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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LF tanδ diagnosis technology is introduced in IEEE Std 400 and proposed as evaluation criterion in an 

effective way of detecting water tree which mainly causes the failure of XLPE insulated cables. In order to inspect the 

accuracy of the VLF tanδ method for XLPE insulated power cables in Korean distribution system, diagnosis for 41 

cables which were being serviced in the fields has been carried out and they were removed for AC breakdown voltage 

test after. Regarding the 41 cables, it was hard to confirm any relation between the VLF tanδ values and AC breakdown 

voltages and also water tree in the insulation was not detected. However, the other cables were failed several days after 

the diagnosis of the 41 cables. Water trees were found and their VLF tanδ values were also much higher than the 

criterion of IEEE standard.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we need to change the IEEE criteria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detecting water trees by additional analyzing of field examples of failure and case studies from overseas 

countries and therefore amended VLF tanδ test voltage and evaluation criteria have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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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 .1  수분침투에 의한 수트리 열화

국내 배 계통에서 사용되고 있는 CNCV(concentric 

neutral type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sheathed power cables) 계열 이블은 1980년  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장기사용 이블의 고장율이 증가하고 

있다. XLPE(crosslinked polyethylene) 연 이블은 30년 

이상의 설계수명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 환경에 따라 수명이 

단축되어 설계수명 이 에 고장이 발생한다. 국내의 경우 

침수가 잦은 지역에서 사용된 XLPE 연 이블은 약 13년 

후부터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침수가 잦은 지역에서 사용된 XLPE 이블은 그림 1과 

같이 연체 내부에 하얀 반 들이 많이 찰된다. 이와 같

이 연체 내부에 나뭇가지나 밤송이 모양의 미세한 공극이 

있고 그 안에 수분이 존재하는 것을 수트리(water tree)라고 

한다. 수트리는 연체 주변에 있던 수분이 연체에 가해

지는 계(electric field)의 향으로 XLPE 연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연체에 미세한 공극의 경로(channel)를 

만들고 그 내부를 수분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성

장하여 연체를 통하면 시간경과에 따라 도성 경로가 

  

그림 1  XLPE 연 이블에서 발생한 수트리

Fig. 1  Water Tree in XLPE Insulated Cables 

그림 2  수트리의 성장 길이와 연 괴 압
1)

Fig. 2  Water Tree Size and Breakdown Voltage



Trans. KIEE. Vol. 59, No. 9, SEP, 2010

XLPE 연 이블의 열화진단 정확도 향상을 한 VLF tanδ 정기  개선                                                                    1645

형성되고 도성 류가 이 경로를 통하여 흐르게 되면 발

열과 함께 연 괴에 이르러 이블 고장이 발생하게 된

다. 그림 2에서 수트리가 성장함에 따라 이블의 괴 압

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10여년 이상 장기

으로 진행된다.

1 .2  XLPE 연 이블의 VLF tanδ 정기

이블의 연체에 발생한 수트리를 VLF tanδ(very low 

frequency tan-delta) 측정에 의하여 검출하는 원리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연체 내부에 수

트리가 발생하면 연 항이 감소되어 손실 류가 증가하고 

이것을 차원이 없는 수, 손실계수 tanδ로 표 하여 tanδ 값

의 크기로 연체 내부의 이상 징후를 진단할 수 있다는 원

리이다. 

그림 3 tanδ의 정의  이블 내 압 류 형

Fig. 3 Definition of tanδ and Voltage vs Current in Cable

tanδ는 항성 손실 류(resistive loss current)와 용량성 

류(capacitive current)의 비 는 유효 력과 무효 력의 

비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1)

여기서, IR은 항성 손실 류, IC는 용량성 류, U는 인

가 압, R은 연 항, w=2πf로써 f는 인가 압의 주 수, 

C는 정 용량을 나타낸다.

tanδ 측정법은 정 용량이 큰 력설비 연체의 열화진

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통 인 진단방법이다. 

