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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bout a new class to 

analysis of partial discharge signal based on Fuzzy 

model. We can early diagnose life of power cable 

through detection of partial discharge signal. 

However, partial discharge signal detector is difficult 

because of partial discharge signal is very 

non-linear. Also, it is very difficult work that 

separate partial discharge signal from noise. We 

constructed partial discharge accumulation detection 

system that use Labview for detection of non-linear 

partial discharge signal. And analyzed partial 

discharge signal that is detected by Labview system 

utilizing Fuzzy model.

I. 서론 

  력 수요의 증 로 인하여 부분의 력설비들이 

용량, 고압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에 따

라 고압 류가 흐르는 지 송  이블의 열화상태

의 진단은 연 사고의 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요해졌으며, 더불어 지 송  이블의 열화 상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부분방  신호의 검출의 필요

성 역시 더욱 증 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방  신호는 

매우 비선형 인 신호일 뿐만 아니라 장에서 장 

실측 data의 경우 주변의 여러 가지 노이즈에 묻 버

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부분방 을 주변의 노이즈

들과 구분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부

분방  진단이라는 분야에서 커다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분방  신호를 시켜 패턴

을 형성하여 부분방 을 진단하는 PRPDA기법으로 부

분방  신호를 검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

다.[1,2,3,4,5,6,7] 한,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PD신

호를 진단하려는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신경망 알고리

즘과 카오스 이론을 이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

다.[8,9] 이와 련하여 퍼지 알고리즘도 훌륭한 PD진

단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고 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PRPDA기법을 재 많은 

공학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는 Labview로 구 하여 

부분방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퍼지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컴퓨터로 부분방  신호를 진단

하게 함으로써 장 력 이블에서 검출된 신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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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 부분방  진단을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II. 시스템 구

2.1 Labview 로그램의 PRPDA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Labview 로그램의 

PRPDA기법 표  방식을 한마디로 표 하면, 일차원 

배열을 삼차원 배열로 변형시켜 화면에 표 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일차원 배열로써 송

되는 Oscilloscope의 data를 컴퓨터로 받아 된 정

도에 따라 색을 다르게 하여 3차원 data로 표 하 다. 

그림 1.의 data수치는 임으로 표시한 수치이다.

4215332154 4215332154 Oscilloscope Data1D Array

3D Array Labview에 표현된 Data

그림 1. 1차원 배열의 3차원 배열로의 변환

Fig. 1. Converts into 3D array data of 1D array 

data

2.2 퍼지 알고리즘

 퍼지모델은 다음과 같은 퍼지 규칙을 사용하여 구축

하 다.

간략 퍼지 추론 

    R
1 : If x is Small then y = a10 

    R2 : If x is Big   then y = a20 

    멤버쉽 함수 2, 3, 4, 5개 사용  

선형 퍼지 추론 

    R
1 : If x is Small then y = a10 + a11x  

    R2 : If x is Big   then y = a20 + a21x  

    멤버쉽 함수 2, 3, 4, 5개 사용

와 같이 간략 퍼지 추론과 선형 퍼지 추론을 사용

하 으며 각각의 추론에 멤버쉽 함수를 2, 3, 4, 5개를 

사용하여 그 각각의 결과를 비교 하 다. 그리하여 

와 같은 각각의 조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결과를 보

여  퍼지 규칙을 도출하 다.[10] 한 정상 인 부분

방  신호의 용뿐 아니라 일부러 상을 엇갈리게 

하여 용시켜보아서 정상 인 신호를 용시켰을 때

와 상이 엇갈린 신호를 용시켜보았을 때의 차이

을 비교 분석하 다. 

III. 실험 장치  방법

구축된 Labview 로그램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Hipotronics 50kv 내 압기를 사용하여 15kv~17kv의 

압을 인가하여 부분방  신호를 유도하 다. 이때 

Probe는 1 : 1 Probe를 사용하 으며, 시료는 력 

이블의 피복 연체의 재료로 쓰이는 LDPE 

0.27mm(scratch 오차 0.05mm)를 사용하 다. 시료로 

사용된 LDPE 두 장을 겹쳐서 계면 방 을 유도 하

다. 압을 인가하는 방식은 시료를 구 극이 달린 

기름통에 넣어 구 극으로 고정시켜 압을 인가하는 

방식을 취하 다. 실험에 들어가기 에 내 압기안에 

장착된 Calibrator로 부분방  신호를 발생시켜 로그

램이 제 로 동작하는지 확인 하 으며 그 뒤에 시료

에 압을 인가하여 유도한 부분방  신호를 구축된 

Labview 로그램으로  검출 하 다. 구축된 

Labview 로그램은 National Instruments사의 GPIB카

드를 통해 Oscilloscope와 Data 통신을 하 다. Data 

통신의 형태는 Oscilloscope의 화면의 Data를 모두 

받아서 60Hz 한주기 씩 하여 표 하는 형식을 취

하 다. 

Labview 로그램으로 검출된 신호로 Database를 구

축하여 퍼지 알고리즘에 용하여 부분방  유무를 진

단하 다. 퍼지모델의 구축에는 Matlab을 사용하 으

며, Input값은 시료에 인가된 압에 의해 검출된 실험 

Data를, Output값은 Calibrator에 의해 발생된 부분방

 신호에 의해 검출된 Data를 사용하여 퍼지 모델을 

형성하 다. 퍼지 모델을 형성한 뒤 다시 시료에 압

을 인가하여 얻은 Data값을 형성된 퍼지 모델에 용

시켜 Test 하 다. 이때 검출된 Data에서 두주기 신호

를 Database화하여 첫 번째 한주기신호로 Training 시

키고 두 번째 한주기 신호로 Testing 하 다.  

