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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평균

전체

(건)
242 222 194 181 152 118 138 133 173

열화

(건)
63 60 31 33 34 20 30 18 36

점유율

(%)
26.0 27.0 16.0 18.2 22.4 16.9 21.7 13.5 20.8

Abstract - 본 논문은 IEEE std 4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블 
시험방법  Type 1, 괴시험법(DC, 상용주  내 압, 그리고 
VLF내 압 시험)은 연물 손상을 발생시키므로 방진단에 사
용될 수 없고 그 지 않은 Type 2. 비 괴시험법에 해 주로 
소개하 다. 이와 추가하여 한 에서 사용 인  IRC(Isothermal 
Relaxation Current) 측정법에 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더불어 
IEEE Std 400에서 제시하고 있는 Tanδ측정법의 문제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IEEE Std 400.3의 PD신호의 분석
을 통해 결함 치와 열화정도를 평가 진단하는 기법에 해 서
술하고  한다. 

1. 서    론

  략 10 년 까지 배  압  력 이블에 한 시험은 단순히 
DC내압시험이 산업체의 표 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유입 지 연 
이블 시 에 개발된 것으로 시험의 단순성, 장비의 취 용이 때문에  

XLPE 이블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시험법에 의해 합격한 XLPE 이블이라도 사용도 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장사용으로 열화된 이블에 해서 고장이 

하게 발생하여 그 시험이 이블 연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이 의문 은 90년  후반의 EPRI연구결과 
DC 압은 공간 하의 축 을 발생시켜 결과 으로 이블의 
수명단축을 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DC내 압 
시험법은 PILC 이블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IEEE Std 400.1),  
XLPE계 이블은 IEE Std 400.2에 의해 VLF 시험으로 체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블에 한 장시험법  이블 포설 후 실시하는 
공시험, 혹은 수리, 교체 후에 실시하는 내압시험법이 아니라, 이블 
연 시스템의 건 성 내지 장차 고장이 발생할 험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진단시험 내지 상태평가를 한 시험방법에 해 검토되었다. 

2. 본    론

  2.1 케이블 예방진단 시험법 
    일반 으로 이블열화는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설치장소, 운 되는 주 환경에 따라 열화정도가 다르다. 결과는 
기  트리로 귀결되지만 그 이 에 존재하는 수 트리, 

불순물의 존재, 반도 층 인근의 차폐층 이탈, 도체주 의 속 
돌기등이 시 를 제공한다. 속재 부분은 그와 다르게 
제작결함, 시공 불량, 불순물 틈입, 수분침투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표 1>에 한국 력공사의 지 이블 고장통계를 보면 설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장건수, 특히 열화건수는 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 12 배 이블열화 측정기 을 수립하고 IRC(등온완화 류 
측정) 방법을 진단방법으로 채택하여 수트리 열화를 조기에 검출하여 
이블의 연보강 등, 책을 수립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 지중배전케이블의 열화고장 통계
  이블 방진단 시험법은 기본 으로 이블이나 속재, 
단말의 손상을 래하지 않으며 장차의 성능 측을 목 으로 할 

수 있어야하며, 
  - 구간별(Localized) 상태진단 혹은 개 (Global) 상태진단
  - 활선 는 사선진단
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한 시험 압이 과 압인가?, 혹은 
상시 운 압수 인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2 개괄적(Global) 상태진단 시험
 Global상태진단시험은 단지 시험하는 체 이블 길이에 
평균열화정도를 알 수 있으며, 설비정지가 필요하여 시험구간을 
계통에서 분리할 것이 요구된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유 체 손실계수(Tanδ, 60 Hz 와 0.1 Hz VLF )
  - 등온 완화 류(Isothermal Relaxation Current)
  - 회복 압(Recovery Voltage)
  - 유 체 분 학(Dielectric Spectroscopy) 
  이 방법은 열화에 따른 변화가 도 율, 정 용량(유 율) 혹은 
유 체 손실에 계될 때 유효하다. 특정 취약개소를 찾아낼 수 
없지만 체 이블이 심각하게 열화 된 경우에 확실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는 한 연 물성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품 이블에 해서는 그 연 성능이 
제조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결함으로 인해 물성자체가 
화학 으로 변화되지 않아 진단할 수 없다.
     