력 이블은 연체의 연 항과 정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정 용량에 의하여 설 류의 상이 압의 상과 거의 

90°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 인 조건에서의 

상황이며, 연체 내부의 항성분에 의하여 약간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편차를 tanδ로 표 하는데 tanδ가 클수록 

연체의 내부에서 설 류의 항성분에 의한 향이 증

가함을 나타내며, 이것은 연체에 열화가 진행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VLF tanδ는 0.1 Hz 정도의 매우 낮은 주 수 

원을 사용하여 tanδ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60 Hz 상용

주  원에서 측정한 tanδ보다 열화진단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VLF tanδ 측정에 의한 이블의 열화진단기술은 2001년

에 발간된 IEEE Std. 400 지침서에 정기 이 제시되어 있

다.
3)
  열화진단을 하여 0.1 Hz 정  압을 이용하며, 

이블의 상- 지간 운 압 Uo와 그것의 2배인 

2Uo(=2×Uo)에서 각각 측정하여 표 1과 같은 기 으로 정

하게 된다. 2Uo에서 tanδ 값이 2.2×10-3 이상이 되거나, 2Uo

에서 측정된 값이 Uo에서 측정된 값보다 1.0×10
-3 
이상 크

면 이블이 심하게 열화된 것으로 정하고 이블의 교체

를 권고하고 있다. 

표   1  IEEE의 VLF tanδ 정기
3)

 

T able 1  VLF tanδ Criteria of IEEE

2 Uo에서 측정한 
tanδ

차이값 
2 Uo에서의 tanδ -  

Uo에서의 tanδ
정

1.2×10
-3 

이하 0.6×10
-3

 이하 양호

1.2×10-3 이상 0.6×10-3 이상 열화됨

2.2×10-3 이상 1.0×10-3 이상 심하게 열화됨

※ NOTE: TR-XLPE 는 실리콘액이 주입된 코폴리머 연체는 tanδ 
특성이 와 다른 것으로 명되어 다른 정기 이 필요하다.

1 .3 이블 열화진단을 한 VLF tanδ 측정기술 련 

연구동향 

이블의 열화진단과 련하여 VLF tanδ 측정에 한 연

구는 세계 으로 10여년 이상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IEEE Std 400-2001에 따르면, Bahder 등이 압출 연 이

블의 열화 감시를 해 손실계수(tanδ)를 1981년 처음 사용

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Bach 등은 0.1 Hz 손실계수의 

증가와 상용주  연 괴 압의 하 사이에 상 성이 있

음을 1993년 보고하 다
3)
. 

SINTEF의 S. Hvidsten은 IRC(isothermal relaxation 

current), RVM(return voltage method), 0.1 Hz tanδ, 연

스펙트럼 등 4가지 상용화된 열화진단 장비의 진단성능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VLF tanδ 진단의 개선 을 제

시하 다4). 이후 2002년에는 속재의 종류와 열화에 따라 

VLF tanδ값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밝히고, 속재가 이

블 간에 있는 경우 속재 교체 후 재측정을 권고하

다.5) 2006년에는 VLF tanδ 측정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경

향을 통하여 잔여 괴강도를 측할 수 있다고 하 다.
6)
 

NEETRAC의 N. Hampton은 2006년부터 CDFI(Cable 

Diagnostic Focused Initiative)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VLF 

tanδ 측정시 시험 압과 정기 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을 하 으며
7)
, 이 연구결과가 IEEE Std. 400의 개정에 반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VLF tanδ 진단에 한 연구 사례가 많지 않

다. XLPE 연 배 이블의 공시험에 직류내 압시험을 

체하기 하여 한  력연구원에서 1998년에 VLF 내

압시험, 진동  시험, 교류내 압시험 등을 비교 연구한 바 

있고
8)
, 2004년 IRC 진단기술과 VLF tanδ 진단기술을 비교

한 바 있으며9), 2006년 장 열화진단 사례를 소개하는 사

례 정도가 발표되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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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 인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11)
. IEEE와는 별도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 발

표된 IEEE의 VLF tanδ 정기 의 국내 배 이블에 

한 유효성을 평가하고 최  진단기 을 도출하기 하여 

장에서 운  인 지 배 이블 41구간을 선정하여 열화

진단을 수행하고 이블을 철거하여 교류 괴 압 시험과 

연체 분석을 수행하고 진단결과와 교류 괴 압 사이의 

상 성을 분석하 다. 

