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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전기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정보통신 기반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최근 

대용량 부하의 증가, 초고압 송전, 대용량 발전소 설치 

및 운영 등 전력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절연

내력이 우수한  가스를 적용한 전력기기들이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전력기기로는 가스절

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ar, GIS), 변압기

(Transformers) 등을 들 수 있다1,2). GIS 설비는 밀폐형

으로 고전압상태에서 운전되므로 제작과정에서의 미

세한 구조적 결함이나, 운전 중 발생한 결함 및 이물질

의 영향으로 인해 기기의 절연내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절연파괴로 확대될 수 있다. GIS 내

부 결함 중 대부분은 도전성 파티클과 부유전극 결함, 

돌출부 결함 등이 있다. 이러한 결함은 운전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절연열화가 진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이며 결국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절연열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결함은 부분방전 현상을 수반하게 

되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부분방전 현상을 검출함으

로써 결함의 존재 유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분방전신호의 검출방법은 초음파검출법과 누설전

류측정법 및 방사전파를 검출하는 UHF검출법과 같은 

다양한 부분방전 검출방법이 있으며, 결함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 결과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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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xpansion and stable operation of electric power facilities are important factors with development of industrial facilities 
in modern society. In high-voltage equipment such as GIS, the insulation characteristics may be deterioated by environment-friendly gas 
adaption and miniaturization.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due to insulation breakdown due to the deterioration of power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diagnosis system to continuously monitor the danger signals of these power equipment 
and to prevent accidents. Most of the internal defects in the GIS system are conductive particles, floating electrode defects, protrusion 
defects, and the like. In this case, a partial discharge phenomenon is accompanied. These partial discharge signals occur irregularly and 
various noise signals are included in the field, s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reliability in the development of the diagnostic system. In this 
paper, a study was made on equipment capable of generating a partial discharge simulated signal that can be adjusted in size and frequency 
to be applied to a diagnostic device by electromagnetic wave detection method. The PD simulated pulse generator consists of a user 
interface module, a high-voltage charging module, a pulse forming circuit, a voltage sensor and an embedded controller. In order to 
simulate the partial discharge phenomenon similar to the actual GIS, a discharge cell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application of the 
prototype pulse generator to the commercialized PD diagnosis module confirmed that i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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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방진단 시스템의 현장설치사례가 증가되고 있다3). 

UHF검출법은 부분방전을 측정하는 검증된 기법으로 

외부 노이즈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초광대역

(UWB : Ultra wide Band)인 UHF (UHF : Ultra High 

Frequency) 대역(0.3 ~ 3 GHz)의 부분방전 펄스를 검출하

여 GIS 내부의 이상상태에 대한 원인 및 정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4).

현재 국내에서 신규로 설치중인 GIS에는 기본적으

로 내장형 UHF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전에 설치

되어 운전 중인 GIS의 진단을 위해서는 외장형 UHF 

센서를 설치하여 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CIGRE (International Council on Large Electric Systems)

는 UHF 센서를 실제 GIS에 설치할 때 부분방전 신호

를 검출 할 수 있도록 IEC 60270 기술기준에 띠라 센

서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5). 

현재 송전계통뿐만 아니라 배전계통에도 GIS에 

UHF 센서를 적용한 부분방전 진단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설비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GIS 내부에 일어나는 절연파괴현상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센서 설치위치의 최적화, GIS 내부의 

부분방전 신호 감도개선, 노이즈 저감대책, 센서 성능 

향상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의 

특성평가를 위한 부분방전 모의 시험장치 등에 관해서

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

분방전을 모의한 고주파 신호를 임의로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방전 실험용 펄스 발생 장치와 현장 상황을 

모의하기 위한 방전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부분방전 발생 원리

전계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절연체에 전압을 인가하

면, 전계가 집중된 부분의 절연체에서 부분적으로 방

전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부분방전(Partial Discharge 

: PD)이라고 한다. 부분방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인가전

압을 더욱 증가시키면 PD량 또한 증가하게 되고 절연

체가 갖는 절연내력의 한계를 넘어서면 전면방전

(Flash-over)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방전은 일

반적으로 빛과 소리를 동반하게 된다. 부분방전의 기

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이 보이드 방전

의 구성도와 등가회로를 나타내었다6).

