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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fter the 1970s, the importance of underground 
transmission systems increased and the construction rate of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s also showed increasing trends each 
year, especially in metropolitan areas. Accordingly the social ripple 
effects are very large and wide when the fault occurs in underground 
power system, and the amount of time and money spent to restore 
the system also increases. So we must ensure stable operation and 
long-term reliability of the facilities. In Korea's case, long-term 
reliability tests for EHV power cables and accessories progressed 
poorly because equipment was not compatible for long-term reliability 
tests. Therefore we planned to construct a long-term reliability test 
field for EHV underground cables in order to ensure international 
quality reliability and optimal power cable operation techniques. The 
Gochang Underground Cable Test Field is under construction,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nment's union investment 
department, KEPCO, KERI and three private cable corporations. This 
project began in March, 2005 and will be completed by February, 
2010. It is designed to promote joint research by incorporating several 
types of test equipment, construction of operating facilities, and being 
an internationally certified authority.
 

1. 서    론

  해외의 경우 백년 이상의 력 이블 개발경험이 있어 많은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규모 실증시험설비를 개별  는 국가공용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신제품의 경우에도 개발 후 15년 이상의 장기 로젝
트를 통해 이블의 장기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이블의 장기신뢰성 확
보 뿐만 아니라 이블 개발기술의 축 과 시험기술을 확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실증시험설비  기술이 상 으로 배 에 국한되어 
있고, 고압 력 이블  부속재를 상으로 하는 신뢰성시험은 
이블 제작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발시험용 설비 외에는 무하다. 이 
설비 역시 생산라인에 속하는 기본설비로 단 시험기간이 1년 이상인 
신뢰성시험 용으로의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 국내에는 고압 
이블 장기신뢰성 시험설비는 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압 이블 장기신뢰성 실증시험 등을 해 한국
력에서 구축 인 세계  규모의 지 이블 실증시험장의 구축 황에 
해 소개코자 한다.  

2. 본    론

  2.1 고창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 개요
  재 고창 력시험센터에는 765kV 송   변 설비와 임펄스시험장, 
배 시험장 등 15개 이상의 실증시험장이 약 840,000[㎡]의 면 에 구축되어 
운 에 있다. 2008.05월 착공, 2009.10월 공목표로 건설 인 지 이블 
실증시험장은 폭 45m, 길이 115m, 높이 26m의 시험ㆍ제어동 건물과 실증
시험용 토목구조물을 포함하여 체 지면 이 약 36,000[㎡]에 이른다.

<그림 1> 고창 전력시험센타내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 설치도

  2.2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 구축 현황
  그림 2,3에 구축 인 시험장의 평면도  건설공사 사진을 나타내었다. 
즉, 시험동 내부에는 AC 700kV 권선형 내압기 1set과 AC 700kV 공진형 
내압기 2set가 설치되어 PQ  Type Test를 시행하게 되며, 고압 
이블 부분방 시험용 차폐실(Shield room)에서는 700kV  내압기를 사용한 
PD 측정이 가능하다. 임펄스 시험은 시험장 부근에 기 설치된 임펄스시험
기를 사용하여 4,000kV 까지 가능하며, 2008.07월 구매설치하여 HVDC 해
이블 속재 장기신뢰성 시험 등에 활용 인 ±600kV HVDC 내압기 

한 시험동 내부에 설치, 운 될 정이다.
  제어동 1층에는 수배 반실과 시험기자재 련설비실이 있고, 2층에는 시
험 진행과정을 감시ㆍ 리하기 한 제어실과 계측기실, 3층에는 분석실  
시험 비실 등이 들어선다.
  옥외 실증시험장에는 PQ  Type Test 실증시험장, OF 이블 실증시험
장, 도 이블  GIL 실증시험장을 건설 에 있으며, 각 시험장에 
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기술하 다. 

  

 <그림 2>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 평면도

시험동ㆍ 제어동

옥외실증시험장

<그림 3>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 건설공사 진행사진

  2.2.1 시험동 및 제어동
□ 시험동(L×W×H) : 115[m]×35[m]×26[m]
 ￭AC내압기 등 시험장비  시료 이동배치용 크 인(30톤, 5톤) 설치
 ￭건물벽에는 고압 인가용 700kV 월부싱(4개소) 설치
 ￭주요시험 : 시험 압 700kV 이하 고압 이블 Type Test  연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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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동(L×W×H) : 80[m]×10[m]×14[m]
 ￭지상 1층 : 수배 실( 기실), 설비실, 홍보 시실
 ￭지상 2층 : 제어실, 계측기실, 시험의뢰인 기실, 국제회의장
 ￭지상 3층 : 분석실, 비실과 기타 작업실 등

<그림4> 시험동 건설중 사진        <그림5> 제어동 건설중 사진

□ 차폐실(Shield room)(L×W×H) : 23[m]×18[m]×15[m]
 ￭Full auto sliding door size(W×H) : 6[m]×10[m]
 ￭구성설비 : 측정제어실, 각종 필터, 차폐변압기, 5ton 크 인 등
 ￭주요시험 : 시험 압 700kV 이하 고압 이블 Type Test(PD 측정)

