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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배전케이블에서 반도전층을 고려한 주파수 응답 및 전파특성 분석

Analysis of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 Considering 
Semiconducting Screen in Underground Distribution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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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frequency response and propagation characteristics considering semiconducting screen in 

distribution cables. In CIGRE WG 21-05, Simplified Approach(SA) and Rigorous Approach(RA) which can revise the permittivity 

considering semiconducting screen propose for more detailed EMTP model and frequency dependant analysis. In this paper, the 

frequency dependent characteristics of complex permittivity are variously analysed by cole-cole function of RA. The attenuation, 

propagation velocity and surge impedance according to frequency range(1 kHz to 500 MHz) and cable length are also analysed 

by SA and EMTP simulation in distribution cables. The propagation velocity considering semiconducting screen is slower, and it 

is saturated over the range of 1 MHz. The signal is significantly attenuated as frequency range i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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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공선로로 력을 보내는 기존의 방식은 산업의 발달, 

도심지의 집 화, 안 의 민감성, 미  등의 이유로 인해 

도시를 심으로 격하게 지 화가 이루어져 력 이블로 

력을 송하는 비율이 증하고 있다. 력 이블은 가공

선로와는  구조와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보다 신뢰도 

있는 력운용을 해서는 력 이블의 제조결함도 없어야 

하지만 다양한 외란 입력시 발생되는 과도 상시 어떻게 응

답되는 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지 송배 시스템은 

물론 력계통을 신뢰도 있게 운용하는 데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1]. 

력 이블의 구조는 연체를 심으로 내외부에 얇은 

반도 층이 있으며 연체 외부에 시스와 외피로 이루어져 

있다. 지 까지의 EMTP를 이용한 력 이블 과도 상 해

석은 해석의 한계상 주로 얇은 반도 층은 생략하기도 한

다. 그러나 반도 층은 력 이블 과도 상에 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고려한 해석은 해석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 이기 때문에 CIGRE를 심으로 이에 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2-4].

한 력 이블의 각종 라미터로서 특히 요한 커패

시턴스, 유 율 등은 주 수에 따라 달라지며, 반도 층도 

동일하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 정확한 라미터들을 획득하

는 것은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실계통에서 운용되고 있는 

CNCV 60㎟와 CNCV 325㎟ 배 이블을 상으로 EMTP

를 이용하여 반도 층을 고려한 상태에서 유 율을 재 산정

한 후 반도 층 향 분석은 물론, 주 수 역에서의 다양

한 특성을 분석하 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해석결과들은 력 이블 시스템에서

뇌서지, 개폐서지, 부분방 신호 특성  등 과도 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력 이블 이론  모델

력 이블의 단 길이 당 항 R, 인덕턴스 L, 커패시턴

스 C, 설 콘덕턴스 G로 정의 할 때, 임피던스 Z와 어드미

턴스 Y는 식 (1), (2)와 같이 표 된다.

                                   (1)

                                   (2)

여기서, 정수()와 특성 임피던스(Zc)는 식 (3),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4)

식 (3)에서 정수의 실수분(α)은 력 이블의 단 길

이당 신호 감쇠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쇠정수이며, 허수분(β)

은 상각 상수이다. 여기서, α의 단 는 [Nepers/m]이며 이

를 식 (5)와 같이 [dB/m]로 환산할 경우 8.686배를 하면 된

다. 한, 력 이블 길이에 따라 감쇠되는 압의 크기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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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5)

×
∙                     (6)

한편, 이블의 속도 υ는 상각 상수 β를 이용해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m/s]                                  (7)

식 (3) ∼ (7)과 같이 정수, 즉 감쇠정수와 속도

는 이블 매질의 특성, 기하학  구조, 주 수에 의존 임

을 알 수 있다. 특히, 력 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연체의 

유 율과 반도 층은 주 수의존 특성이 강하여 감쇠와 

속도에 많은 향을 미친다. 