2 . 본  론

2 .1  장  운  이블에 한 VLF tanδ 진단결과의 

검증

2 .1 .1  진단 상 이블 선정  진단 수행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이블 종류와 사용기간별로 

진단 상 이블을 선정하 다. 진단 상으로 선정된 이

블은 도체 단면 이 325 ㎟이며, 정 용량은 약 0.25 ㎌/㎞ 

이다. 실리콘액 주입에 의한 연보강 이블에 한 열화

진단과 연성능 평가를 하여 과거 연보강을 수행한 

이블 6개 구간도 진단 상에 포함하 다. 연보강 이블

은 2001년에 실리콘액이 주입된 것으로 그 이 에 10여년 

이상 사용된 이블이다.   

표  2  진단 상 이블 선정

T able 2  Selection of Cables for Diagnosis

설치연도
이블 종류

1987
이

1988～
1992

1993～
1997

2001
이후

합계

CNCV 5 5 5 - 15

CNCV-W - - 5 5 10

FR CNCO-W - - - 5 5

TR CNCV-W - - - 5 5

연보강 이블
(Cable Cure)

- - - 6* 6

합계 5 5 10 21 41

* 연보강 시공 연도별로 2001년 2개, 2003년 2개, 2005년 2개

이블에 한 VLF tanδ 측정에는 BAUR사의 PHG 80 

TD/PD 장비가 사용되었으며, 시험 압은 0.1 Hz 정 로

써 Uo(13.2 kV), 1.5Uo(19.8 kV), 2Uo(26.4 kV)가 사용되었

다. 이 장비는 최  출력 압이 57 kV이고, 국내 배 계통

의 상- 지간 압의 2배인 26.4 kV에서는 약 4 ㎌의 출력

용량을 가지며, 따라서 측정 가능한 이블의 최 길이가 14 

㎞ 정도이다. 한편 최  정 용량은 10 nF으로써 이블 길

이로는 약 40 m이다. tanδ값의 정 도는 ±1×10
-4
이다. 

VLF tanδ 진단 상 이블은 모두 개폐기와 개폐기 사이

를 연결하는 것으로 길이가 100～250 m 정도이다. 운  

인 선로에서 양쪽 개폐기를 개방하고 커넥터를 분리한 다음 

진단장비를 연결하여 Uo, 1.5Uo, 2Uo의 세 단계의 압에서 

측정하 다. 각 압 벨에서 시험 압이 안정된 후 8사이

클 동안 tanδ값이 8회 측정되며 8개 측정값에 한 평균과 

표 편차 등이 기록된다. 각 압 벨에서 측정시간은 약 2

분정도 소요된다. 압이 변경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1상 측

정에 8분 정도가 소요되며, 3상 1구간 측정에는 약 30분 정

도가 소요된다. 

2 .1 .2  VLF tanδ 열화진단  교류 괴 압  시 험 결과 

검토

( 1 )  교류 괴 압  시 험 결과 분석

진단 상 이블에 하여 VLF tanδ 진단결과 IEEE의 

정기 에 따라 불량 는 요주의 정을 받은 구간의 

이블을 철거하여 20 m의 길이로 단하여 교류 괴 압 시

험을 수행하고 괴  주변 10 ㎝의 연체 내부를 찰하

다. 교류 괴 압 시험은 한국 기연구원에 의뢰하여 수

행되었다. 60 Hz의 정  압을 시험 기에 1 kV/s의 승

압속도로 30 kV까지 압을 상승시켜 5분간 유지하고, 이후

에는 동일한 승압속도로 10 kV씩 상승시켜 5분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블에 연 괴가 발생할 때까지 압을 상승

시켰다. 

구간별로 이블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고 철거  시험용 

시료 제작  소실된 부분이 있어 교류 괴 압 결과는 4～

12개로 분포한다. 이블 구간별로 교류 괴 압 결과를 최

소, 최 , 평균값으로 표시하고 VLF 측정치와의 계를 그

림 4에 나타내었다. VLF tanδ 측정치와 교류 괴 압과의 

계는 상 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Uo에서 측정

한 VLF tanδ값에 한 교류 괴 압의 상 성과 2Uo  

Uo에서 측정한 VLF tanδ값의 차이에 한 교류 괴 압의 

상 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EEE Std 400의 여러 

문헌에 따르면 VLF tanδ 수치가 높을수록 교류 괴 압이 

낮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 VLF tanδ(2Uo) vs. AC Breakdown Voltage

(b) VLF △tanδ(2Uo-Uo) vs. AC Breakdown Voltage

그림 4  VLF tanδ 진단결과  교류 괴 압 결과 비교

Fig. 4  VLF tanδ vs. AC Breakdown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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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 괴 지  주변 약 10 cm 길이의 연체 내부를 

모두 분석한 결과 수트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 2 )  VLF tanδ 측정치 와 와  교류 괴 압 의 상 성  부족 

이유 추정

 분석내용과 같이 이블 수트리 열화진단에서 해외의 

일반 인 연구사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진단 상 이블의 선정이 하지 못했을 수 있다. 