Fig. 1 (a)에서 는 공극의 커패시턴스, , 는 

공극과 직렬 연결된 커패시턴스, , 는 절연물의 

커패시턴스이다. Fig. 1 (b)의 등가회로에서 과 

는 직렬연결로 합산하여 로 나타내고, 와 는 

(a) Internal voide

(b) Equivalent circuit

Fig. 1. Equivalent circuit of the internal void.

병렬연결로 합산하여 로 나타낸다. 는 인가전압, 

는 공극에 인가되는 전압, 는 공극과 접속된 절연

물에 인가되는 전압을 나타내고, 영역 Ⅰ은 절연체에 

결함이 존재하는 부분이며, 영역 Ⅱ은 절연체의 전체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다.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 보이

드의 정전용량은 로 이것은 절연파괴 통로로 작용하

게 되며, 는 보이드와 직렬로 접속되는 나머지 부분

의 정전용량이다. 는 정상적인 부분의 정전용량 값

을 나타낸다. 절연체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교류 운

전전압이 인가되면 결함내의 정전용량 에 전계가 집

중적으로 가해지고 공기의 절연내력 이상으로 전압이 

인가되면 결함 내에서는 불꽃방전의 형태로 부분방전 

현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분방전 펄스의 형태는 Fig. 2와 

같이 인가전압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일정 시점에 도달

할 때 방전 펄스가 발생되며 전압이 감소되면서 사라지

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운전전압이 서서히 증가하면 

전압 의 범위에서 보이드 내에서 방전이 발생하고, 

다시 감소하는 시점에서 인가전압이  이하로 되면 

방전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방전이 발생하는 전압 을 

보이드 내 부분 방전 개시 전압(DIV : Partial Discharge 

Inception Voltage)이라 하고, 방전이 소멸되는 시점의 

전압 을 부분 방전 소멸 전압 (DEV : Partial Discharge 

Extinction Voltage)이라고 한다7,8).

Fig. 2와 같은 방전파형에서 보이드내에서 발생하는 

방전전하량 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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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D pattern in AC voltage.

 ≃  ∆ (1)

여기서,  =  로 보이드내의 전압강하분이

다. 그러나 은 직접 검출이 불가능한 값이므로 방전 

발생 시 리드선을 통해 흐르는 겉보기 전하를 측정함

으로서 방전의 크기를 정의한다. 겉보기 방전전하량 

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실제 시료에서의 전압강하는  이

고, 방전 검출기에서는 의 값이 측정된다.

방전전하량 가 존재할 때, 이때의 방전 에너지는 

식 (3)이 된다.

 



 




 







 


 ××  (3)

여기서 는 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이므로 식 

(4)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4)

그리고 방전개시전압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여기서 는 시료에서 방전이 발생하는 외부 인가전

압이다. 그러므로 식 (5)는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


 (6)

식 (6)에서 는 에 비교해서 매우 작은 값임으로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7)

방전에너지는 식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9)

3. 펄스 발생장치 및 방전셀

3.1 펄스 발생장치(Pulse Generator) 설계

IEC 60270 Partial Discharge measurements에는 PD 측

정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교정 장치로 Pulse calibrator와 

Step voltage method가 기술되어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펄스를 시험대상에 주입하기 위한 장치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고주파 대역의 신호를 모의하기 위해 상승시

간()이 5ns 이하, 펄스폭() 50ns인 펄스발생기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모의된 방전셀에서 부분방전현

상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1 kV의 고전압까지 

인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Fig. 3에 펄스발생부

의 회로도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펄스는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를 고속 FET스위치를 통해 방

전시킴에 따라 R, L, C 파라미터의 진동조건에 따른 

(a) Circuit of simulation

 

(b) Result of simulation

Fig. 3. Circuit and simulation result of puls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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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전압이 발생한다. 펄스 출력 파형에 빠른 반복 발

생을 위해 충전 커패시터의 충전이 필요하고, 이때 충

전 시간은 커패시터의 시정수()가 7.5 us로 완전충전

까지는 약 37.5us(5*)가 필요하다. Fig. 3 (b)의 시뮬레

이션 결과에서도 약 40us에서 충전 커패시터에 충전이 

완료됨을 확인 할 있고, 스위치 구동시간까지 50us의 

시간지연을 주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3 (b)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승시간()이 5ns 이