연체의 유 율이 상 으로 낮은 XLPE 이블의 경

우 반도 층이 미치는 향은 연체의 매질에 계없이 크

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확한 감쇠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반도 층을 고려한 그림 1과 같은 개선된 연체 

구조의 모델을 이용해야 하는데, 부분방  신호와 같이 

MHz 이상의 고주  역에서는 그 향이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2-3].

         

그림 1 반도 층을 고려한 개선된 연체 구조

Fig. 1 Advanced insulation structure considering semiconducting 

screen

력 이블을 EMTP로 모델링 할 경우 이블의 내부  

외부 반도 층은 EMTP의 CABLE PARAMETER로 표

하기 어렵다. 따라서, CIGRE WG 21-05에서는 이블의 반

도 층을 EMTP 선로정수 계산 루틴에 용할 수 있는 데

이터 변환 방법을 Simplified Approach(SA)와 Rigorous 

Approach(RA)로 나 어 제시하 다[2-3]. SA는 반도 층을 

연체로 간주하고 변화하는 커패시턴스 값에 따라 유 율

을 재산정하는 방법이며, RA는 Cole-Cole Function에 의해 

모델링 된다.

본 논문에서는 력 이블의 정확한 특성 분석을 

해 연체 유 율의 주 수 의존특성 뿐만 아니라 반도 층

을 고려한 EMTP 모델 분석을 하 다. 일반 으로 직렬 임

피던스 행렬 Z는 속층이 반도 층의 도 율보다 훨씬 크

기 때문에 반도 층의 향을 받지 않으나 어드미턴스 행렬 

Y는 반도 층의 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연체  반도 층의 비유 율에 한 주 수 응답특

성을 G. Mugala와 R. Eriksson이 Copper Screen의 XLPE 

배  이블을 상으로 실험한 식 (8)의 등가 유 율

(Cole-Cole Func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3-4] 









 









                   (8)

여기서, A1, A2는 진폭계수, σDC는 DC 도 율, α1, α2는 

완화  폭 계수이다.

식 (8)의 등가 유 율에 한 내부(Inner)  외부(Outer) 

반도 층을 고려한 등가회로는 그림 2와 같으며 각 라미

터는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4].

그림 2 도체-시스간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between conductor and sheath

표 1 이블 반도 층 라미터

Table 1 Parameter for cable semiconducting screen

Parameter 내부 반도 층 외부 반도 층

τ1[sec] 1E-6 1E-7

τ2[sec] 4E-9 4E-9

A1 500 215

A2 360 170

α1 0.3 0.3

α2 0.3 0.3

σDC[S/m] 0.006 0.0055

한 그림 2의 각 층간 복소 커패시턴스는 식 (9) ～ (11)

과 같으며, 도체-시스간 반도 층을 고려한 등가 유 율은 

식 (12)와 같이 환산할 수 있다. 한편, 식 (13)은 도체-시스

간 총 어드미턴스를 나타낸 것이다.



Trans. KIEE. Vol. 61, No. 8, AUG, 2012

지 배 이블에서 반도 층을 고려한 주 수 응답  특성 분석               1093

 
l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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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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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서, r1 : 도체내부 반경, r2 : 내부 반도 층까지의 반

경, r3 : 연체까지의 반경, r4 : 외부 반도 층까지의 반경, 

C1 : 내부 반도 층까지의 커패시턴스, C2 : 연체까지의 

커패시턴스, C3 : 외부 반도 층까지의 커패시턴스이며, Ctotal

은 도체-시스간 등가 커패시턴스, εequivalent는 등가 유 율을 

의미한다.













                     (13)

한 유 율은 식 (14)와 같이 복소 유 율로 표 된다.

 ′″                                  (14)

     

본 논문에서는 먼  이블 연체  반도 층의 비유

율에 한 주 수 응답특성을 식 (8) ∼ 식 (14)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주 수에 따른 내부  외부 반도 층의 등가 

유 율은 식 (15), 식 (16)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층

간 복소 유 율은 식 (9) ～ (11)을 이용해 계산된다.