Data 진단 시에는 검출된 Data를 두 부분으로 나

어 Database를 구축하여 반부  Data로 

Training, 후반부  Data로 Testing 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되어진 Training값과 Testing값을 확인

하여 부분방  유무를 단하 다.

Ⅳ. 실험 결과  고찰

4.1 Labview 부분방   검출 시스템

 구축된 Labview 로그램이 제 로 구동되는지 확인

하기 해 Hipotronics 내 압기에 장착되어있는 

Calibrator로 부분방  신호를 발생시켜 구축된 

Labview 로그램으로  신호를 검출한 결과 정확

한 상에 신호가  표 됨을 보여 로그램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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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작동하는 확인한 뒤 본격 으로 0.27mm 

LDPE(Scratch 오차 0.05mm)를 구 극으로 압착 고

정시켜 Hipotronics 내 압기로 15kv까지 천천히 압

을 올려 인가한 뒤 발생되는 신호를 Labview 로그

램으로 시켜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0

(mv)

400

200

그림 2. 15kv 압 인가하여 계면방  발생

Fig. 2. Applied a 15k voltage and generate face 

discharge

그림2를 보면 주로 90도 상과 180도 상에 신호가 

몰려서 발생하 고 특히 왼쪽 신호의 경우 균일한 형

태를 보이며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외부 코로나에 의한 

노이즈로 추정하 으나 부분방  신호가 상 으로 

약간 려서 나타나 노이즈에 묻혔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어서 같은 조건에서 구 극이 달린 기름통에 기

름을 채워 코로나 방 을 방지한 후 다시 15kv 압을 

인가하여 시켜 보았다.[2] 그 결과 별 잡음이 없는 

매우 깨끗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기

름을 채워 코로나 방 을 방지한 후 압을 인가하여 

신호를 검출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 같은 조건에서 기

름을 채우지 않고 실험한 결과인 그림2의  신호가 

주로 기체 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방  신호임을 확

인 하 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다시 압을 15kv에

서 17kv까지 천천히 올려보았을 때 그림3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3의 경우 상에 따라 규칙

인 패턴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림 4.와 같은 

패턴은 동기나 발 기의 계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

는 부분방  패턴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므로 부분

방  신호의 패턴을 형성한 것으로 단하 다.[2] 

0
(mv)

400

200

              

그림 3. 17kv 압 인가하여 계면방  발생  

Fig. 3. Applied a 17k voltage and generate face 

discharge

4.2 퍼지 모델을 이용한 부분방  신호의 진단

 구축된 Labview 로그램으로 검출된 부분방  신호

를 가지고 Database를 구축하 으며 여기에 퍼지 알고

리즘을 용하여 부분방  신호를 분석하 다. 퍼지 

모델에 어떤 신호를 용시켜 Training, Testing 시켜

보았을 때 그 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데[10], 퍼지 모델의 성능을 시험하기 해 Calibrator

로 발생시킨 정석 인 부분방  신호를 용시켜본 결

과 Training, Testing Data로써 모든 조건에서 성능 

지수가 0이 나와 퍼지 모델이 제 로 구축되었음을 확

인 하 다. 

그림4는 선형 퍼지 추론과 멤버쉽 함수를 5개 사용

했을 때의 퍼지 모델을 17k 압을 시료에 인가하 을 

때의 Data에 용시켜 얻은 결과로써 Training지수 

0.004237, Testing지수 0.004229라는 수치를 기록하여 

17k 압을 시료에 인가하 을 때의 Data에 용시킨 

퍼지 규칙  가장 성능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의 x축은 신호의 크기를, y축은 Data의 개수를 

나타낸다.

 Training Data           Testing Dat               
                    

그림 4. 시료에 17kv 압 인가 시 획득된 Data에 

퍼지모델 용 결과

Fig. 4. Fuzzy model application results to data that 

is applied at 17k voltage in sample LDPE

     

그림5는 시료에 17k를 인가하 을 때의 엇갈린 신호의 

진단 결과이다. 선형 퍼지 추론과 멤버쉽 함수를 5개 

사용한 퍼지 모델에 용시켰을 때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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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ing data            Testing data 

그림 5. 17k를 인가했을 때의 엇갈린 신호의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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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iagnosis results of PD signal that cross 

path of applied 17k voltage 

Training지수 0.004003, Testing지수 0.004521로써 17k

압을 인가하 을 때 용된 퍼지규칙 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그림4의 올바른 PD 

신호를 용하 을 때와 비교하면 Training, Testing 

지수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 으며, Training지수에 

비해 Testing지수가 높게 나와서 Test 결과가 좋지 않

음을 보 다.

 의 결과로써 퍼지 규칙은 선형 퍼지 추론과 멤버쉽 

함수 5개를 사용하 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PD진단

용 퍼지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올바른 PD신호의 Training, Testing 결과가 엇갈린 

PD신호의 Training, Testing 결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재 공학 계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Labview를 

이용하여 부분방 을  검출하는 PRPDA기법을 구

하 으며, 구축된 Labview 로그램으로 검출된 부분

방  신호에 퍼지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진단해 보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분방  신호를  검출하여 

 신호의 상에 따른 패턴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검출된 부분방  신호를 퍼지 모델로 진단을 해

으로써 퍼지 모델이 훌륭한 부분방  진단 알고리즘

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부분방  신호를 진단

하기 해 구축한 퍼지 모델은 선형 퍼지 규칙을 사용

하고 멤버쉽 함수를 4개와 5개 사용하 을때 가장 좋

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부분방  신호로 Training하고 

역시 부분방  신호로 Test 하 을 때에 비해 엇갈린 

신호로 Test하 을 때의 Testing 지수가 훨씬 좋지 않

은 성능을 나타냄을 찰함으로써 Training지수와 

Testing지수를 이용한 부분방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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