 2.2.1 IRC 측정법
  이블에 DC 1,000V를 30분간 인가한 후 방 시키면서 
설 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열화정도(특히 수 

트리)와 잔여 연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방 시 
설 류는 연물  각 부분에 형성된 수트리(결함)부분에 

붙잡힌(Trapped) 하들이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데 착안하여 경과시간에 따른 류(Relaxation 
current)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 트리 유무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건 한 연물에서는 5-10 에 모든 하가 
빠져나오며 다음 단계에는 극과 연체의 경계면(반도 층)의 
충 하는 약 30-80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체 내부에 
형성된 수트리에 Trapped된 하는 200-500 가 소요된다.     
   이때 류는 아주 미세하여 수  pico A에서 수 μA로서 
측정장비는 잡음 류에 한 책과 함께 높은 정 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인가 압이 비교  낮은 압으로 완 한 
비 괴시험법이라 할 수 있다. 측정되는 류는 완화시간(시 
정수, Time constant)이 다른 여러 류성분의 합으로서 이를 
분리하기 해  컴퓨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1>에 보는바와 같이 열화정도가 높을수록 류피크가 
발생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최근 3상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Stray Current를 상쇄시키며 측정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개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열화정도에 따른 전류피크 발생시간 변화(50 초→ 40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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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유전손실계수(Tanδ) 측정-IEEE std. 400
  Tanδ측정은 이블 시스템의 연이 항-커패시턴스가 
병렬로 연결된 단순등가회로로 해석 된다. 이는 체 이블 
길이가 한 개의 회로요소로 등가화 된다. 그러나 실제 
장에서는 단순등가회로로 가정한 것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1]
  1. 부분방 (PD)이 존재하는 경우
  2. 성선 부식
  3. 불균등하게 발생한 수트리 열화 발생
  4. 속개소의 수가 많고  이블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험실 측정에서도 Tanδ측정값에 PD의 향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속단말에서의 코로나 발생과 이블 내부 
연내의 큰 기공(Voids)에 의한 PD의 발생이다(기공이 큰 경우 

0.5 pu의 낮은 압에서도 PD가 발생하여 C값이 크게 된다). 
   코로나가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 방 류가 설 류 
측정치에 더해짐으로 측정값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코로나가 이블 손실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장에서 어떤 
측정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방 이 발생하지 않는 단자를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 한, 이블 내의 큰 기공방 은 어떤 
경우 이블 내부의 부분방  발생은 XLPE 이블에서 Tanδ의 
값을 거의 10 배(An Order of) 크기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만약 측정 이블 구간 내에 PD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종종 부속재로부터 발생하지만, 그러면 그 향은 진단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선선이 심하게 부식된 경우 Tanδ값은 단순등가회로의 
직렬 항에 의한 기여분을 포함하게 된다. 단순등가회로 모델링 
방법은 차폐층 항, 성선 항과, 항으로 이루어진 
직렬 항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성선이 심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정확하지 않다. 
  만약 이블구간의 일부분에서 수 트리가 높은 도로 
집 해서 존재하게 되면 Tanδ값에 미치는 향이 작아 측정에 
반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체에 한 평균 Tanδ값은 
수트리가 집된 지역에 해당하는 Tanδ값보다 낮을  것이다. 
  재 IEEE std. 400에서는 1.0 Uo와 2.0 Uo에서 Tip-up과 
당한  Tanδ기 치를 언 하고 있다. 그러나 2.0 Uo에서의 

시험은 연 괴의 험성이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연 이블은 
그 험율이 30 %에 이르는 것으로 특히 사용 인 이블에 
해 진단시험방법으로 사용하기는 아주 부 당하다. 재 이 

값에 해서는 1.5 Uo정도로 낮추는 규격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이 규격은 재 한 이 2003년부터 
도입 사용하고 있는 TR-XLPE 이블에 한 열화 정 
기 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2.3 유전손실계수(Tanδ) 측정법의 개선점
   시험 압을 2.0 Uo에서 1.0 Uo로 낮추었을 때 고장 험율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이 측되었다. 이로 보건데 좀 더 낮은 
압에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확실하다.

