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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지중송전계통에서 OF 케이블 선로 절연접
속함(IJ)의 부분방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합절연 모델링이 가능한
EMTP LCC Enclosing Pipe를 이용하여 IJ를 모델링한 후 IJ 절연보강
층의 한 부분에서 부분방전전압을 인가한 후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IJ의 부분방전 특성을 해석하였다.

1. 서    론

전력케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절연체의 유전율은 주파수의존 특성이
강하며 케이블의 감쇠와 전파속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절연체의
유전율이 상대적으로 큰 OF 케이블의 경우에는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친
다. 또한 OF 케이블 접속함은 단일 절연으로 되어 있는 OF 케이
블과는 달리 유통로, 도체슬리브, 절연보강층, 접속함 동관 등 복
합 절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전율이 부분마다 다름으로 감쇠전
압과 전파속도가 부분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OF케
이블 접속함의 EMTP의 정확한 모델링과 이르를 통한 IJ 내에서
의 부분방전 특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EMTP의 LCC
Single Core Cable 이용한 전력케이블 선로정수 계산시 한 상당
도체 수를 세 가지까지 입력 할 수 있어 접속함의 모델링이 불
가능하다. [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합절연 모델링이 가능한 EMTP LCC
Enclosing Pipe 이용하여 IJ의 절연보강층의 단위 증가부분까지
상세하게 모델링 하였고 그 중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
블 접속함의 절연보강층 장착부 및 주변에 DC 1V의 고장전압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부분방전특성 해석을 실시하였다.

2. 본    론

  2.1 OF 접속함 모델링

그림 1은 OF Cable의 1,200 IJ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EMTP는 절연보강층의 연속적인 절연체 증가부분 및 감
소부분을 모델링하는데 있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단위 증가부분을 세세히 표현하기
위하여 LCC 모델을 다수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그림 1> 접속함 모델링 

  2.2 EMTP 해석 방법

OF 1,200 IJ 접속함의 부분방전 전파특성 분석을 위해 부
분방전 펄스 감쇠 및 전파속도 특성을 다음과 같이 입력위치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부분방전은 접속함의 절연증가부분인 절
연보강층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본 논문에는 그림 1의 J3 ~ J6까
지의 구간을 각각 No.1 ~ No.6라 하고 도체에 펄스를 입력하여
접속함 말단지점에서 도체 전압을 측정하였으며 이때의 모델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접속함 종류 : OF 1,200 IJ
- 부분방전 펄스 전압 : DC 1V (Ramp파형)
- 부분방전 펄스 폭 : 500ns(1MHz), 100ns(5MHz),

30ns(16.67MHz), 20ns(25MHz)

펄스 입력 

위치

단위 길이

[mm]

입력 위치 - 측정 위치

접속함 길이[mm]

No.1 (J1) 60 (J1) 1,445[mm]

No.2 (J2) 90 (J2) 1,385[mm]

No.3 (J3) 60 (J3) 1,295[mm]

No.4 (J4) 60 (J4) 685[mm]

No.5 (J5) 90 (J5) 625[mm]

No.6 (J6) 60 (J6) 535[mm]

<표 1> OF 케이블 1,200  펄스 입력 위치 

<그림 2> 부분방전 신호에 의한 투과·반사파 영향

표 1은 OF 케이블 1,200 IJ의 절연보강층 J1 ~ J6사이 지
점에 부분방전 신호를 투입하여 접속함 말단 지점의 측정위치에
서 최대전압과 도달시간 측정하였다.

그림 3은 OF 케이블 1,200 IJ의 No. 1(J1) 도체에 500ns
(1MHz) 펄스를 입력하여 말단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값을 나타
낸 것으로 접속함 말단을 정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반사파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접속함 말단을
측정한 A 지점의 펄스 도달시간과 B 지점의 최대 전압을 측정
하여 펄스폭과 펄스 위치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IJ 부분방전 전파속도 분석  
전파속도 는 위상각 상수를 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계
산된다.
   

        


                      (1)

표 2는 500ns(1MHz)의 펄스를 도체에 입력하였을 경우 접속
함 말단지점의 도체전압을 측정한 결과로 도달시간에 의한 전파
속도는 No. 1 (J1)에서는 187.66 , No. 6 (J6)에서는 222.91
 로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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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입력 위치 최대전압[V] 시간[ns]

No.1 (J1) 0.8715 7.7

No.2 (J2) 0.8774 7.4

No.3 (J3) 0.8855 6.9

No.4 (J4) 0.938 3.2

No.5 (J5) 0.9446 2.9

No.6 (J6) 0.9543 2.4

<표 2> OF 케이블 1,200  500ns(1MHz) 

  표 3은 100ns(5MHz)의 펄스를 도체에 입력하였을 경우 접속
함 말단지점의 도체전압을 측정한 결과로 도달시간에 의한 전파
속도는 No.1 (J1)에서는 187.66 , No.6 (J6)에서는 222.91
 로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펄스 입력 위치 최대전압[V] 시간[ns]

No.1 (J1) 0.7589 7.7

No.2 (J2) 0.7669 7.4

No.3 (J3) 0.7792 6.9

No.4 (J4) 0.8739 3.2

No.5 (J5) 0.8855 2.9

No.6 (J6) 0.9045 2.4

<표 3> OF 케이블 1,200  100ns(5MHz)

  
  표 4는 100ns (5MHz) 펄스를 도체에 입력하였을 경우 접속함
말단지점의 도체전압을 측정한 결과로 도달시간에 의한 전파속
도는 No.1 (J1)에서는 190.13 , No.6 (J6)에서는 222.91
로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펄스 입력 위치 최대전압(V) 시간[ns]

No.1 (J1) 0.5449 7.6

No.2 (J2) 0.5518 7.3

No.3 (J3) 0.5641 6.8

No.4 (J4) 0.7051 3.1

No.5 (J5) 0.7254 2.8

No.6 (J6) 0.759 2.4

<표 4> OF 케이블 1,200  30ns (16.67MHz)

  표 5는 30ns (16.67MHz) 펄스를 도체에 입력하였을 경우 접속
함 말단지점의 도체전압을 측정한 결과로 도달시간에 의한 전파
속도는 No.1 (J1) 에서는 192.66  , No.8 (J8) 에서는 222.91
 로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펄스 입력 위치 최대전압[V] 시간[ns]

No.1 (J1) 0.4567 7.5

No.2 (J2) 0.4623 7.2

No.3 (J3) 0.4727 6.8

No.4 (J4) 0.6156 3.1

No.5 (J5) 0.6386 2.8

No.6 (J6) 0.6775 2.4

<표 5> OF 케이블 1,200  20ns(25MHz)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F 케이블 IJ를 EMTP로 상세 모델링한 후 부
분방전 특성분석을 하였다.

(1) IJ의 전파속도는 IJ 앞부분보다 말단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것
을 볼 수 있었고 케이블 특성과 같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전파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IJ의 감쇠전압은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IJ의 부분방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앞으
로 접속함 부분방전 신호검출을 위한 연구 자료로 쓰여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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