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4

EMTP 기반 지 송 이블 시뮬 이터 개발  용
논  문

59-8-5

Development and Applicatin of EMTP Based Power Cable Simulator for 

Underground Transmission Cables

정 채 균*․박 흥 석**․강 지 원***․이 종 범†․한 상 옥§

(Chae-Kyun Jung․Hung-Sok Park․Ji-Won Kang․Jong-Beom Lee․Sang-Ok Han)

                        
Abstract -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sheath circulating curr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 software for underground power cable systems. Generally, in steady state, high sheath circulating 

current causes the increase of sheath temperature and thermal resistance which leads to the steeply reduction of the 

power capacity. Therefore, the exact calculation of sheath circulating current is required for analysis about the influence 

of high sheath current on permissible current. In this paper, Power Cable Simulator is developed for calculation of the 

sheath current. It can analyse the sheath current by real time. It is also easier to use than conventional software, such 

as EMTP and CabSim, because all the data for calculating the cable parameters are stored in a database(DB) within 

Power Cable Simulator. In addition, the accuracy of Power Cable Simulator is also proved through the comparison among 

the current calculated by Power Cable Simulator, EMTP and Cabsim with measure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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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력계통 과도 상을 해석하기 해  세계 으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로그램  하나는 자기 과도 상 

해석 로그램인 EMTP(Electromagnetic Transients Program)

이다. EMTP는 최  력계통의 서지 상 분석 용으로 미

국의 BPA(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에 의해 개발

되었으나, 재는 송배 계통 뿐 아니라 동기 발 기, 회 기기, 싸이

리스터, 터빈 발 기의 SSR(Subsynch-ronous Resonance) 모델과 교

류-직류 력변환기 해석 등 력계통 부분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로그램으로 개선되었다[1]. 그러나, 차 

복잡해지고 규모가 방 해지는 력계통의 특성 상 EMTP

를 이용한 정확한 모델링을 해서는 상당한 문성이 요구

되며, EMTP의 문성 확보를 해서는 장시간의 문 인 

교육과정이 요구되므로 실제 지 송 계통을 운용하는 실무

자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

하는 계통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하기가 어려운 단 이 

있어 체 로그램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2-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 송 계통 정상상태에서 시스

순환 류 계산을 심으로 EMTP의 문성이 없어도, 지

송 계통을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손쉽게 EMTP를 이

용한 계통 해석이 가능한 새로운 지 송 계통 해석 로그

램인 Power Cable Simulator를 개발하 다. 특히 지 송

계통에서 허용 류 산정과 한 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

순환 류계산에 을 두었으며, 가공선로와 지 선로 선종

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선종의 선택을 통해 선로정수를 쉽

게 계산할 수 있으며, 가공송 선로와 지 송 선로가 혼재

된 혼합송 선로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지 송 계통에서 허용 류와 시스순환 류는 시스순환

류가 상승하면 시스온도가 상승하여 열 항과 시스손실이 

증가하는 특성상 서로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스순

환 류가 상승하면 그 만큼 이블의 허용 류는 감되게 

된다[4]. 특히, 참고문헌[4-8]에 의하면 시스순환 류는 이

블의 포설조건과 속함간의 거리 불평형 등 주로 시스템

인 불평형 요건에 의해 상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 송 계통 설계단계에서 부터 시스순환 류의 정확한 

측은 필수 이다. 실제 2003년 시스순환 류 계산을 한 

용 로그램으로 TACLINK와 연계한 Cabsim이 개발되었

으나[4], 이 로그램은 시스순환 류 계산식을 기반으로 하

여 제작된 것으로 계산 라미터 용에 있어 한계를 드러

낸다. 실제로 실측값이나 EMTP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오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이 검증된 EMTP 해석기법

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부하 류 값을 입력

하여 부하 류 변화에 따른 시스순환 류 계산이 가능한 새

로운 지 송 계통 용 해석 로그램인 Power Cable 

Simulator를 개발하 다.