  
  

  


 

  





  

(15)

 
 

  


 

  





  

  (16)

그림 3  4는 연체  반도 층의 비유 율에 한 주

수 응답특성 분석을 통해 얻은 도체-시스간 복소 커패시

턴스의 실수분과 허수분을 각각 보여  것이다. 커패시턴스

는 주 수 의존특성이 강하며 낮은 주 수 역에서는 일정

한 값을 보이다가 1 MHz 이상의 역에서 부터 격히 변

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실수분

(b) 허수분

그림 3 CNCV 60㎟ 커패시턴스 주 수 응답 특성

Fig. 3 Capacitance frequency response for CNCV 60㎟  

(a) 실수분                            

  

(b) 허수분

그림 4 CNCV 325㎟ 커패시턴스 주 수 응답 특성

Fig. 4 Capacitance frequency response for CNCV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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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이블 종류

CNCV 60㎟  CNCV 325㎟

구매규격 측정값 구매규격 측정값

XLPE 

고유 유 율
2.3

커패시턴스

[F/m]

1.5717

×10
-10

1.5717

×10
-10

2.8112

×10
-10

2.6074

×10
-10

환산유 율 2.805 2.91 2.764 2.86

그림 5와 6에서는 내부  외부 반도 층 복소 유 율의 

실수분과 허수분을 각각 보여  것이다. 반도 층은 높은 

카본성분 때문에 낮은 주 수 역에서 약 1,000 이상의 높

은 비율 율을 보인다. 이는 반도 층의 커패시턴스가 연

층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의미이며, 고주 수 역의 주 수 

역으로 갈수록 유 율은 격히 감하게 된다.

  

그림 5 CNCV 60㎟ 반도 층 유 율 주 수 응답 특성(실수분)

Fig. 5 Semiconducting screen permittivity frequency response 

for CNCV 60㎟(Real part)  

    

  

그림 6 CNCV 325㎟ 반도 층 유 율 주 수 응답 특성(허

수분)

Fig. 6 Semiconducting screen permittivity frequency response 

for CNCV 325㎟(Imaginary part)  

                3.  이블 반도 층 향분석 

이블의 반도 층은 속도  서지임피던스, 감쇠특

성 등에 향을 미친다. SA 방식은 반도 층을 연체로 간

주하고 변화하는 커패시턴스 값에 따라 유 율을 재산정하

는 방법으로 식 (17)과 같이 연체 고유 유 율(εr : 2.3)을 

바탕으로 연층 자체의 커패시턴스를 계산하고 식 (18)과 

같이 반도 층을 고려한 연체 유 율을 다시 환산하게 되

는데, 본 논문에서는 SA 방식의 데이터 변환과정을 검증하

다.

 
ln




                                (17)

 

 × ln



                        (18)

 한, 참고문헌 [2]에 따르면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블 단면도에 나타난 연층과 반도 층의 두께가 실제 

이블에서 측정한 값 보다 작으며, 이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

는 이블의 기하학  구조에 한 데이터를 활용해 선로정

수를 계산할 경우 값이 부정확해 질 수 있다고 언 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블 연층  반도 층의 두

께를 버어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실측한 후 이블 구매규

격  이블 제조회사에 제시한 값과 비교한 후 이에 따른 

이블의 유 율, 속도, 감쇠정수 등 특성을 비교하

다.

먼 , SA 방식을 이용해 CNCV 60㎟의 데이터 변환과정

을 검증하 으며 구매규격의 데이터 뿐 아니라 실측값에 

해서도 분석하 다. 식 (19)는 구매규격을 바탕으로 SA 방

식의 데이터 변환과정을 통해 계산한 커패시턴스이며, 이를 

바탕으로 식 (20)과 같이 새로운 유 율을 환산하 다. 식에

서처럼 변환된 유 율은 XLPE 고유 유 율 2.3에 비해 

0.505 증가한 2.805를 보 다. 

 
ln




ln





 ×     (19) 

 

× × ln




    (20)

한 실측값을 바탕으로 환산한 새로운 유 율 값은 식 

(21)과 같으며, 구매규격에 의해 환산한 값보다 약간 높은 

2.91을 보 다.