15년 이상 이블을 집 으로 선정하여 열화가 많이 된 

이블이 여러 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블 종류  생산연도

별로 세분화하여 선정함으로써 수트리 열화된 이블의 시료 

수가 감소되어 열화와 비열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통계 으

로 의미있는 수량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둘째, IEEE Std. 400의 VLF tanδ 정기 이 국내 이

블에 용하는 것이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과 북미지역에는 XLPE 연 이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XLPE 이블과 연차폐층의 구조가 상이한 이블이 많고 

사용기간도 30여년 이상인 이블이 많기 때문에 국내의 

이블 사용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셋째, VLF tanδ 측정치는 원리상 연체 내부에 형성된 

수트리의 도와 상 성이 더 높은데 교류 괴 압은 수트

리의 도가 아니라 성장 길이와 상 성이 있기 때문에 

VLF tanδ  값과 교류 괴 압의 상 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수트리의 발생 도가 높으면 수

트리의 성장 길이도 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류 괴 압과 

상 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2 .2  장  진단 사례  해외 사례 추가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41구간의 이블에서 VLF tanδ 측정

치와 교류 괴 압 사이의 상 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하여 국내의 장 진단 사

례  해외 연구사례를 추가 분석하여 VLF tanδ 정기

을 재검토하 다. 

2 .2 .1  장  진단 사례 추가 분석

( 1 )  부천지  사례

2005년에 수트리 열화에 의한 고장을 경험한 부천지 의 

한 선로에 하여 VLF tanδ 진단을 수행한 사례를 표 3에 

나타냈다. M404～M403 구간의 이블이 Uo에서 IEEE Std

의 불량 정치를 과하는 tanδ값을 나타내고 있고, 이 구

간의 이블은 교류 괴 압의 최소값이 50 kV로 나타났다. 

반면에 M404～입상주 구간은 교류 괴 압의 최소값이 100  

kV로 나타났다.

( 2 )  서부지  사례

표 4와 같이 서부지 의 풍림 DL에서 B상 이블이 Uo

에서 IEEE Std의 불량 정치를 과하는 tanδ값을 나타내

고 있고, 1.5Uo에서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 다. 한 

VLF PD 진단에서도 2000 pC의 부분방 이 검출되었다. 

장에서 곧바로 열화 정을 하지 않고 다시 운 에 들어간 

후 3일 만에 고장이 발생하 다. 고장 의 연체 분석에서 

기트리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매우 높은 tanδ 수치와 고장

은 PD 발생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3)  북부지  사례

표 5와 같이 북부지 의 화랑 DL에서 모든 상의 이블

이 Uo에서 IEEE Std의 불량 정치를 과하는 tanδ값을 

나타내고 있고, 1.5Uo 는 2Uo에서 10×10
-3
 이상으로 상승

하 다. 이 이블은 진단 후 다시 운 에 들어간 후 8시간 

만에 고장이 발생하 다. 고장 의 연체 분석에서 다량의 

수트리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매우 높은 tanδ 수치는 수트리 

열화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3가지 사례에서 Uo에서 2×10
-3
 이상의 VLF tanδ 

측정치를 가진 경우 교류 괴 압이 50 kV 정도로 나타나

거나 진단 후 운   고장이 발생하 다. 따라서 Uo에서 

VLF tanδ 측정치가 2×10-3 이상이면, 이블이 불량한 상태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부천지 의 VLF tanδ 진단 결과