Trans. KIEE. Vol. 59, No. 8, AUG, 2010

EMTP 기반 지 송 이블 시뮬 이터 개발  용                                                                    1375

2 . 시스순환 류의 특성

력 이블에서 시스는 연층에 침입하는 습기를 방지하

고 이블을 기계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기계  강

도를 강화시킬 목 으로 사용되며, 지락 류나 충 류의 

귀환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에서는 크로스본

드 단 구간 내에서 시스순환 류가 순환하는 경로를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처럼 각 상의 시스순환 류는 양단의 직

지 지  사이에 형성된 폐루  내에서 시스와 크로스본드 

리드선을 통해 순환하며, 직 지 지 에서는 인  크로스

본드 단 구간내 순환 류와 백터 으로 결합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림 1  시스순환 류의 순환 경로

Fig. 1  Circulating route of sheath circulating current

국내 지 송 계통의 포설은 력구나 로를 이용해 주

로 운용되고 있으며, 동일 선로에 포설방식이 혼합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이블의 간격  높이의 고

차, 지형의 구조와 특성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기  불

균형 상이 나타나며, 이는 도체와 타상 시스간 임피던스 

 시스 상호임피던스 등에 불평형을 래하여 시스순환

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스순환

류가 상승하면 시스손실의 증가로 인해 이블의 온도를 상

승시켜 허용 류에 향을 미치게 되고 심화될 경우 인체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체나 방식층의 괴로 인한 고

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여기서 허용 류는 시스의 손실과 

한 계에 있는데, 시스손실은 도체의 부하 류에 의존

하기 때문에 시스손실을 도체손실로 나  시스손실률로 계

산되며, 시스손실률은 식 (1)에서처럼 순환 류에 의한 손실

률(λa)과 와 류에 의한 손실률(λb)의 합으로 구성된다.

                                         (1)  

한, IEC 60287[11]의 허용 류 계산식인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블의 허용 류는 시스손실률에 비례하여 감

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여기서,

 n : 이블 내 도체 수(단심 이블 : 1)

 Δθ: 도체 온도 상승분

 R : 교류도체 항[Ω/m]

 λ1, λ2: 시스손실률  아모어 손실률

 Wd: 유 체 손실[W/m]

 T1,T2,T3,T4 : 연체, 시스와 아모어 사이, 방식층, 이  

   블 표면에서 주변 기온도까지의 열 항[K․m/W]

그림 2는 154kV OF 2000㎟ 력구식으로 포설된 이블

에서 식 (2)를 기반으로 시스순환 류와 시스온도, 허용 류

의 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시스순환 류가 상승

하면 시스온도가 상승하여 열 항과 시스손실이 증가되며 

결국 이블의 허용 류는 격히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OF 이블 상시 최고허용온도인 85℃를 기 으로 하 으며, 

이때 도체교류 항은 IEC 60287을 기 에 의해 1.428×10
-5

Ω/m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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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kV OF 2000[ ㎟ ], single circuit of trefoil 154 kV OF 2000[ ㎟ ], single circuit of trefoil 

그림 2  시스순환 류와 허용 류와의 계

Fig. 2 Correlation between sheath current and permissible 

current

그림 3에서는 154kV OF 2000㎟의 경우 각각 수평배열, 

직각배열, 정삼각배열에서 시스순환 류에 의한 시스손실율 

 시스순환 류 손실율에 따른 허용 류 감소율을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처럼 정삼각배열에 비해 직각배열과 수평배

열에서 허용 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스순환

류 손실율이 0.5까지 증가함에 따라 허용 류는 각각 

12.43%와 12.45%까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정삼각배열의 

경우는 7.66% 이다. 이처럼 시스순환 류는 이블 송 용

량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다.