 

× × ln




       (21)

표 4 이블 연체 유 율 환산(SA)

Table 4 Revised cable insulation permittivity(SA)

표 4에서는  CNCV 60㎟와 CNCV 325㎟의 SA 방식의 

데이터 변환과정을 통해 계산된 커패시턴스와 환산 유 율

을 구매규격  실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표에서처럼  

SA 방식을 이용할 경우 두 이블에서 모두 XLPE 고유 유

율에 비해 유 율이 상승하 으며, 실측을 통해 환산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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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구매규격을 바탕으로 한 결과에 비해 약간 높은 값

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XLPE 고유 유 율(반도 층 고

려 無)과 SA 방식에 의해 변환된 환산 유 율(반도 층 고

려 有)을 EMTP 모델링에 용하여 비교 검토하 다.

        4.  주 수 응답  특성 분석

먼  CNCV 60㎟의 특성 분석을 해 주 수 독립모

델(Bergeron)을 이용해 1kHz ～ 500MHz 역 내에서 반도

층 고려 유무, 즉 XLPE 고유 유 율과 환산 유 율 용

에 따른 특성을 아래와 같이 3개의 Case로 구분한 후

EMTP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 Case 1 : XLPE 고유 유 율(반도 층 고려 無)

○ Case 2 : SA 방식으로 변환된 환산 유 율(구매규격 기반)

○ Case 3 : SA 방식으로 변환된 환산 유 율(실측 Dimension 기반)

표 5 CNCV 60㎟ EMTP 모델링 결과 계산 된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Table 5 Impedance and Admittance calculated by EMTP 

simulation

Frequency Case 1 Case 2 Case 3

1

kHz

Z

[Ω/m]

1.24989×10-3 +  

j1.59167×10
-3

1.25051×10-3 + 

j1.59254×10
-3

1.25064×10-3 + 

j1.59272×10
-3

Y

[℧/m]
j8.08117×10-7 j9.85119×10-7 1.02190×10-6

100

kHz

Z

[Ω/m]

4.18716×10-3 + 

j1.28648×10
-1

4.18711×10-3 + 

j1.28646×10
-1
 

4.18710×10-3 + 

j1.28646×10
-1
  

Y

[℧/m]
j8.09792×10

-5
j9.87606×10

-5
 j1.02458×10

-4
 

100

MHz

Z

[Ω/m]

1.31040×10
-1
 +  

j1.24897×102
1.31040×10

-1
 +  

j1.24897×102
1.31040×10

-1
 +  

j1.24897×102

Y

[℧/m]
 j8.09750×10

-2
  j9.87543×10

-2
   j1.02451×10

-1

표 5에서는 계산 주 수  Case에 따라 CNCV 60㎟ 

EMTP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Series impedance(Z)와 Shunt 

admittance(Y)를 보여 다. 표 6에서와 같이 EMTP를 통해 

계산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식 (3)에 용하면 정

수()가 계산된다. 력 이블의 단 길이당 신호 감쇠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쇠정수(α)는 정수의 실수분을 통해

서 얻을 수 있고, 허수분은 상각 상수(β)를 나타낸다. 

한 식 (5)를 이용해 감쇠정수(α)의 단 를 Nepers/m에서 

dB/m로 환산할 수 있으며, 력 이블 길이에 따라 감쇠되

는 압은 식 (6)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이블의 

속도(υ)는 상각 상수(β)를 이용해 식 (7)을 이용해 계산된

다. 식 (22) ～ 식 (24)와 같이 표 으로, 100kHz Case 2를 

상으로 감쇠정수, 상각상수, 압의 감쇠, 속도 등을 

계산하 다. Series impedance(Z)와 Shunt admittance(Y)는 

각각 4.18711×10
-3
 + j1.28646×10

-1
[Ω/m]  j9.87606×10

-5
[℧

/m]이며, 계산된 정수는 식 (22)와 같다.

