 이션 결과 비교

Fig. 17 Comparison of real test and simulation result of 

Test 2

 

         (a) 실증시험 결과     (b) EMTP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8 Test 3의 실증시험  시뮬 이션 결과 비교

Fig. 18 Comparison of real test and simulation result of 

Test 3

 

         (a) 실증시험 결과    (b) EMTP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9 Test 4의 실증시험  시뮬 이션 결과 비교

Fig. 19 Comparison of real test and simulation result of 

T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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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VDC 해 이블의 아모어 지유무, 아

모어의 지간격  지 항 등을 변화시킨 EMTP 모델링 

결과와 고창 력시험센터내 HVDC 해 이블 실증시험장

에서 실시한 써칭코일법 실증시험을 통해 취득된 결과를 상

호 비교하여 EMTP 모델링 기법 정립하 으며,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해남간 HVDC 해 이블 선종과 동일한 CUMI 

800㎟로 구성된 실증시험장에서 4가지 시험조건을 선정하고 

아모어-시스-도체간에 발생하는 인공지락고장을 발생시켜 

실증시험을 수행하 으며, 실증시험 결과를 EMTP 해석결

과와 비교하 다. HVDC 해 이블 모델링시 아모어를 포

함한 모델링을 용하 으며, 아모어의 해수 지 여부에 따

른 향  아모어 지 항에 따른 향, 아모어 지간격

에 따른 향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HVDC 해 이블의 

모델링 기법을 정립하 다.

2) 아모어 지유무에 따른 합성 류 변화 추이곡선은 명

확한 차이가 있으며, 실증시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아모어

를 지한 경우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모어

로 귀로하는 류의 양은 무시할 수 없으며 EMTP 모델링

에서도 반드시 아모어를 고려한 후 이에 한 해수귀로 

지를 고려해야 한다.

3) 아모어 지 항에 따른 분석 결과 아모어 지 항이 

낮을수록 아모어로 귀로하는 류가 커지면서 고장  해수

귀로 류의 크기는 작아지며, 실증시험결과와 비교할 때 아

모어 지 항은 0.1Ω이 가장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아모어 지간격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으나, 매 4m마

다 지한 경우는 고장  항이 0.01Ω 이상인 경우 실증

시험과 달리 해수 지 에서 류변화가 미약하게 측되는 

것으로 보아 아모어의 해수 지는 가능한 조 하게 용하

는것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HVDC 해 이블에 한 EMTP 모델링 기법을 정립

한 후 4번의 써칭코일 실증시험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실증

시험과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향 뿐 아니

라 고장 에서 나타나는 류변화 특성도 일치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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