하, 펄스폭()이 50ns 급의 고주파 신호가 발생 가능

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인덕턴스 성

분의 최소화와 스위치의 동작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PD 검출시험에서는 방전셀의 형상별로 교류 

고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하였으나 이는 인가되는 교류

전압의 위상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분산되고 낮은 크

기의 신호레벨에서는 노이즈 성분과 함께 측정됨으로

써 PD 검출부의 측정 정확도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D 신호 출력이 교류 

전압의 특정 위상에 주기적으로 중첩되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4 (a)는 대표적인 방전 형태에 

따른 부분방전 패턴이고, (b)는 60 Hz 주기에서 특정 

위상에서 주기적으로 중첩되었을 경우를 나타낸 것이

다10). 이는 방전스위치의 반복 동작주파수(Repetitive 

operating frequency, F=1/T)를 설정함에 따라 제어가 가

능하며, 국내의 전력기기가 대부분 60 Hz 주파수로 동

작하므로 60 Hz의 배수로 조정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데이터의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예로써 시험장치

(a) PD example with corresponding PRPD
(Phase-resolved partial discharge) pattern

 

(b) AC 60Hz 

Fig. 4. Generally PD pattern and pulse signal according to 
operation frequency. 

를 300 Hz(T:3.33 ㎳)설정한 후 시험파형을 발생시키면 

60 Hz 교류시스템에서는 한 주기 동안 5곳의 일정한 

위상에서 규칙적으로 신호를 취득할 수 있으며 600 

Hz(T:1.66 ㎳)로 설정하여 인가 시에는 10곳 포인트에

서 집중적으로 신호가 포착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분방전 실험용 펄스 발생 장

치의 구성은 Fig.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빠른 상

승시간을 가지는 고주파 펄스 발생을 위해서는 고속 

방전 스위치가 필요하며 특정 주파수에 따라 반복적으

로 인가하기 위해 FET 스위치를 사용하였다. 펄스 발

생 장치는 임베디드 제어부, 파워부, 인터페이스부, 고

압 모듈부로 구성된다. 임베디드 제어부는 ST사의 

ARM Cortex-M7 MCU를 사용하였고, D/A, A/D 컨버터

는 12bit 모델로 최대 입/출력 전압은 3.3V 레벨이다. 

파워부는 AC 또는 DC 파워소스를 받아 고정전압 12 

V를 만드는 DC-DC 컨버터로 구성되고, 인터페이스부

는 LCD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버튼으로 구성된다. 

고압 모듈부는 고압충전 회로와 커패시터, FET 스위치 

모듈, 전압 디바이더로 구성된다.

제어기에서 설정된 전압은 D/A 컨버터를 거처 고압

충전 회로를 제어하여 커패시터 뱅크에 설정된 전압으

로 충전을 하게 된다. 전압 디바이더를 이용하여 커패

시터의 충전전압을 확인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설정된 

동작 주기마다 FET 스위치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펄스 

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Fig. 6은 시제작된 부분방전 실험용 펄스 발생장치

와 제어화면이다. Fig. 6과 같이 휴대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하여 포터블 타입으로 

제작하였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LCD에 표시

Fig. 5. Configuration of PD impuls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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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D impulse generator.

된 것과 같이 스위치 반복 동작주파수, 인가전압, 동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3.2 방전셀(Discharge Cell)
부분 방전을 모의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방전셀

을 설계/제작하였다. 방전셀은 실제 현장 상황과 동일

하도록 가스를 충전할 수 있게 기밀구조로 설계하

였으며 가스압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방전 전하량의 조정을 위해 전극 길이가 조정 가능하

도록 구성하였으며, 부식 및 인가전극 터미널 등을 고

려하여 설계하였다. 침 - 평판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하

였으며, 방전셀에 적용한 침 전극의 곡률 반경은 10 ㎛

이고, 전극 간격을 변경하여 낮은 전압에서도 방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가스 충전시에는 

절연내력을 높이고 실제 현장 상황을 모의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Fig. 7. Discharge cell.

3. 실험 및 고찰

3.1 펄스 발생장치의 출력 측정 실험

시제작된 부분방전 실험용 펄스 발생장치의 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Tektronix사의 TDS 3034B 오실로스코

(a) Impulse waveform.

180 Hz 300 Hz

480 Hz 600 Hz

(b) Output waveform by frequency control.