T able 3 Buchon Case of VLF tanδ Measurement

측정구간 상
VLF tanδ [x10

-3
] 정결과

(IEEE 400 용)U0 1.5U0 2U0

M404～
M403

A 5.165 8.017 12.706 불량

B 2.546 3.525 5.403 불량

C 4.915 6.612 8.006 불량

M404～
입상주

A 0.642 0.734 0.914 양호

B 0.546 0.601 0.751 양호

C 0.665 1.500 3.063 불량

표   4  서부지 의 VLF tanδ  PD 진단 결과

T able 4  Souboo Case of VLF tanδ & PD Measurement

측정구간 상
VLF tanδ [x10

-3
] 정결과

(IEEE 400 용)U0 1.5U0 2U0

풍림 DL

A 0.284 0.367 0.528 불량

B 2.192 107.580 48.455 불량

C 0.310 0.406 0.679 불량

표   5  북부지 의 VLF tanδ 진단 결과

T able 5  Bukboo Case of VLF tanδ Measurement

측정구간 상
VLF tanδ [x10

-3
] 정결과

(IEEE 400 용)U0 1.5U0 2U0

화랑 DL

A 5.456 13.580 16.850 불량

B 2.042 5.424 15.421 불량

C 6.757 16.757 36.624 불량

 

그림 5  고장지 의 기트리  괴진행 경로 (서부지 )

Fig  5  Electrical Trees of Faulted Point (Souboo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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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트리 길이와 괴 압의 상 성

Fig. 7  Water Tree Length and AC Breakdown Voltage

그림 8  수트리 길이와 VLF tanδ의 상 성

Fig. 8  Water Tree Length and VLF tanδ

그림 9  시험 압별 tanδ 측정결과 분포
7)

Fig. 9  Distribution of tanδ by Test Voltage

 

그림 6  수트리 분포 각도  성장 길이 (북부지 )

Fig. 6 Water Tree Distribution Angle and Length (Bukboo 

case)

2 .2 .2  해외 연구사례의 추가 분석

( 1 )  M . K uschel의 연구

1999년 Jicable에 발표된 M. Kuschel의 논문에서 수트리

의 길이와 교류 괴 압, 그리고 VLF tanδ의 계를 나타

낸 시험데이터를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 다.
12)
 

그림 7을 보면, 반 으로 수트리의 길이가 길수록 교류

괴 압이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세분화 하여 

역별로 살펴보면, “Region A”는 수트리의 길이가 연체 

두께의 20 % 이상 성장한 경우 괴 압이 5Uo 이하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Region B"와 같이 수트리의 

길이가 1～30 % 정도로 성장한 경우에는 괴 압이 3.5Uo 

～ 9Uo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Region B 역에서는 수

트리의 길이와 괴 압사이의 상 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편, "Region C"는 수트리의 성장길이가 1 % 

이하인 경우로써 괴 압이 부분 7.5Uo 이상이다. 

다음에 그림 8과 같이 수트리의 길이와 VLF tanδ 측정치

의 계를 보면, “Region A"와 같이 수트리의 길이가 20 % 

이상일 때 Uo에서 측정한 tanδ값이 약 2×10-3 이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 역으로 tanδ값이 약 2×10-3 이상이면 수트리의 

길이가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Region B"에서는 수트리가 0.1～30 %까지 성장하 지만 

tanδ값은 0.3×10-3에서 2×10-3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교류

괴 압과 마찬가지로 수트리의 길이와 상 성이 거의 없다. 

그림 7과 그림 8을 종합하면, 수트리의 성장 길이가 20 % 

이하인 경우 수트리의 길이와 교류 괴 압  tanδ값의 상

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VLF tanδ 진단결과에 따라 수트

리의 성장길이를 추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Uo에

서 VLF tanδ 가 약 2×10-3 이상인 경우에는 부분의 경우 

수트리의 길이가 20% 이상 성장된 것이고, 교류 괴 압도 

5Uo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류 괴 압이 5Uo 이

하인 경우를 이블이 불량한 상태로 정할 수 있으므로 

VLF tanδ 진단에 의한 이블 불량 정 가능 역은 Uo

에서 tanδ값이 2×10-3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을 유추

할 수 있다.

( 2 )  N . Hampton의 정기  수정 방향

NEETRAC의 N. Hampton은 CDFI 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VLF tanδ에 한 IEEE Std 400 정기 의 수정 필

요성을 제기하 다.
7)
 VLF tanδ 진단기술을 장에서 범

하게 용해 본 결과 VLF tanδ 측정치가 매우 범 하

게 분포하여 좀 더 높은 측정치에서 불량 정이 되어야 하

며, 시험 압도 조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 다. 