   한 장열화 이블들에 한 시험에서 IEEE std. 400에서 
정한 Tanδ값 기 치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진 이블들도 
성공 으로 운 되고 있음을 볼 때 기 치가 무 보수 으로 
설정된 을 알려주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측정된 이블의 
부분인 약 70-80%의 이블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 따라서 이들 기 치가 단독 으로 사용되기에는 
합하지 않으며 완 한 해석을 해서는 추가 인 진단지표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PD의 발생, 부식된 성선, 그리고 불균등한 
수트리로 인해  Tanδ측정값들이 향을 받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열화를 평가할 수 있는 한 등가회로를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재보다 낮은 시험 압에서 용할 수 있는 진단 정기 치의  

마련이 요한 과제이다

2.3 구간별 상태진단(Localized Condition Assessment)
    Global측정법의 문제 은 그 측정 데이타가   이블 
길이의 향,  속재나 단말의 향,  차폐층(Shield)의 구조 
향 - 특히 압출형 쉴드,  열화정도가 서로 다른 이블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이블, 즉 XLPE와 
TR-XLPE, 는 EPR 혹은 PILC이 함께 속된 경우에 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잘못 단될 수도 있다. 
  
2.3.1 PD현장시험-60Hz AC/VLF-OSC-Impulse(IEEE 400.3)
  PD시험은 차폐층이 있는(Shielded) 이블에 한해 용이 
가능하다. PD에 의한 장시험을 통해 그 성능평가능력이 

지속 으로 향상되고 있다. 아주 양호 혹은 아주불량인 경우 
단이 용이하나 그 지 않은 경우 애매한 결과를 보여  때가 

많다. 특히 속재와 이블에 한 결함을 구분하기 해서는 
아주 숙련된 기술자와 문분석기법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시험 차의 표 화, 분석방법의 체계화, 그리고 트 드 분석에 
의해 차 신뢰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 방법의 장 은 사선 혹은 활선으로 수행되며 이 방법이 
Global 진단시험법에 비해 유리한 은 실제 장 이블의 
열화는 비 균등하게 진행되며 최근 개발된 우수한 분석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시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3.1.1 Off- line 시험법
  사선진단시험은 시험 상 이블 구간을 정지시키고 본 
계통에서 분리해야하고 공간 하의 향을 제거하기 해 
원차단 후 1 시간 후 측정한다. 그 이유는 잔류 하가 이블 
연물내부의 동공내벽을 따라 이동하면서 서서히 소멸된다.

그 후 다시 PD를 발생시키는 데는 2.0 Uo 정도의 높은 압이 
요구된다. 부분의 사선시험 장비는 10-50 [pC]가 
PD검출한계이다. 무 시험 압이 낮으면 PD크기가 작아 
감도부족으로 검출이 불가하다.
 사선진단시험의 문제는 2 pu의 높은 압이 필요하다. 이 
수 이상의 압은 수트리가 진행된 이블에 험하다. 
시험 압이 높은 수 으로서 상시 운  시 나타나지 않을 
무 한 PD가 검출될 수 있다. 반 로 상시 운  시 나타날 수 
있는 PD를 검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한 압수 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표 2> 열화판정을 위한 PD기준치-50/60 Hz[2]

2.3.1.2 활선 PD진단
  활선진단시험은 운   진단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원차단시의 개폐과 압에 의한 연손상이 없고 시험을 한 

별도의 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 이 있다.
  그 방법으로서는 속재, 단말부 에서 발생하는 PD에 
해서는 음  진단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장비가 

경량이며 취 이 용이하고 단 로 인해 방향성을 갖고 있어 
주 잡음과 분리가 용이하며 타원형의 라볼릭 안테나는 
먼거리의 신호방출을 감지할 수 있게 해 다.
  이블 내부에서 발생하는 PD의 검출을 해서는 
용량성/유도성 카 러(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용주  
원과 동기화시킴으로 PD발생 상각  발생빈도를 

통계처리하여 결함 치  유형을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 
   사선진단시험은 PD源을 활성화시키기 해 최소한 2 pu의 
압이 필요하며 그 경우에도 PD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작은 기공에서는 PD발생개시에 약 5분의 시간이 필요)
  EPRI연구는  2.5 pu이상의 시험은 수트리가 발생된 
이블에 극히 치명 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험 후  

PD발생개시 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 졌다. 그러나 
활선시험의 경우 PD發生源에서 시험실시 에 PD가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선상태와 비교하여 가압 운 상태에 따른 향을 보면
  상시운 압에서의 이블 연의 기 , 기계  상태는 
사선진단시험 의 그것과는 히 다르다
  사선진단법은 검출감도가 부족하여 즉 배경잡음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게끔 PD의 크기를 증가시켜야하며 이를 해 
여자 압과 주 수를 운 상태보다 더 높여야한다.
  여자 압과 주 수를 높이는 것은 실제 운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 까지 기  활동(방 패턴)의 확 를 
래한다.