Fig. 8. Waveform of impulse generator.

프와 Sapphire Instruments사의 SI-9010 디프런셜 프로브

를 이용하여 출력전압을 측정하였다. Fig. 8 (a)은 시제

작된 펄스 발생장치의 펄스 출력파형이고 출력 전압은 

약 1 kV이며, 펄스폭은 약 50ns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 (b)는 제어기에서 동작 주파수를 60 Hz ~ 600 Hz

까지 가변 시키면서 동작을 확인한 그래프이며, 대표적

인 180 Hz, 300 Hz, 480 Hz, 600 Hz의 파형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3.2 방전셀을 이용한 부분방전 측정 실험

Fig. 9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펄스 발생장치와 방전

셀을 이용한 실험 구성도이다. 실험 방법은 펄스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방전셀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부분방

전을 발생시키고, 오실로스코프와 상용 GIS 진단 시스

템을 이용하여 부분방전을 측정하였다. 오실로스코프 

로 측정 시 상용 진단 시스템에 사용되는 UHF센서와 

엠프모듈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UHF센서와 방전셀

과의 거리는 1 m로 이격하여 실험을 하였다. 엠프모듈

과 UHF센서는 A사의 제품으로 현재 한전에 GIS 진단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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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erimental configuration of PD generator and discharge 
cell.

Fig. 10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펄스 장치와 방전셀을 

이용하여 방전셀에 일정한 주기로 부분방전을 발생 시

켜 그 결과를 측정한 것이다. Fig. 10 (a)는 상용 GIS 

진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고, 반복 동작

180 Hz 300 Hz

(a) Measurement results using commercialized GIS diagnosis system

180 Hz 300 Hz

480 Hz 600 Hz

(b) Measurement results on an oscilloscope

Fig. 10. PD waveform by frequency control.

주파수를 180 Hz(T:5.55 ㎳), 300 Hz(T:3.33 ㎳)로 설정

한 결과 60 Hz 기준에서 각각 3 포인트, 5포인트의 규

칙적인 부분방전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 

(b)는 반복 동작주파수를 180 Hz, 300 Hz, 480 Hz, 600 

Hz로 동작 시 부분방전은 각각 약 5.55 ㎳, 3.33 ㎳, 

2.08 ㎳, 1.66 ㎳ 주기로 동작함을 확인 할 수 있다. 

3.3 고찰

본 논문에서는 GIS용 진단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센서의 응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분방전 발생

장치 및 방전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기존의 PD 캘리

브레이터와 같은 상용의 장치는 PD 현상을 랜덤하게 

발생시킴으로서 이를 측정부에서는 노이즈 원과 구별

하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연구과정에서 정확한 센

서의 응답특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0~60 Hz 전력계통의 교류파형에서 임의의 한 위치 또

는 다수의 위치에 반복적으로 PD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펄스 발생장치를 설계/제작하였으며, 상용 UHF 

센서 및 진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정된 동작 주기에 

따라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펄스 성형회로의 R, L, C 파라미터 변경을 통

해 다양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지는 펄스의 생성 및 

크기 제어가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PD를 모의 할 수 

있다. 본 장치는 휴대가 용이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

한 장한 정점이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PD 

현상을 모의 하여 전력설비의 신뢰성 진단 장치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자파 검출 방법을 적용한 진단시스

템 연구에 있어서 부분방전 신호 모의를 일정한 크기 

및 주기로 발생 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D 모의용 펄스 발생장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고전압 충전 모듈, 펄스성형회로, 전압 측정 센서 

및 임베디드 제어기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쉽게 테스

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포터블 타입으로 장치를 구성하였다.

2) 실제 GIS와 유사한 부분방전 현상을 모의하기 위

하여 방전셀을 설계/제작하였다. 

3) 펄스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PD 발생

신호를 교류 위상에 동기 시킬 수 있으며, 반복 동작주

파수, 크기, 지속시간 등을 설정함에 따라 일정한 간격

으로 펄스가 안정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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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용화된 PD 진단모듈에 시제작된 펄스 발생장

치를 적용한 결과 진단장치의 성능 평가에 사용 가능

함을 확인하였으며 GIS 진단시스템 개발 및 신뢰성 평

가를 위한 성능 검증 등의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펄스 발생기를 활

용하여 PD 측정용 센서의 성능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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