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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방전 측정용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

Broadband Double-Cone Antennas for Measuring Partial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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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상변압기 내부에서 부분 방전이 발생할 때 주상변압기의 1차측 또는 2차측 전극의 부싱부분에서
방사되는 방사 전자파(2～5 GHz)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광대역 안테나로 이중 원추형의 광대역 안테나를 검토하
였다. 이론 해석에는 FDTD 법을 이용한 상용툴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반경, 높이 변화에 따른
반사손실 특성을 계산하여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구조 변화가 반사손실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반사손실 특성에 대한 최적 구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는 다이폴 안테나와 유사한 방사지향성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상변압기에서 방사되는 방사 전자파를
측정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실험을 통하여 이론해석의 타당성도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broadband double-cone antennas. The antenna is used to measure electromagnetic fields(2～5 
GHz) radiated from a primary or a secondary electrode of a pole-transformer when partial discharge occurs inside the pole-transformer. 
The theoretical analysis is conducted using commercial software based on a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FDTD) method. The parame-
ters are a radius, and a height of the broadband double-cone antennas, and the number of posts on a ground plane. This paper examines 
influences of structural parameters of the broadband double-cone antennas on return loss. The results show that a condition for an 
optimum structure of broadband double-cone antennas exists. It also shows that the broadband double-cone antennas have radiation pa-
tterns similar to those of a dipole antenna. Therefore the broadband double-cone antennas are appropriate for the measurement of radiated 
electromagnetic fields from the pole-transformer. To verify the theoretical analysis, computed results are compared to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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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력 에너지 공급 설비 중의 하나인 변압기는 가장 안

정적인 설비인 반면에 고장과 사고 발생 시에는 장시간

조업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치명적인 물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1].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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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 및 기

기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사고의 예방적인 차
원에서 사고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여 대형사고로의 확대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항시 감시 절연진단기

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절연진단은 방전의 진전과정에서 초기현상인 부분방

전을 검출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의 검출기법과 관련된 연구가 절연진단을 위해

많이 보고되고 있다[3]～[5]. 부분방전 전류는 정전기 방전
과 유사하게 단시간(수십～수백 μs)에 순간적으로 피크
치가 급변하는 펄스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부분방전
전류가 높은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
상적으로 고전압 기기인 가스절연개폐기(GIS) 내부에서
부분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펄스성 전류는 수 GHz까지의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구체적으
로, GIS 내부에서 부분방전에 의해 방사되는 전자파의 주
파수 대역은 통상 0.3～1.5 GHz이며[7], 부분방전을 발생
시키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 방사 주파수 대역이 상이하

게 보고되어 있다[8]. 한편, 다른 전력설비인 주상변압기는
GIS와 다른 상이한 내부 구조, 내부 절연방식, 외함구조
로 인해 상이한 주파수 대역을 보인다. 주상변압기를 모
델링하여 계산 및 측정된 방사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은

2.5 GHz까지 나타났으며[9], 주상변압기 절연매질인 절연
유 중에서는 도전성 파티클로 인한 부분방전으로부터 방

사되는 주파수 대역은 0.2∼4 GHz로 보고되어 있다[10].
절연파괴 사고의 대부분은 부분방전 과정을 거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11] 부분방전의 검출은 절연진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부분방전의 검출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으며, 방사전자계법은 전력 기기의 이상시 방사되는
전자파를 안테나를 이용하여 측정하므로 고감도의 광대

역 검출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12].
이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가 정보화․고도화 되면서

날로 부족해지는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용
량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통신하려는 사용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무선․이동 통신시스템의 사용 주파수가 광

대역화 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무선 통신기기들은 소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테나의 소형화의 요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13]. 

이러한 요구에 따라 광대역․소형 안테나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으며[14]～[18], 원추와 구
면을 이용한 안테나의 광대역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18].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18]에서 제시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원추형의 광대역 안테나를 제안하고, 제안한 안
테나의 구조적 파라미터에 대한 반사손실 및 방사지향성

특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안테나는 주상변압기의 내부에서 부분방전

이 발생할 때 주상변압기의 1차측 또는 2차측 전극의 부
싱부분에서 방사되는 방사 전자파(2～5 GHz) 및 가스절
연개폐기에서 부분방전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방사전자

파(200 MHz～2 GHz)의 일부분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800 MHz 이상에서 광대역의 특성을 가지
는 이중 원추형의 안테나이다.