  아래에 보다 정 하게 주 수 역에서의 분석기법을 활용한 
활선진단법을 소개한다.

2.3.1.3 주파수 영역에서의 PD분석기법-Cable Wise*
  이블의 PD신호는 연물의 유 체 손실, 도체의 표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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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쉴드 선선의 와류효과 때문에 고주 역에서의 
감쇄가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배 이블의 시간 역에서의 
PD측정법의 최  주 수는 20 MHz정도로 제한된다. 한 
시간 역에서 간헐 이고 산발 인(Isolated) 펄스는 동성
(Pulsive) 잡음과 구분이 어렵다. 
  기록을 해 PD검출기를 트리거 시켜야 하는데 잡음신호로 
인해 PD신호 식별이 어려워 트리거가 어렵다. 시간 역에서의 
PD검출법에서 역폭(Bandwidth)은 잡음에 지와 신호에 지 
사이에 하게 타 을 하여 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PD신호는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역폭을 
갖고 있어서 PD검출 역폭은 멀리 떨어진 곳의 신호검출을 
기 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  좁은 역폭(500 
kHz-20 MHz)이 선정되면 검출감도는 인근에 치하는 
PD源(최  500 Mhz)을 검출하는 것을 포기해야한다. 
  반면에 PD의 주 수 역 분석에 의한 기법의 장 을 보면;- 
① 최  펄스에서 트리거 할 필요 없이 매 주 수 Sweep마다 
상용 주 수의 동일한 지 에서 Sweep 하도록 동기화 시켜 
트리거가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
② 비 식 센서를 사용하여 이블의 여러 부분(맨홀)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블자체가 
고주  필터역할을 함으로써 고감도 PD검출에 향을 미치는 
잡음의 많은 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
③ PD검출기(커 러)가 PD발생지 에 아주 근 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블 단말로부터 들어오는 잡음의 향을 받지 
않으며 PD신호의 역폭(Bandwidth)은 치를 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한 잡음신호의 향을 제거하여 감도를 높일 수 있다. 즉 
PD가 있을 때 PD를 포함하는 체신호의 평균치 값에서 PD가 
없을 때 신호인 잡음의 평균치를 상쇄시킴으로 이루어진다. 
이 게 하여 PD검출 감도를 이블 단자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역 검출 방법에 비해 훨씬 더(Several Order) 더 높일 수 
있다. 

2.3.2 VLF PD 시험
  VLF에 의한 Tanδ측정이나 PD시험은 DC시험보다는 덜 
험하여 이블과 속재의 진단시험방법으로 사용된다. VLF는 

소수의 긴 트리가 발생한 압출형 이블에만 제한 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능을 측할 수 없으므로 방진단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VLF 압에 의한  PD시험은 주로 속재의 주요결함 
검출에 사용된다. 이 특성은 상용주 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인가 압의 상승률, PD개시에 
더 높은 계가 요구되며, 한 역 압인가시까지 기록하기 해 
더 긴 시간 동안 압 인가가 필요하다.
  VLF 시험 압에는 2 가지 형의 압이 사용된다. 
Cos-Square VLF 압은 기  트리의 성장은 다소 느리며 
연물이 주는 충격이 작은 장 이 있고 PD특성이 상용주  
압과 유사한 이 있다( 압이 바 는 부분의 기울기가 

상용주  압과 유사). 한 연물의 설 류측정이 가능하여 
기존에 DC 설 류 측정 데이타를 이와 비교하여 추세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자 인버터 기술을 이용한 Sine  VLF는 
트리의 속한 성장을 유도하여 결함부분을 연 괴 시키는 데 
효과 이다. IEEE에서 회 기기에 한 시험을 해서는 Sine 
wave VLF를 추천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장비용량이 작고 가격이 
상 으로 가이다.

2.3.3 현장PD측정에 대한 전력회사의 경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PD의 존재는 이블 연에 치명 이다. 
하지만 이블시스템에서 각 구성요소, 즉 직선 속재, 단말 , 
그리고 이블 본체에서 발생하는 PD는 그 유형이 다르고 크기 
한 다르다. 단순히 PD크기만으로 그 험성과 수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블 본체보다는 속재와 단말에서 

발생하는 PD가 훨씬 크지만 이들 부분은 PD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체 이블시스템 고장을 
측하기가 어렵다. 