   ×            (22)

  따라서 감쇠정수 α는 5.8×10-5 Nepers/m, 상각 정수 β

는 3.565×10
-3
이다. 한 감쇠정수 α를 dB/m로 환산하면 식 

(23)과 같이 된다.

 ×log ××
 ×

  (23)

  따라서, 이 경우 1km 이블 길이를 가정하면 입력단 

이블 압 신호는 출력단에서 5.7%가 감쇠된 압이 측정된

다. 아울러 속도를 식 (7)을 이용해 계산하면 식 (24)와 

같이 된다. 

 



×
×

            (24)

 

    (a) 감쇠정수[dB/km]

                   (b) 속도[m/㎲]        

(c) 서지임피던스[Ω]

그림 7 EMTP  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Case별 특성

(CNCV 60㎟)

Fig. 7 Propagation characteristics by cases using EMTP 

calculation (CNCV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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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는 CNCV 60㎟를 상으로 EMTP를 이용해 

Case별 1 kHZ ～ 500 MHz 역에서 주 수 독립모델의 

단일 계산 주 수에 따른 특성의 계산결과를 보여 다. 

CNCV 60㎟의 감쇠정수는 주 수가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나, 속도는 1 MHz 이상의 주 수에서 일정

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한 속도가 1 MHz 이상일 

경우 Case 1은 197 m/㎲, Case 2는 178 m/㎲, Case는 176 

m/㎲로 반도 층 고려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Case 2와 Case 3의 차이는 약 2 m/㎲로 크지 않았다. 아울

러 서지임피던스의 경우에서도 1 MHz 이상에서 Case 1은 

39 Ω, Case 2는 35 Ω, Case 3는 34 Ω으로 반도 층 고려 

유무에 따른 차이는 비교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Case 2

와 Case 3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8 CNCV 60㎟ 이블 길이별 주 수에 따른 감쇠 압

Fig. 8 Attenuation voltage by frequency according to cable 

length of CNCV 60㎟

그림 8은 이블 길이별 주 수에 따라 감쇠되는 압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주 수가 높을수록 감쇠는 격하게 나

타나며, 1 kHz의 경우 100 km 이블에서도 입력 압 비 

약 30 %의 압 크기를 보 다.

    

그림 9 CNCV 60㎟ 주 수에 따른 감쇠 압(Case 3)

Fig.  9 Attenuation voltage by frequency of CNCV 60㎟

 

그림 9는 Case 3에 해 CNCV 60㎟ 주 수에 따른 감

쇠 압의 크기를 보인 것이다. 감쇠 압 크기 분석을 해 

1상 이블을 상으로 모델링 하 으며, 입력 압은 1 V로 

하 고, 출력단에는 투반사 향을 무시한 순수 감쇠정도를 

계산하기 해 정합 항으로 정합하 다. 그림에서처럼 

이블 길이가 길수록 출력단에 도달하는 압신호의 감쇠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감쇠정수[dB/km]

     (b) 속도[m/㎲]

그림 10 EMTP  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Case별 특성

(CNCV 325㎟)

Fig. 10 Propagation characteristics by cases using EMTP 

calculation (CNCV 325㎟)

그림 11 CNCV 325㎟ 이블 길이별 주 수에 따른 감쇠 압

Fig. 11 Attenuation voltage by frequency according to cable 

length of CNCV 325㎟

그림 10은 CNCV 325㎟를 상으로 Case별 1 kHZ ～ 

500 MHz 역에서 주 수 독립모델의 단일 계산 주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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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특성의 계산결과를 보여 다. CNCV 325㎟의 감

쇠정수는 주 수가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나, 

속도는 1 MHz 이상의 주 수에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

게 된다. 1 MHz 이상에서 속도의 경우 Case 1은 197 

m/㎲, Case 2는 180 m/㎲, Case 3는 177 m/㎲로 반도 층 

고려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생하나 Case 2와 Case 3

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11에서는 이블 길이별 주 수에 따라 감쇠되는 

압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주 수가 높을수록 

감쇠는 격하게 나타나며, 1 kHz의 경우 100 km 이블에

서도 입력 압 비 약 55%의 압 크기를 보 다.