Ⅱ. 수치계산 결과 및 검토

그림 1은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구조와 좌표계
를 나타낸다. 방사체의 높이는 이며, 접지판의 반경은 
이다. 접지판을 포함한 방사체는 완전도체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상․하부 원추의 반지름은 이고, 하부 원추의 밑
변지름은 이다. 또한, 상부 원추의높이는  , 하부 원추

의 높이는  , 하부 원추와 접지판 사이의 간격은 이

그림 1.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구조와 좌표계
Fig. 1. Geometry and coordinate system of a broadband dou-

ble-cone anten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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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부 원추의 반경을 파라미터로 했을 때 반사손
실의 주파수 특성

Fig. 2.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eturn loss as a pa-
rameter of a upper cone radius.

 
다. 두께가 인 접지판에는 직경이 인 4개의 단락-포스
트가 원추와 접속되어 있다. 접지판 중심에서 이중 원추
형 광대역 안테나의 단락-포스트 중심까지의 길이는 이
고, 원형 접지판의 중심부에는 SMA 코넥터가 부착되어
동축케이블로 급전하는 구조이다.
본 안테나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급전점에서

급전된 전류는 콘형의 하부 도체 및 상부 도체를 통해 흐

르게되며, 이때 전류의크기가상부도체 및하부도체로
분산되면서 단락-포스트에 의해 전기적인 길이가 길어지
게 되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반사손실 특성을 양호하
게 한다. 또한, 단락-포스트가 설치되면 단락-포스트에 흐
르는 전류와 상하부 도체에 흐르는 전류비가 커지면서

광대역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림 2는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반경 를 파라

미터로 했을 때 반사손실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반경 가 커질수록 상부 도체
및 하부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전기적인 길이가 길어져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반사손실 특성은 양호해지며, 반경
이 10 mm 커질 때 반사손실은 약 5 dB 이상 개선된다.
그림 3은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높이 을 파

라미터로 했을 때 반사손실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부 원추의 높이가 높아질
수록 전류흐름의 전기적인 길이는 길어지지만, 대칭되는

그림 3. 상부 원추의 높이를 파라미터로 했을 때 반사손
실의 주파수 특성

Fig. 3.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eturn loss as a pa-
rameter of a upper cone height.

 
위치에 설치된 4개의 단락-포스트에 의해 상부 원추의 높
이 증가 효과가 상쇄되므로 반사손실 특성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개의 단
락-포스트를 접속하면 높이 에 의해 저주파수 대역에
서 반사손실 특성이 개선된다.
그림 4(a)는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높이 이

0일 때 포스트의개수변화에 대한 반사손실의 주파수특
성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단락-포스
트가 없을 때보다 단락-포스트가 있을 때 저주파수 대역
에서 최대 10 dB의 반사손실 특성이 개선된다.
그림 4(b)는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높이 이

30 mm일 때 단락-포스트 개수 변화에 대한 반사손실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단락-포스트가 없을 때보다 단락-포스트가 있을 때 저주
파수 대역에서 최대 20 dB의 반사손실 특성이 개선된다.
그림 4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단락-포스트가 접속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전류의 크기가 상부 도체 및 하부

도체로 분산되면서 2개의 단락-포스트에 의해 전기적인
길이가 길어지게 되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반사손실
특성을 양호하게 한다. 그러나, 단락-포스트가 4개가 되
면 전류의 분산에 의해 전기적인 길이는 짧아지게 되어

저주파수 대역에서 반사손실이 개선되지 않는다. 2개의
단락-포스트가 접속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상부 원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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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mm 

(b) =30 mm

그림 4. 단락-포스트의 개수를 파라미터로 했을 때 반사

손실의 주파수 특성

Fig. 4.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eturn loss as a pa-
rameter of a short circuit-post.

 

인해 전기적인 길이가 길어지므로 상부 원추가 없을 때

보다 저주파수 대역에서 반사손실이 10 dB 정도 개선

된다.
그림 5는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높이 를 파

라미터로 했을 때 반사손실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하부 원추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류흐름의 전기적인 길

이는 길어지지만, 4개의 단락-포스트가 접속된 구조에서
는 전류의 분산에 의해 전기적인 길이가 짧아져 저주파

수 대역에서의 반사손실 특성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
나, 특정 주파수인 4.2 GHz에서는 매우 양호한 반사손실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남겨진 과제이다.