(a) 수평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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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직각배열

(c) 정삼각배열

그림 3 시스순환 류 손실에 따른 허용 류 감소율(정삼각

배열)

Fig. 3 Decrement of permissible current by sheath current 

loss(Trefoil)

 3 . Power Cable Simulator의 특성  계 산 알고리즘

3 .1  Power Cable Simulator의 특성

  재까지 국내에서는 시스순환 류에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에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실계통에서 발생하는 시스순환

류를 실측하여 분석한 결과 EMTP 해석결과와 매우 유사

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4-6]. 그러나 EMTP의 능숙한 

활용을 해서는 장시간의 문 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실무자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의 방편으로 TACK LINK와 연계한 Cabsim이라는 시스순

환 류 계산 용 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이 한 실측 

값  EMTP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다소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TMP와 동일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EMTP 기반 Power Cable Simulator를 개발함으로

써 EMTP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면의 장 을 유지할 뿐 아

니라 기존의 Drawing 방식이 아닌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개

발되어 EMTP에 익숙하지 않은 보자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9-10]. 특히 Cable/Line 라미터 계산에 

필요한 가공선로  지 선로 선종에 따른 기하학  구조 

 기  정수 정보를 DB화하여 선종을 선택하게 되면 

Cable Constant Parameter는 CCP 일로, Line Constant 

Parameter는 LCP 일로 결과를 자동 생성하게 된다. 이 뿐 

아니라, 이블 속부 번호에 맞게 노드명을 자동 생성해

으로써 계산결과를 그래픽으로 확인시 속부의 류분석이 

용이하다. 한 최종 으로 모델링이 완성되면 계통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부하 류만을 새로운 입력으로 하여 유연하

게 시스순환 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P 다. Power Cable 

Simulator에 활용된 개발 언어는 Visual C++ 6.0이다.

Power Cable Simulator
(PCS.EXE)

LCP
line constant

Line/Cable 
parameter

CCP
cable constant

Tpbig.exe Graph
PlotXY

(Output)
Sheath circulating 

current

Based on EMTP/ATP

Line/Cable data input
Load current

그림 4  Power Cable Simulator 구성도

Fig. 4 Construction diagram of Power Cable Simulator

본 논문에서 개발한 Power Cable Simulator는 지 선로 

 혼합선로의 모델링이 가능하며, 로그램 내에서 Cable 

선로정수  Line 선로정수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한 선로

구간길이, 지 항, 크로스본딩 방식, 지방식 등의 기본

인 데이터만 입력하면 모델링이 완성되도록 구성하 다. 그

림 4에서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Power Cable Simulator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본 로그램의 실행

일인 PCS.exe를 실행시킨 후 가공/지  선로데이터와 선로

정수 데이터를 입력하고 최종 으로 모델링이 완성되면 

EMTP의 Tpbig.exe를 이용해 연산이 이루어지며 PlotXY를 

통해 그래 로 출력될 뿐 아니라 각 속함의 상별 시스순

환 류는 Text 일로도 제공된다. 이처럼 Power Cable 

Simulator는 EMTP를 기반으로 개발된 로그램으로 계산 

결과는 EMTP와 동일하게 출력되는 장 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Power Cable 
Simulator

(PCS)

파일파일

열기

저장

다른이름으로저장

나가기

셋팅/계산셋팅/계산

초기파일생성

최종파일생성

시뮬레이션셋팅

그래프

계산

모델링모델링
지중선로모델링

가공선로모델링

종단접속부1(EBG)

절연접속부(IJ)

보통접속부(NJ)

편단접속부(SJ)

종단접속부2(EJ)

가공선로

파라미터파라미터
Cable 파라미터

Line 파라미터

결과보기

그림 5  Power Cable Simulator 메뉴 구성

Fig. 5  Menu of Power Cable Simulator

  
그림 5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의 메뉴구성을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처럼 메뉴는 일, 셋 /계산, 모델링, 라미

터, 데이터베이스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이해가 

쉽도록 모든 메뉴와 명령어는 한 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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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계 산 알고리즘

  그림 6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의 계산과정에 해 

나타내었다. Power Cable Simulator는 내부에서 선로정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가공선로 선로정수는 LCP 

일로, 지 선로의 선로정수는 CCP 일로 계산결과를 각각 

출력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공선로/지 선로 모델링에서 선

로정수 계산결과를 호출하게 되며, 기존의 드로잉 방식이 아

닌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모델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거