그림 9에서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은 tanδ값이 6×10-3 

정도까지는 시험 압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tan

δ값이 6×10-3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압에 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블의 열화가 심한 경우 시험 압에 

상 없이 매우 높은 tanδ 값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시험  tanδ 값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압을 추가 상승시

켜 시험할 필요가 없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시험 압을 

0.5Uo, 1.0Uo, 1.5Uo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M. Kuschel과 N. Hampton의 연구결과 분석으로부터 시

험 압을 낮추어도 충분히 이블의 수트리 열화를 검출할 

수 있으며, 열화 정기 의 조정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R egion A

R egion B

R egion C

R egion A

R egion B

R eg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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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류 괴 압에 한 열화상태 정기

T able 6 AC Breakdown Voltages and Degradation Level for 

22.9 kV XLPE Insulated Cable 

교류 괴 압 범
(국내 배 이블 기 )

이블 열화 
상태

조치 사항

5 Uo (65 kV 미만)   험 교체 필요

5～8 Uo (65～105 kV) 요주의 2년 주기 진단

8～12 Uo (105～160 kV) 보  통 4년 주기 진단

12 Uo (160 kV 이상) 양  호
10년 이내 신품 

이블

표 7 한  지 배 이블에 한 새로운 VLF tanδ 

정기

T able 7 New VLF tanδ Criteria for KEPCO Distribution 

Cables

 시험 압 : 3개 압(0.5 - 1.0 - 1.5 Uo)
 시험 압의 형 : 0.1Hz, Sine   

tanδ
(1.0Uo)

Δtanδ
(1.5Uo-0.5Uo)

정 조치사항

1.0×10
-3 

이하 0.5×10
-3 

이하 정  상 진단주기 4년

1.0～2.0×10
-3

0.5～1.0×10
-3

요주의
비수 형: 연보강

수 형: 진단주기 2년

2.0×10
-3 

이상 1.0～2.0×10
-3

불  량
교체

( 속단  구간 재측정)

(a) 과제 선정 이블 

(a) Selected Cables only

(b) 과제 선정 이블과 추가된 고장경험 이블

(b) Selected Cables and Added Failure Cables

그림 1 0  XLPE 연 이블에 한 VLF tanδ(Uo)와 교류

괴 압

Fig. 1 0 VLF tanδ(Uo) vs AC Breakdown Voltage for XLPE 

Insulated Cable 

2 .2 .3 이블 수명  종 료의 기 이 되 는  교류 괴 압  

검토

이블의 열화 수  는 수명 종료를 정하기 한 교

류 괴 압의 기 이 면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VLF tanδ

의 정기 을 재설정하기 해서는 먼  이블의 열화수

 단을 한 한 교류 괴 압의 기  설정이 필요하

다. 진단 상으로 선정한 41구간의 이블에서 교류 괴

압의 최소값이 80 kV로 나타났는데, 이 압은 상 압 13.2 

kV의 6배(6Uo)에 해당한다. M Kuschel의 연구사례를 보면 

6Uo 정도의 교류 괴 압에서 tanδ값의 분포가 넓게 나타

나고 있다. 즉, 이 수 의 열화는 VLF tanδ값과 상 성이 

낮기 때문에 이블의 열화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블이 험한 수 으로 열화되어 있다는 것은 계통의 

어떤 이상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괴 압 80 kV는 이블이 열화

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운   과 압이나 서어지에 의

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단되므로 불량 상태의 이블로 정하기 해서는 더 낮은 

수 의 교류 괴 압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블을 불량 

상태로 정할 수 있는 한 교류 괴 압 수  결정을 

하여 참조한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 계통에서 이블 보호용 피뢰기의 뇌서어지 제

한 압이 60 kV이므로
13)
 교류 괴 압도 60 kV 정도를 

험수 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둘째, VLF tanδ 측정과 교류 괴 압의 상 성을 분석한 

SINTEF의 연구사례에서도 이블의 불량은 4Uo 이하를 

험이나 불량으로 정하 고 5Uo 이상은 요주의 수 으로 

정하 다.
4)  

셋째, EPRI 보고서에 따르면 이블 문가들은 이블

의 괴 압이 200 V/mil (= 7.874 kV/㎜)에 이르 을 때를 

일반 인 수명의 한계로 생각한다고 한다.
14)
 연두께가 6.6 

～ 8.0 ㎜ 정도인 국내 배 이블의 경우 괴 압 52 ～ 

63 kV가 수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천지 의 평가사례에서 수트리에 의한 고장이력

이 있고 수트리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많이 형성된 

이블의 최  교류 괴 압이 50 kV(3.8Uo)로 나타나기도 하

다. 

