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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fault location method for 
HVDC submarine cables. Most conventional fault location methods 
can be applied in off-line. However, in this paper, on-line fault 
location algorithm is proposed using multi-scale correlating of wavelet 
coefficient and travelling wave. The propagation velocity is measured 
by field test on Jeju-Heanam submarine cable section. Finally, the 
fault location algorithm is tested by same system modeling using 
EMTP/ATP.

1. 서    론

  국내 제주-해남간에는 싸이리스터 밸 를 이용한 직류 Bipole 방식을 
이용해 해수귀로 방식으로 력을 공 하는 ±180[kV] HVDC 해  이
블이 운  에 있다[1]. 그러나 2006년 4월에 발생한 고장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깊은 해 에 포설될 뿐 아니라, 약 100[km]의 이블 
장을 가지는 장거리 이블인 계로 고장 발생시 신속한 고장  탐지
가 어려우며, 고장  탐지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복구 시간도 길어 질 수밖에 없다.
  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장  탐지 방법은 휘스톤 리
지의 원리를 이용한 머 이 루 (Murray Loop) 방법과 진행 의 원리
를 이용한 TDR(Time Domain Reflectrometer) 방법이 있다. 그러나 머
이 루 법은 최소 1상의 건 상이 존재하여야 하며, 고장 항이 높을 
경우 귀로 류가 작어서 검류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측정오차가 커지는 
단 이 있으며, TDR 방법은 폭이 넓은 펄스를 단거리 이블에 용할 
경우 정확한 고장  추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폭이 무 짧으면 실제 
고장 이 아닌 분기 에서도 반사 가 발생하여 형분석이 다소 어려
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M(Arc Reflection Method)
을 이용하는 방법, Pin pointing법, Searching Coil법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이 고장  탐지를 해 용되고 있으나, 이 모든 방법은 오 라인에
서 수행되는 것으로 고장 발생 후 선로를 완 히 계통에서 분리한 후 
용되며, 고장  탐지에 비교  긴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측정자의 

숙련도 한 측정오차에 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용에 많은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WT(Stationary Wavelet Transform)와 진행
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고장 을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제주-해남간 실계통 선로에 한 TDR 시험
을 통해 해 이블의 진행  속도(Propagation Velocity)를 측정하
여 이를 고장  추정 알고리즘에 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
이블 고장  추정 알고리즘은 고장 발생시 이블 양단에서 멀티스
이블 웨이 렛 계수의 상호 계를 이용해 과도신호와 노이즈로부터 반
사 를 정확히 검출 할 수 있는 Noise Cancellation Technique을 용하
고, 양단에서 측정된 진행 의 Time Delay를 이용해 고장 을 탐지하

게 된다.

2. 해저케이블 TDR 실증 시험

  2.1 제주-해남간 해저케이블 특성
  제주-해남간 해 이블은 Bipole방식의 해수 귀로방식으로 압은 
DC ±180[kV] 이며, 총 송용량은 300[MW)(150[MW)×2Pole)이다. #1 
Pole의 총 선로길이는 101.7[km] 이며, #2 Pole은 100.3[km] 이고, 이
블은 랑스 알카델사에서 제조한 CUMI 800[㎟]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 Pole을 상으로 TDR 실증시험을 실시하 고, 
EMTP/ATP 모델링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고장  추정 알고리즘
을 테스트 하 다. 고장해석을 해 각각 원단으로부터 4km, 20km, 
40km, 60km, 80km, 100km 지 에서 도체-시스간에 1선 지락고장이 발
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신호는 1[㎲]간격으로 Sampling 된다.

  2.2 제주-해남간 해저케이블 TDR 실증시험
  본 논문에서는 Cable Test Van(Teleflex MX)을 이용해 #1 Pole 제주
-해남간 해 이블에서 TDR 실증시험을 실시하 다. 그림 1에서는 
TDR 시험회로도를 나타내었으며, 해남측에서 TDR 시험을 실시하고, 
제주측 도체는 개방상태를 유지하 다. 

<그림 1> TDR 시험 회로도

  실증시험 결과 #1 Pole의 속도는 137.2[m/㎲]로 측정되었다, 그러
나, 해 이블의 MI Paper에 한 유 율은 4.3으로 식 (1)을 이용해 
속도를 계산하면 144.67[m/㎲]로 실측값에 비해 5.44[%]의 오차를 

보인다.

   



                                                     (1)

  여기서, νc는 300[m/㎲]의 속이며, ε은 연체 비유 율 이다. 반
로, 실측된 속도를 유 율로 환산하면, 측정 유 율은 4.78이 된다. 
표 1에서는 해 이블 속도  유 율 실측값과 이론값을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이론값 2는 반도 층의 향이 고려된 값이다.

  <표 1> 해저케이블 전파속도 유전율 비교

속도(m/㎲) 유 율

이론값 1 144.67 4.3

이론값 2(반도 층 고려) 136.79 4.81

실측값 137.2 4.78

  이블의 반도 층이 유 율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CIGRE WG 
21-05의 Prject Memo "The effect of lossy insulation (paper-oil) and 
semiconductive layers on wave propagation in cables"[2]의 연구결과를 
이용해 실측값과 이론값 1의 오차 원인을 분석하 다. 일반 인 연체
의 패시턴스는 식 (2)와 같으나, CIGRE WG 21-05에서는 식 (3)처럼 
반도 층을 고려한 연층의 유 율 계산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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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r1은 도체 외반경, r2는 내부 반도 층 외반경, r3는 연체 외
반경, r4는 외부 반도 층 외반경 이다.
  식 (2)에서 계산된 커패시턴스는 0.53631[㎌/km]로 해 이블의 연
체 커패시턴스 0.54[㎌/km]와 거의 일치하 고, 반도 층을 고려한 유
율의 경우도 식 (3)에서처럼 4.81로 실측값인 4.78 비 0.03의 오차에 
불과해 실증시험에 의해 실측된 속도와 유 율은 이론값과 거의 일
치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다만, 향후 연체에 한 유 율  
속도를 환산할 때 반드시 반도 층의 향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  추정 알고리즘 검증을 해 실측값인 
137.2[m/㎲]의 속도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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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저케이블 고장점 추정 알고리즘