나 선택하면 된다.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송 단과 원단의 원데이터 입력(공칭 압과 원임피던스)

 ② Line/Cable 라미터 계산

   - LCP(Line Cable Parameter) 일  CCP(Cable Constant 

Parameter) 일 자동 생성

 ③ 가공선로/지 선로 모델링

   - 선로구간길이, 지 항, 지방식, 크로스본딩, 시스순환

류 측정, LCP/CCP 일 호출

   - 가공선로 모델링

    ․가공선로 : 선로구간길이, LCP 호출

   - 지 선로 모델링

    ․종단 속부 1(EBG) : 지 항, 지방식, 시스 류측정 입력

    ․ 연 속부(IJ) : 선로구간길이, 크로스본딩, 시스순환 류, CCP 호출

  ․보통 속부(NJ) : 선로구간길이, 지 항, 지방식, 시  

      스순환 류, CCP 호출

    ․편단 속부(SJ) : 선로구간길이, 지방식, 시스순환 류, CCP 호출

    ․종단 속부 2(EJ) : 선로구간길이, 지 항, 지방식, 

      시스순환 류, CCP 호출

 ④ 자동 노드명 생성

 ⑤ 시뮬 이션 계산 조건 입력(시뮬 이션 셋 )

 ⑥ 부하 류 입력

 ⑦ 측정당시 부하 류 입력  시스순환 류 결과 출력

그림 6  Power Cable Simulator의 계산 알고리즘

Fig. 6 Calculation algorithm of Power Cable Simulator

 4 . Power Cable Simulator의 활용

4 .1  Power Cable Simulator 라미터 계 산

  Power Cable Simulator는 원데이터 입력부, 라미터

부, 선로모델링부, 시뮬 이션 셋 /계산부, 부하 류 입력부

의 5개로 구분되며, Power Cable Simulator의 메인화면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Power Cable Simulator의 메인화면

Fig. 7 Main window of Power Cable Simulator

  원데이터의 입력부는 송 단과 수 단 양단 공칭 압과 

원단 상분, 정상분 임피던스를 입력할 수 있으며, 라

미터부에서는 Cable 라미터와 Line 라미터를 EMTP 규

칙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연산은 Tpbig.exe에 의해 

수행되고 계산결과는 자동 으로 CCP 일과 LCP 일로 출

력하게 된다.

그림 8 Power Cable Simulator를 이용한 Cable/Line 

parameter 계산

Fig. 8 Calculation of Cable/Line parameters using Power 

Cable Simulator

  그림 8에서는 각각 Cable 라미터와 Line 라미터의 입

력화면을 보여 다. 그림에서처럼 Cable 라미터 계산을 

해 지 항율, 주 수 등의 기본테이터를 입력한 후 국내

외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이블 선종 데이터베이스(DB)에

서 이블 종류만 선택한 후 이블 치를 입력하면 데이

터 입력은 간단히 종료된다. 데이터 입력완료 후 계산 버튼

을 클릭하면 연산이 이루어지며 자동 으로 계산 결과가 

CCP 일로 생성된다.

  한 Line 라미터 계산을 해 지 항율, 주 수, 

Highest accuracy 용여부, 가공지선 상태 여부, 통신선 

향 여부, 연가 용 여부를 선택한 후 가공선로 선종 데이터

베이스에서 선종을 선택하고 번들링  표피효과 용 여부, 

선로 치를 입력하면 데이터 입력은 간단히 종료되며, 데이

터 입력 완료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연산이 이루어지며 

계산결과는 자동 으로 LCP 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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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지 선로  모델링