이상을 종합하면, 교류 괴 압 80 kV는 요주의 수 으

로 정할 수 있고, 65 kV 이하를 험이나 불량 수 으로 

정하는 것이 할 것이다. 이블의 열화상태와 교류

괴 압의 정기 을 표 6에 제시하 다.

2 .2 .4  열화 정 기 의 조 정에 따른  진단결과의 재 평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진단 상 이블과 더불어 국내의 

장 열화진단 사례와 M. Kuschel, N. Hampton의 연구 결과

들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VLF tanδ 진단기술은 다음과 같

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첫째, 시험 압을 낮춰도 열화 정이 가능하다 

○ 둘째, 시험 압 Uo에서 VLF tanδ 값이 2×10-3 이상인 

경우에만 이블을 불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XLPE 연 이블에 한 정

기 을 표 7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 다.

표 7의 수정된 VLF tanδ 정기 을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진단 상 이블  TR-XLPE  연보강 이블을 제외

한 순수 XLPE 연 이블에 용하면 Uo에서 tanδ 불량인 

이블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류 괴 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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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o 이하인 이블이 없는 것과 결과가 일치된다. XLPE 

연 이블에 한 Uo에서의 VLF tanδ 측정치와 교류 괴

압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a)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이블에 한 것이고, (b)는 진단후 고장이 발생한 3가지 사

례를 추가한 경우이다. 

(a)에서 모든 VLF tanδ 값이 2×10-3 이하이고, 괴 압

은 80 kV를 과하고 있다. 모든 데이터가 요주의 역에 

분포함을 볼 수 있다. (b)는 추가진단 사례를 추가하여 분석

한 결과이다. 여기서 부천지  사례의 최  교류 괴 압은 

50 kV이고, 서부지 과 북부지  사례의 괴 압은 30 kV

를 용하 다. VLF tanδ 값이 2×10-3 을 과하는 이블

은 50 kV 이하에서 괴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써 수정 

VLF tanδ 정기 이 이블의 열화 정에 효과 임을 볼 

수 있다.

2 .3 시 험결과 분석  결론 도출 과정에 한 고 찰

2 .3.1  VLF tanδ와  교류 괴 압 의 상 성

본 연구에서 진단 상으로 선정한 41구간의 이블에서는 

VLF tanδ 측정값과 교류 괴 압 사이에 유효한 상 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연체에서 수트리 열화흔 도 찾을 수 없

었기 때문에 국내외 진단사례 데이터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시험 압과 정기 을 수정 제시할 수 있었다. VLF tanδ 

측정값과 교류 괴 압 사이에 유효한 상 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인은, 장의 고장사례  해외연구사례 분석결과

를 종합하면 앞부분에서 추정했던 원인이 모두 복합 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진단 상 이블 41구간의 선정이 하지 못했으

며, 둘째, IEEE Std. 400의 VLF tanδ 정기 이 합하지 

않고, 셋째, 수트리의 도와 수트리의 성장 길이에 한 

VLF tanδ  교류 괴 압의 련성이 모두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진단 상 이블의 선정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표 3

의 교류 괴 압에 의하여 불량 이블 여부를 정한 결과

이다. 즉, 41개의 이블에는 5Uo 이하의 교류 괴 압을 

가진 불량 이블이 하나도 없었으며, 추가 분석된 국내 

장의 고장사례와 M Kuschel의 연구사례에 5Uo 이하의 불

량 이블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불량 이블을 포함

하여 분석하면 IEEE Std. 400의 정기 으로는 불량이 아

닌 이블이 불량으로 정될 경우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

으므로 IEEE Std. 400의 VLF tanδ 정기 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트리가 발견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교류 괴 압

이 5Uo 이하이고, 연체에서 수트리가 발견된 경우는 tanδ 

수치가 시험 압 Uo에서 2×10
-3
 을 과한 경우로 나타났

다. 