  2.2.2 PQ 및 Type Test 실증시험장
  력 이블에 한 국제  신뢰성과 최 의 운 기술 확보를 해 국
제표  IEC62067  IEC60840에 따라 고압 지 이블 PQ Test  
Type Test에 합한 실증시험장을 구축 이다.
 ￭ 3개 시험용 지하 력구 W3.2m(2.2m)×H2.5m×L35m  공통시험장 W24m×  
   H2.5m×L57m 구축
 ￭주요시험 : 시험 압 700kV 이하 고압 이블 PQ  Type Test

<그림6> 실증시험용 지중 토목구조물 내ㆍ외부사진

  2.2.3 OF 케이블 실증시험장
  창기(1975년~) 설치된 OF 이블 운 년수가 이블 수명기간인 30
년을 지나 기 수명에 도달함에 따라 이에 한 잔여수명 측연구를 
추진 에 있으며 과 압시험, 연유분석, PD시험 등 다양한 연구 수행
을 해 실증시험장을 구축 이다. 
 ￭실증시험용 단독 지하 력구 W10m×H2.5m×L57m 구축 
 ￭주요시험 : 345kV/154kV OF/XLPE 이블  속재 등 련 연구시험

<그림7> OF 케이블 실증시험용 지중 토목구조물 내ㆍ외부사진

  2.2.4 초전도 케이블 실증시험장
  154kV  도 이블이 개발 에 있으며 이블의 신뢰성 품질확인을 
한 실증시험과 다양한 운 기술 확보를 해 실증시험장을 구축 이다.
 ￭실증시험용 지하 력구 W3.2m(2.2m)×H2.5m×L35m  냉각시스템 구축
 ￭주요시험 : 송  도 이블 PQ  Type Test, 냉각시험

<그림8> 초전도 케이블 실증시험용 지중 토목구조물 내ㆍ외부사진

  2.2.5 GIL(Gas Insulation Transmission Line) 실증시험장
  재 용량 송 선로인 345kV GIL의 국산화 개발이 진행 에 있으
며, 개발 생산된 GIL에 한 신뢰성 품질확인을 한 실증시험과 운
기술 확보를 해 실증시험장을 구축 이다.
 ￭실증시험용 지하 력구(각도형) W6.0m×H3.1m×L110m 구축
 ￭주요시험 : 345kV GIL 등 시험 압 700kV 이하 PQ  Type Test

<그림9> GIL 실증시험용 지중 토목구조물 내ㆍ외부사진

  2.2.6 기타 실증시험장
  번 구축 시험장 내에서는 HVDC 해 이블에 한 PQ  Type 
Test 한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지 분야 실증시험을 해 토양열특
성  냉각시스템 개발 시험장, 과도특성 실증시험장, 이블 거동 실증
시험장, 방재 실증시험장 등을 지속 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3 실증시험 주요설비 구성

<표 1> 주요 실증시험설비 List

설비명 set 규격  정격 주요용도

AC Voltage 
Sourse 1  Winding Type 

700㎸ 10A
고압 이블 
PQ Test

AC Voltage 
Sourse 1  Resonant Type 

700㎸ 14A
고압 이블, GIL
PQ  Type Test

AC Voltage 
Sourse 1 Resonant Type

700㎸ 6A
고압 이블 Type Test, 
도 이블 PQ Test

±600kV HVDC 
Generator 1 ±600kV 50mA 

(극성반  2분)
HVDC 이블 
실증시험

Impulse Voltage 
Generator 1 4000kV 400kJ 충격  뇌임펄스 

압시험

AC Current 
Source 1 단상 60Hz 6kA 

720kVA 
고압, 도 이블
PQ  Type Test

AC Current 
Source 1 삼상 60Hz 6kA 

504kVA 
고압 이블, GIL
PQ  Type Test

DC Power 
Supply 1 15kA/5V 도 이블 

실증시험(DC Ic) 

Wall Bushing 4 700kV 
폴리머(내염용)

옥외 시료에 시험 압인가 
연결

Shield Room 1 PD Level 2pC 
이하 부분방 시험

DAS 1 - 실증시험장 Data 
통합 리 시스템

  <그림 10> AC Voltage Source 및 HVDC Generator

3. 결    론

  세계  수 의 고압 지 이블 실증시험장이 국내에 구축되면, 기
술 으로는 지 송 계통의 장기신뢰성 시험기술을 확립하게 되고, 해외 
인증시험을 통한 국내 제작사의 제작  설계기술 유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 인 측면에서는 신기술 지 이블  부속재의 국산화 
진으로 지 선로의 경제성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해외 시험의뢰 

비용의 외화유출 방지, 해외 개발 이블의 장기신뢰성 인증평가 업무로 
수익창출을 기 할 수 있다.
  지 이블 실증시험장은 기본설계  구축단계부터 정부, 기업, 연구
원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공 후에도 지속 인 공동연구가 가능
하고, 국제 인 품질인증기 과의 조체제를 구축하여 인증시험기술에 
한 조직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력 이블에 한 품

질인증설비로서 그 활용도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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