  3.1 고장점 추정 알고리즘
  서론에서 언 한 것처럼 국내에서 기존에 용하고 있는 모든 고장  
추정 방법은 모두 오 라인에서 용하는 방식이나, 본 논문에서는 웨이
렛 기법을 용한 Noise Cancellation Technique[3]과 그림 2의 진행
 특성에서처럼 양단에서 측정된 첫 번째 신호 도달시간(TAp1, TBp1)
의 지연시간을 이용해 고장거리를 환산하게 된다. 일반 으로 편단정보
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해  이블은 장거리 이블로 신호의 감
쇄 상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신호를 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양단정
보를 이용한 고장  탐지 방법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방법은 고
장구간을 별할 필요가 없다는 장 이 있으나, 양단 간의 시간동기화가 
필수 이다. 양단간의 데이터 통신은 GPS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종
으로 고장 까지의 거리는 식 (4)에 의해 환산된다.

<그림 2> 해저케이블 고장시 진행파 특성

    
⋅ 


                                   (4)

  여기서, X는 고장 까지의 거리이며, L은 총 선로길이이다.

  3.2 Noise Cancellation Technique
  Noise Cancellation Technique은 Multi-scale Correlation을 이용한 기
법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스 일에서의 Detail 성분은 그림 3에서처럼 
직  곱하여 Corr1이 생성되고, 다음으로 Corr_new1의 Correlation 방정
식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Corr new1과 D1의 값의 소비교를 통해 
새로운 Detail 성분인 D1 new1에서는 노이지 성분은 제거되고 각각 양
단에 첫 번째 도달하는 신호만 남게 된다. 그림 3에서는 노이지가 제거
되는 과정을 상세히 나타내었으며, 기존 지 이블에서는 3단계 제거기
법을 용하나[3], DC 이블에서는 양단 첫 번째 신호만 검출하면 되
므로 1단계 제거기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림 3> Noise Cancellation Technique

   (a) 노이지 제거 이 (D1)       (b) 노이지 제거 이후(D1 New1)
<그림 4> 20km 지점 고장시 노이지 제거 과정

   (a) 노이지 제거 이 (D1)       (b) 노이지 제거 이후(D1 New1)
<그림 5> 60km 지점 고장시 노이지 제거 과정

  그림 4와 그림 5에서는 각각 20km, 60km 지  고장시 노이지 제거과
정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웨이 렛 1단계 신호인 D1에서는 신호
에 상당한 노이지가 포함 되어 있으나, Noise Cancellation Technique을 
거쳐 양단에서 첫 번째 도달신호(D1 New1)외 다른 신호는 제거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60km 지  고장시 D1 New1신호를 이용해 환
산한 고장 까지의 거리는 식 (5)와 같으며, 계산오차는 0.108[%]에 불
과하다. 여기서 속도는 실측에 의한 값을 용하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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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3 고장점 추정 결과
  표 2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온라인 고장  추정 알고리즘을 용
한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에서처럼 모든 고장 치에서 고장 까지
의 거리는 최  계산 오차가 0.13[%]로 매우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TDR처럼 고장발생 후 선로에 펄스
를 주입하여 고장 을 탐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장이 발생하는 즉시 
고장신호를 탐지하여 고장 을 탐지하는 온라인 기법으로 고장복구 시
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인공 펄스에 비해 신호의 크기가 커 신호 검
출이 유리하고, 고장신호에 포함된 노이지 성분은 Noise Cancellation 
Technique에 의해 효과 으로 제거 되므로 정확도 측면에서 기존의 
TDR보다 훨씬 유리하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실계통 실측에 의해 얻
어진 속도를 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표 2> 해저케이블 고장점 추정 결과

고장 치 TAp1[s] TBp1[s] 계산거리 오차

4 km 0.008358 0.009041 3.996 km 0.003 %

20 km 0.008475 0.008924 20.04 km 0.0003 %

40 km 0.008621 0.008778 40.08 km 0.07 %

60 km 0.008767 0.008362 60.11 km 0.108 %

80 km 0.008913 0.008486 80.14 km 0.13 %

100 km 0.009059 0.008341 100.1 km 0.09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남간 해 이블의 실계통 TDR 시험을 통해 
정확한 속도를 실측하 으며, Noise Cancellation Technique를 바탕
으로 해  이블에서 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고장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TDR 시험결과 제주-해남간 해 이블의 속도와 유 율은 
137.2[m/㎲], 4.78로 기존의 이론값과는 차이를 보 으나, 반도 층을 고
려한 해석에서는 실측값과 이론값이 거의 일치하 다.
  2) Noise Cancellation Technique과 장거리 해 이블의 특성을 고려
해 진행 의 양단정보를 이용한 고장  추정 알고리즘을 제시하 으며, 
웨이 렛 1단계 Detail 신호인 D1에 포함된 상당한 노이지는 Noise 
Cancellation Technique를 통해 효과 으로 제거된다.
  3)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온라인 해 이블 고장  추정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최  계산 오차가 0.13[%]로 매우 정확하게 계산되었으며, 

고장신호의 크기, 효과 인 노이지 제거과정, 실측에 의한 속도 
용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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