  PECO의 경험은 이블 고장으로 진 되는 PD와 그 지 않는 
PD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PD가 심하게 발생하 던 직선 
속재(Splices) 3 개를 분리하여 단면을 분해 정  검사하 으나 

어느 것도 험개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Xcel Energy사에서도 
장에서 불량으로 단되어 Splices를 교체한 후 검사해 보니 

상태가 양호하여 선로기술자가 교체에 의문을 제기하 다.
  이러한 원인의 배경에는 PD의 가혹도가 간과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PD의 험정도는 는 PD를 발생시키는 

결함의 특성, PD가 발생하는 주 의 연재, 이블이 운 되는 
주  환경, 그리고 이블 시스템이 용된 연 조의 정성에 
달려 있다. PD의 크기 자체는 이블  부속재의 기 수명을 
측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방 을 일으키는 결함의 유형을 

결정하기 한 추가 인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펄스의 
크기, 반복율, 발생 상, 개별 PD의 크기분포, 그리고 펄스 폭 
등이 종합 평가되어야 한다. 를 들면 압출형 이블의 
연물  동공(Cavity)에서 발생하는 PD신호의 크기는 2-3 

[pC]에 불과하지만 속재의 연면경로를 따라 발생하는 트래킹 
상은 수백 [pC]의 방 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실제로 연물  

PD가 더 험하다.
  이블이 운 되는 주 환경, 즉 기  환경을 의미하는 
과 압의 발생빈도, 설치 치 주변의 화학  환경 등이 
이블열화를 래하여 결과로 나타난 것이 PD의 발생을 래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결함으로 인한 PD자체가 원인이 되어 
수명의 단축을 래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PD트 드 
분석이 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4 금속 쉴드나 동심배치 중선선 부식의 검출(IEEE P1617)
    쉴드 부식의 정도를 검출, 평가하고 동시에 부식 혹은 단된 
선선의 치를 찾아내는 방법에 해 제시되었다. 방법으로는 

시간 역의 형반사분석기법(TDR), 항측정법, 그리고 표면  
측정법이 제시되었다. PD도 물론 검출할 수 있지만 이 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PD가 발생하고 선선 손상이 발생하기 이  
단계에서 쉴드의 문제 을 조기 발견하기 한 방법을 제시한다.

3. 결    론

   가  교체  보수를 제로 히는 이블 괴시험방법으로는 
VLF시험법이 효과 이다. 이는 XLPE  PILC(지 연) 이블 모두에 
용될 수 있다. 그러나 DC고 압 시험은 그 험성 때문에 

지 연( 층 연) 이블에만 용되어야 한다. 
  상태진단시험에 해서는 훨씬 복잡하다. 어떠한 진단시험이라도 
이블시스템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하고 장차 고장이 상되는 개소를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진단시스템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해당 이블시스템의 설치비용과 그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에 계된다. 재 완벽한 진단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다음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NETA Spec은 볼트이완 여부와 항계를 통한 외 검  
기계  검사와 열화진단을 검하고,
  2. TDR 혹은 표면 측정에 의한 속쉴드의 연속성 는 
항측정법으로 쉴드부식의 정도와 단 치 발견이 필요하며,

  3. 이블 쟈켓 손상 검을 한 항(쉴드- 지) 측정 필요하다.
  4. 낮은 압, 단시간 DC(IRC 혹은 설 류) 혹은 VLF(단계  
손실계수와 설 류)를 사용하는 개 인(Global) 연성능 진단이 
필요하다. 이 방식의 시험은 주기 인 시험과 트 드분석을 통해 수 
트리 등 연의 손상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5. PD시험법은 IEEE 400.3에서 여러 가지 이블  부속재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 의 PD검출을 통해 사선  활선진단으로 
열화검출과 결함 치발견이 가능할 것이다. 노출된 이블 속재와 
근이 가능한 이블 활선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PD는 휴 용 
음   RF주 수 PD검출기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진단시험법으로도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만병통치의 
진단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블시스템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체를 정확히 진단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PD시험방법에 해서는 향후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발표되면 신뢰성 있게 고장이 상되는 지 을 찾을 수 있고 
장래 수명에 한 측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은 진단장비 의해 측정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열화의 진행과정을 단할 수 있는 트 드를 분석하면 이블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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