 

그림 12 CNCV 325㎟ 주 수에 따른 감쇠 압(Case 1)

Fig.  12 Attenuation voltage by frequency of CNCV 325㎟

그림 13 CNCV 325㎟ 주 수에 따른 감쇠 압(Case 2)

Fig.  13 Attenuation voltage by frequency of CNCV 325㎟

그림 14 CNCV 325㎟ 주 수에 따른 감쇠 압(Case 3)

Fig.  14 Attenuation voltage by frequency of CNCV 325㎟

그림 15는 Case 2에서 이블 종류별 주 수에 따른 감

쇠정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감쇠정수

는 이블의 굵기가 커질수록 그 값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블의 도체굵기가 증가할수록 게 감쇠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5 이블 종류별 감쇠정수 (Case 2)

Fig.  15 Attenuation according to kinds of cables

한편, 표 6과 7에서는 CNCV 60㎟  325㎟에 해 

EMTP 주 수 독립모델(Bergeron)을 이용해 계산한 Case별 

계산 속도를 비교하 다.

표 6 Case별 계산 주 수에 따른 속도 (CNCV 60㎟)

Table 6 Propagation velocity by frequency in each cases

주 수
속도 [m/㎲]

Case 1 Case 2 Case 3

1 kHz 164.39 148.85 146.14 

10 kHz 189.28 171.39 168.27 

100 kHz 194.64 176.25 173.04 

1 MHz 196.65 178.07 174.82 

10 MHz 197.35 178.70 175.45 

20 MHz 197.45 178.79 175.54 

30 MHz 197.49 178.83 175.57 

100 MHz 197.57 178.91 175.65

500 MHz 197.63 178.96 175.7

표 7 Case별 계산 주 수에 따른 속도 (CNCV 325㎟) 

Table 7 Propagation velocity by frequency in each cases

주 수
속도 [m/㎲]

Case 1 Case 2 Case 3

1 kHz 175.80 160.37 157.65 

10 kHz 189.31 172.69 169.76 

100 kHz 194.79 177.69 174.69 

1 MHz 196.76 179.48 176.44 

10 MHz 197.39 180.06 177.01 

20 MHz 197.47 180.13 177.09 

30 MHz 197.51 180.17 177.12 

100 MHz 197.58 180.24 177.19

500 MHz 197.64 180.29 1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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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 력 이블 특성에 한 이론  분석은 물론 CIGRE 

WG 21-05에서 제시한 유 율 환산에 필요한 데이터 변

환 방법(SA)을 검토하여 이블 반도 층을 EMTP 선로

정수 계산 루틴에 용하 다. 

2) 유 율의 주 수 의존특성에 한 이론  분석을 통해 

고주 수 역에서 변화하는 복소 유 율의 주 수 의존

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하 으며, 고주 수 역(1 MHz 이

상)의 주 수 역으로 갈수록 유 율이 격히 감됨

을 확인하 다.

3) 이블  특성분석에 필요한 EMTP 분석을 해 

XLPE 고유 유 율과 환산 유 율 용에 따른 특성

을 3개 Case로 구분하여 주 수(1 kHz ～ 500 MHz)에 

따른 향  경향을 분석을 하 다.

4) 반도 층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Case 1) 속도는 197 

m/㎲이었으나, 반도 층을 고려한 경우(Case 2, Case 3)

는 176 m/㎲ ～ 180 m/㎲를 보여 반도 층 고려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게 발생하 으며 1 MHz 이상의 주 수에

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한 이블 길이별 주

수에 따른 신호는 주 수가 높을수록 격히 감쇠된다. 

아울러 감쇠정수와 서지임피던스는 이블의 굵기가 커

질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3개의 검토 Case를 상으로 다양한 주

수 역에서 배 이블의 반도 층을 고려한 주 수 응답 

 특성을 분석하 다.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지속 인 연구를 통해 배 이블의 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EMTP CABLE PARAMETER를 용한  

EMTP 모델을 확립할 정이며, 이를 실증 시험을 통해 검

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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