이상으로부터 VLF tanδ 진단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시험 압을 낮춰도 열화 정이 가능하다 

둘째, 시험 압 Uo에서 VLF tanδ 값이 2×10-3 이상인 경

우에 이블의 교류 괴 압이 5Uo가 되며, 이블을 불

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XLPE 연 이

블에 한 정기 을 표 7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장의 진단결과 통계에 의하여 VLF tanδ 정

기 을 조정하 으나, 이론 인 배경에 한 검토는 미약한 

상태이다. 향후의 과제에서 이론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한 가지 단 를 제공한다면, VLF tanδ 측정치는 원리상 

연체 내부에 형성된 수트리의 도와 상 성이 더 높은데 

교류 괴 압은 수트리의 도가 아니라 성장 길이와 상

성이 있기 때문에 VLF tanδ값과 교류 괴 압의 상 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수트리의 발생 

도가 높으면 수트리의 성장 길이도 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류 괴 압과 상 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tanδ값의 증가에 기여하는 항성 류가 연체를 

통하여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수트리에 들어간 하들의 이

동속도가 도체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이 겉보기 항성 류

가 되어 tanδ 값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면, 수트리가 

연체를 통한 경우에는 수트리를 통하여 항성 류

가 실제로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겉보기 항성 류보다 

매우 커서 tanδ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것을 실제 시험을 통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3.2  이블 수명  종 료에 한 교류 괴 압  기

본 연구 수행 , 이블의 열화상태 는 수명 종료를 

정하기 한 교류 괴 압의 기 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

으며, 그로 인하여 VLF tanδ 측정치와 교류 괴 압의 

상 성이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분석이 곤란하 다. 따라

서 먼  이블의 열화 수  는 잔여수명과 교류 괴 압

의 계를 히 설정하고 나서, 교류 괴 압과 VLF tan

δ의 계를 설정함으로써, 이블의 열화수 과 VLF tanδ

의 상 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블이 고장 험을 가진 수 으로 열화되어 있다는 것

은 계통의 어떤 이상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괴 압 80 kV는 이

블이 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운   과 압이나 서

어지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단되므로 더 낮은 수 의 교류 괴 압 설정이 필

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배 선로의 뇌서지 보호

용 피뢰기의 제한 압(60 kV), SINTEF의 연구사례(4Uo), 

EPRI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5Uo를 이블의 수명종료로 

제안하 으며, 이 값은 비교  보수 으로 채택한 값이므로 

력회사에서는 좀 더 낮추어 4Uo를 용할 경우에는 불량

으로 정하는 tanδ 기 치를 다소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불량으로 정되는 이블이 감소되어 경제 인 이득이 생

길 것이지만 선로의 고장확률은 다소 상승하게 될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는 2001년 발표된 IEEE Std. 400의 VLF tanδ에 

의한 이블 열화 정 기 의 국내 용성 검토를 해 수

행되었다. 처음에 선정한 이블의 장진단 결과 VLF tan

δ 측정값과 교류 괴 압 사이에 유효한 상 성이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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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연체에서 수트리 열화흔 도 찾을 수 없었다. 상

성이 없었던 원인은 기 선정한 이블에 수트리 열화에 

의한 불량 이블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

었고, IEEE의 정기 도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

다. VLF tanδ 진단장치의 장 운   실제 수트리 열화

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한 사례와 외국의 연구사례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연체에 수트리가 다량 형성된 경우 

IEEE의 정기 을 크게 과하는 VLF tanδ 값을 가지고 

있어서 정기 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XLPE 연 이블의 VLF tanδ 측정에 의

한 열화진단의 정확도 향상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1. IEEE Std. 400-2001의 VLF tanδ 열화 정기 은 

하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2. 수트리가 80% 이상 성장한 것이 확인된 이블은 시

험 압 Uo에서 VLF tanδ가 2×10-3 이상의 값을 가지

고 있었다. 따라서 2Uo에서 측정이 불필요하며, 시험

압을 낮추고 VLF tanδ 정기 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열화 정 기 으로 Uo에서 VLF tanδ값이 

2×10-3 이상일 때 이블을 불량으로 정하고 교체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향후의 과제로는 이블의 열화 정에 더 낮은 시험 압

과 더 높은 tanδ 값이 용되는 이론  배경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Uo 이하의 압 즉 0.5Uo 정도에서 VLF tanδ 열화

진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히면 시험장비의 최 압 제한

에도 불구하고 고압 이블에 한 열화진단 가능성도 열

릴 것으로 상된다. 한 본 연구에서 도출하지 못한 실리

콘액 연보강 이블의 열화 정기 에 해서도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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