지 선로 모델링은 그림 7의 메인화면에서 각각 속부 

상태에 따라 종단 속부 1(EBG), 연 속부(IJ), 보통 속

부(NJ), 편단 속부(SJ), 종단 속부 2(EJ)를 클릭하면서 모

델링을 수행한다. 여기서, 종단 속부 1은 송 단 종단 속

부이며 종단 속부 2는 수 단 종단 속부를 의미한다. 따

라서 모든 지 선로 모델링은 EBG로 시작해서 EJ로 끝나

게 된다. 즉, 계통도에서 해당 속부를 순차 으로 클릭하

여 구간길이, 지방식, 크로스본드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며, 

최종 으로 선로정수 계산 결과인 CCP 는 LCP 일을 

불러오면 모델링이 완성되게 된다. 여기서 기존의 EMTP는 

사용자가 노드명을 직  지정하여 입력하거나 숫자로 랜덤

하게 자동 생성되므로 데이터 분석시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

던 반면 Power Cable Simulator는 시스순환 류 계산을 

한 노드명이 그림 10에서와 같이 자동 생성되므로 계산 완

료 후 시스순환 류 형  데이터 분석을 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각 속부의 데이터 입력  선택사항은 

표 1에서 요약하 다. 

표 1  지 선로 모델링 입력데이터

Table 1 Input data for underground power cable system 

modeling

속부 명 입력항목 선택항목

종단 속부 1

(EBG)
 지 항

지방식(3상일 지, 3상개별 지)

시스순환 류측정( , 아니오)

연 속부

(IJ)

 선로구간길이

(m)

크로스본드(ABC-BCA,ABC-CBA,  

ABC-CAB,ABC-ACB, ABC-ABC)

시스순환 류측정( , 아니오)

CCP 일 호출

보통 속부

(NJ)

 지 항

 선로구간길이

(m)

지방식(3상일 지, 3상개별 지)

시스순환 류측정( , 아니오)

CCP 일 호출

편단 속부

(SJ)

 지 항

 선로구간길이

(m)

편단방식(좌측편단, 우측편단, 양측편단)

시스순환 류측정( , 아니오)

CCP 일 호출

종단 속부 2

(EJ)

 지 항

 선로구간길이

(m)

지방식(3상일 지, 3상개별 지)

시스순환 류측정( , 아니오)

CCP 일 호출

4 .3  Power Cable Simulator 실 계 통 사례분석

본 논문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의 사례분석을 해 

재 운  인 154kV XLPE 2000㎟ 계통과 154kV OF　

2000㎟ 계통, 345kV OF 2,000㎟ 계통 등 압등 과 이블 

종류별 실계통 3 T/L을 상으로 실측값, Cabsim, EMTP 

해석결과  Power Cable Simulator의 해석결과를 상호비

교 하 다. 그림 9는 154kV XLPE 2000㎟ 이블로 선로

장이 5.004km인 첫 번째 실계통의 계통도를 보여 다. 포설

방식은 IJ 4 ～ IJ 7구간에서 력구와 로식이 혼합된 형

태를 보이며, 특히 NJ 6 ～ NJ 9는 혼합포설 뿐 아니라 

속함간의 거리가 305m-112m-344m로 거리불평형이 심해 이 

구간에서는 시스순환 류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상된

다. 여기서, 시스순환 류 실측 당시 부하 류는 425A 이다. 

그림 10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를 이용한 모델링 결

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EBG ∼ EJ까지 순차 으로 

속함간의 거리  직 지 지 에서 지 항을 입력하

고 선로정수 계산 결과인 CCP 일을 불러오면 모델링이 

완성된다. 

그림 9  실계통 계통도(154kV XLPE 2000㎟ 계통)

Fig. 9 System diagram of actual power cable system

(154kV XLPE 2000㎟ system)

그림 1 0 Power Cable Simulator 모델링(154kV XLPE 2000㎟ 

계통)

Fig. 1 0 Power Cable Simulator modeling(154kV XLPE 2000㎟ 

system)

그림 11에서는 그림 9의 실계통 A상 시스순환 류에 

한 Power Cable Simulator와 EMTP의  해석결과를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시스순환 류는 혼합포설  