그림 5. 하부 원추의 높이를 파라미터로 했을 때 반사손
실의 주파수 특성

Fig. 5.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return loss as a pa-
rameter of a lower cone height.

 

(a) E-plane

(b) H-plane

그림 6. 방사지향성
Fig. 6. The radiation pat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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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선택한 최적의 파라미터는 =60 mm, 
=30 mm, =59 mm, =2 mm, =6 mm, =60 mm이다. 
그림 6은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선택한 이중 원추형 광대
역 안테나의 1∼7 GHz 주파수 대역에서 방사지향성 특성
을 계산한 결과이다. E-면 및 H-면 방사지향성 패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3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는 다이
폴 안테나와 유사한 방사지향성 패턴을 나타내며, 4～7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는 방사지향성 패턴에 왜곡이 있
지만, 전반적으로 다이폴 안테나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
고 있다.

Ⅲ. 실험 결과 및 검토

주상변압기 내부에서 부분방전이 발생할 때 주상변압

기의 1차측 또는 2차측 전극의 부싱부분에서 방사되는
방사 전자파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이중 원추형의

광대역 안테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그림 7는 제작한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방사체

와 급전부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소형의 접지판 위에 상부 및 하부 원추 2개가 접속되어
4개의 단락-포스트가 접지판에 부착된 구조이다. 접지판
에는 SMA 코넥터가부착되어있으며, 코넥터의 중심도체
는 하부 원추와 접속된다. SMA 코넥터에 연결되는 동축
케이블은 베이클라이트로 만들어진 하우징 속의 페라이

그림 7.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구조와 제작된 모양
Fig. 7. The structure and shape of broadband double-cone   

antennas.
 

그림 8. 제작된 이중 원추형 안테나의 방사지향성 측정
Fig. 8. Measurements of the fabricated broadband double- 

cone antennas.
 

트 링 중심부를 관통하도록 설계하였다. 페라이트 링은
외부 전자파에 의해 동축 케이블의 바깥 도체에 유기되

는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 장착한 것으로서, 그림에서 보
는 것처럼 베이클라이트로 만들어진 긴 원통의 하우징

속에 빈틈없이 적층되어 있다.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
나는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측정 장치(스펙트럼분석기
또는 수신기)와 접속되어 있다.
그림 8은 실제로 제작된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반사손실 및 방사지향성을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측
정은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GIVET)의 전자파무
향실에서 실시하였다. 
최적화된 파라미터로 설계 및 제작된 이중 원추형 광

대역 안테나의 반사손실 측정치와 계산치를 그림 9에 나
타내었다. 그림 9의 반사손실 측정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0.8～7 GHz에 걸친 광대역에서 반사손실이 —10 
dB를 만족하고 있다. 안테나를 구성하는 구리도체 및 케
이블의 손실, 제작상의 오차, 측정 오차 등으로 인해 5.2 
GHz 부근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론 계산치와
측정치는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최적화된 파라미터로 설계 및 제작된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의 방사지향성 패턴의 측정 결과이

다. 그림 10으로부터 알 수있는 것처럼, 다이폴 안테나와
유사한 방사지향성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제작된 안테나
를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주상

변압기에서 방사되는 방사 전자파를 측정하는데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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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산치와 측정치의 반사손실 특성 비교

Fig. 9.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and measured return   
loss characteristics.

 

그림 10. 방사지향성 패턴의 측정결과

Fig. 10. Measurement result of the radiation pattern.
 
합한 방사지향성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6의 이론계산 결과와도 그 경향이 일치하는 방사지향
성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주상변압기 내부에서 부분방전이 발생할 때 주상변압

기의 1차측 또는 2차측 전극의 부싱부분에서 방사되는
방사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

나를 제안하고, 안테나의 기본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실
험을 통하여 이론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이중 원추형 광대역 안테나는 1～30 GHz에 걸

친 광대역에서 —10 dB 이하를 만족하고 있으며, 주상변
압기 내부에서 부분방전이 발생하였을 때, 변압기의 2차
측 부싱에서 방사되는 방사 전자파(2～4 GHz 대역에서
많이 발생함)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용 안테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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