거리불평형이 혼재하는 NJ 6 ∼ NJ 9 구간에서 가장높이 

상승하고 있으며, Power Cable Simulator와 EMTP 계산결

과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Power 

Cable Simulator는 그림 10의 모델링 화면에서처럼 부하상

황에 따라 부하 류만 입력하면 되므로 실시간 변화하는 부

하조건에 따라 시스순환 류를 간편히 해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1 1 Power Cable Simulator와 EMTP의 시스순환 류 계

산 결과 비교(A상) 

Fig. 1 1 Comparison of sheath current calculation results by 

Power Cable Simulator and EMTP(Ph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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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실측값, Power Cable Simulator, Cabsim의 시스순환

류 계산 결과 비교(A상) 

Fig. 1 2 Comparison of measured values with sheath current 

calculation results by Power Cable Simulator and 

Cabsim(Phase A)

그림 1 3  Power Cable Simulator와 Cabsim의 평균오차 비교

Fig. 1 3 Comparison of average error between Power Cable 

Simulator and Cabsim

그림 12에서는 A상 시스순환 류의 실측값, Power Cable 

Simulator  Cabsim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에서

처럼 실측값과 비교할 때 Cabsim에 비해 Power Cable 

Simulator의 계산 결과가 실측값에 근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13의 실측값 비 Power Cable Simulator와 

Cabsim의 평균오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Cabsim은 A상 시

스 류에서 최  4.01%의 오차를 보 으며, B상 시스 류에

서 Power Cable Simulator의 오차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A상과 C상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의 오차가 낮았다. 

모든 상의 평균오차를 계산하면 Cabsim은 3.28%인 반면 

Power Cable Simulator는 2.7%로 Power Cable Simulator의 

계산결과가 실측값에 매우 근 한다.

그림 14는 이블 선로 장이 6.284km인 154kV OF 2000

㎟ 실계통 계통도이다.  그림에서처럼 IJ 8 ∼ IJ 12사이에

서는 포설방식이 력구와 로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 구간에서 시스순환 류가 상승할 것으로 상되며, 실계

통 시스순환 류 측정당시 부하 류는 300A 이다. 

그림 15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를 이용한 그림 14

의 실계통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IJ 9는 실계통에서 속부가 아닌 시스템 내에서 포

설방식이 변경되는 구간을 모델링한 것으로 이 구간에서는 

크로스본드 연결이 ABC-ABC가 되며, 시스순환 류는 측정

되지 않는다. 

그림 1 4  실계통 계통도(154kV OF 2000㎟ 계통)

Fig. 1 4 System diagram of actual power cable system 

(154kV OF 2000㎟ system)

그림 1 5 Power Cable Simulator 모델링(154kV OF 2000㎟ 계통)

Fig. 1 5 Power Cable Simulator modeling(154kV OF 2000㎟ 

system)

그림 16에서는 그림 14의 실계통에 한 C상 시스순환

류의 실측값과 Power Cable Simulator, CabSim의 계산 결

과를 비교하 다. 그림에서처럼 시스순환 류는 혼합포설 

향에 의해 IJ 8～IJ 12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실측값

과 비교할 때 Power Cable Simulator의 결과가 CabSim에 

비해 실측값에 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와 CabSim의 실측값 비 평균오차

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CabSim은 A상 시스

류에서 Power Cable Simulator가 2.31%인 것에 반해 최

 4.98%의 오차를 보 으며, B상 시스 류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가 1.93%, CabSim은 4.04% 고, C상 시스

류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가 2.56%, CabSim이 

3.34%로 모든 시스 류에서 Power Cable Simulator의 오차

가 낮게 나타났다. 한 모든 상의 평균 오차를 산정하면 

CabSim은 4.12%인 것에 반해 Power Cable Simulator는 

2.26%로 실측값 비 시스순환 류가 정확하게 계산된다.

그림 1 6 실측값, Power Cable Simulator, Cabsim의 시스순환

류 계산 결과 비교(C상) 

Fig. 1 6 Comparison of measured values with sheath current 

calculation results by Power Cable Simulator and 

Cabsim(Phase C)



기학회논문지 59권 8호 2010년 8월

1380

그림 1 7  Power Cable Simulator와 Cabsim의 평균오차 비교

Fig. 1 7 Comparison of average error between Power Cable 

Simulator and Cabsim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용한 실계통은 력구 방식의 

선로 장이 17km인 345kV OF 2,000㎟ 장거리 이블로 

해석시 부하 류는 535A 이다. 그림 18에서는 Power Cable 

Simulator를 이용한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

럼 Power Cable Simulator는 속부에 한 정보는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모델링이 수행되며, 속함간 선로 구간길이와 

직 지가 이루어지는 양 말단  NJ의 지 항을 입력하

고 시스 크로스본딩 형태를 선택한 후 CCP 일로 출력된 

선로정수 계산 결과를 불러와 최종 으로 계산시 부하 류

를 입력하면 모델링은 완성된다. 

 

그림 1 8  Power Cable Simulator 모델링(345kV OF 2000㎟ 계통)

Fig. 1 8 Power Cable Simulator modeling(345kV OF 2000㎟ 

system)

그림 1 9  실측값, Power Cable Simulator, Cabsim의 시스순환

류 계산 결과 비교(A상) 

Fig. 1 9 Comparison of measured values with sheath 

current calculation results by Power Cable 

Simulator and Cabsim(Ph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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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0 Histogram analysis for calculation results between 

EMTP and Power Cable Simulator

그림 19에서는 345kV 2,000㎟ 실계통에 한 A상 시스순

환 류의 실측값과 Power Cable Simulator, CabSim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에서처럼 시스순환 류는 # 1 ～ # 

3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실측값 비 Power Cable 

Simulator와 Cabsim의 계산 결과는 의 2가지 사례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그림 20의 EMTP와 Power Cable 

simultor의 계산 오차에 한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EMTP와 Power Cable Simulator의 계산오차는 정확

히 일치한다.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 송 선로 시스순환 류 계산을 한 

EMTP 기반 력 이블 시뮬 이터인 Power Cable 

Simulator를 개발하 으며, 이를 해 포설방식에 따른 시스

손실율과 허용 류 감소율의 계 등 시스순환 류의 특성

을 분석하 고, Power Cable Simulator 의 구성  알고리

즘에 해 자세히 언 하 다. 한 Power Cable Simulator

의 계산결과는 압별, 이블 종류 별 실계통 3 T/L에 

한 실측값 비 오차율을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와 같다.

1) 시스순환 류가 상승하면 시스온도가 상승하여 열 항과 

시스손실이 증가 되고 이블 허용 류는 격히 감소한다. 

시스손실율과 시스순환 류 손실율에 따른 허용 류 감소율

에 한 분석 결과 수평배열과 직각배열에서 시스순환 류 

손실율이 0.5까지 증가 할 때 허용 류는 각각 12.43%, 

12.45%까지 감소하 으며, 정삼각배열은 7.66% 감소하 다.

2) Power Cable Simulator는 EMTP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신뢰성 면에서 장 이 있으며, 라미터 계산에 필요한 정수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계산 결과는 CCP 일과 LCP 일로 

자동 생성되게 하는 등 User Friendly Tool을 강화하여 보

자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3) Power Cable Simulator는 기존 로그램인 EMTP와는 

정확히 일치하는 계산결과를 출력하며, CabSim에 비해서는 

계산 오차율이 낮다. 3 종류의 실계통 분석을 통한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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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Cabsim은 최  계산오차가 4.12%인 반면, Power 

Cable Simulator는 최  2.7%에 불과하 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개발한 Power Cable Simulator는 사

용자 편이성을 개선한 동시에 계산 오차도 정확하여 향후 

지 송 선로 운 에 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무엇보다 부하 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

는 시스순환 류 계산이 용이하여 이를 통한 실시간 시스순

환 류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스순환 류 손실을 고려한 정확한 실시간 허용

류 산정을 해 기존의 실시간 송 용량 산정시스템

(DRS)과의 연계도 구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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