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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Discharge Measurement of Power Cables for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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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lectric cabl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a nuclear power plant since they provide the 

power needed to operate electrical equipment. Despite their importance, cables typically receive little attention since they 

are considered passive, long-lived components that have been very reliable over the years when subjected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which they were designed. The operating experience reveals that a defect of the insulator or 

poor construction causes the initial failure of cable. However, the number of cable failures increase with plant aging, and 

these cable failures are occurring within the plants’ 40-year licensed period. These cable failures have resulted in plant 

transients, shutdown, loss of safety functions or redundancy, entries into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and challenges 

for plant operators. Therefore, diagnosis of MV cable installed in NPPs has become one of the most urgent issues in 

recent years. In accordance with PSR, condition maintenance for cables is also continuously required. Recently, HFPD 

tests have been widely performed to diagnose cable in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able system. However, on-line 

HFPD wasn’t used in the NPPs because of the danger of plant shutdown, measurement sensitivity and application 

problems, etc. In this paper, HFPD measurement with portable device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the 

4.16kV & 13.8kV cable lines. The test results show that HFPD is highly attractive to the diagnosis of MV cables in 

NPP by high detection sensitivity o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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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국외 원자력발 소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 이블의 사고 유형

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연체 내부의 기 결함이나 시

공 불량에 의한 기 고장이 부분이지만, 사용 년수 증가

에 따른 기 , 기계 , 열  스트 스  방사능 조사에 

의해 이블 경년열화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 가능성 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 소에도 노후 이블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진단에 한 필요성도 크게 

두 되고 있다.

고압 이블의 경우, 열화진단으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드나 기트리 개시 는 진 될 때 발생하는 

부분방  측정이지만, 그동안 원자력발 소 실 선로 에서는 

발 소 정지 험, 측정감도  설비 인 문제로 용이 어

려웠다. 그러나 최근 산업계에서는 고주  신호 처리기술과 

감지 기술을 용한 부분방  측정기술로 측정감도를 획기

으로 향상시켰다. 고주  부분방  측정(HFPD: High 

Frequency Partial Discharge Measurement)법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수∼수백 MHz 역의 주 수 역에서 부분방

을 측정하는 기술로서[1,2], 국내외 으로 고압 선로의 

공시험과 노후 선로 진단에 용되고 있다[3]. 한 이러한 

HFPD 측정기술은 선진 외국에서는 배  이블 진단에도 

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송 이블 

진단에 용했던 측정기술을 배 이블  속함 진단에 

용하여 수차례 부분방 을 검출하 고 사고를 미연에 

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 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13.8kV 

 4.16kV  고압 이블에 하여 국내 최 로 운   부

분방  진단을 수행하여 이블 열화에 한 건 성을 평가

하 다. 

2 . 원자력발 소 고압 이블 경년열화 리

2 .1  원자력발 소 고압 이블 

 원자력발 소 고압 이블은 일반 으로 도체(Conductor), 

연체 (Insulation), 차폐층(Shield), 쟈켓(Jacket)으로 구성

되어 있다. 도체의 재료는 기 도도와 열 도도가 우수한 

구리를 사용하며 연체와의 간섭 상 방지와 내식성 향상

을 해 주로 구리표면에 주석 등을 입힌다. 도체에 흐르는 

류를 외부로 흐르지 못하게 하며 압을 유지시키는 역할

을 하는 연체는 주로 폴리머를 재료로 사용하는데 첨가제

에 따라 기계  성질이 좌우된다. 차폐층은 바깥 계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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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를 해 주로 고압 이블에 사용하며 압  선 응

력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폴리머의 압출공정에 의해 

제작되는 자켓은 외부 물리화학  손상을 차단하여 건 성

을 유지한다. 그림 1은 원자력발 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

압 이블과 압 이블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1  원자력발 소 고압 이블 

Fig. 1  Medium voltage cable in nuclear power plant 

2 .2  고압 이블 경년열화기구

 이블의 손상원인으로는 크게 설계기 사고 련 손상원

인과 일반 손상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기 사고 련 

손상원인으로는 냉각재 상실사고, 주증기배  손사고 침

수, 화재 등이 있으며, 일반 손상원인으로는 해당 기기의 설

치 치에 따라 나타나는 온도, 방사선, 습분 등의 환경요소

가 경년열화기구로 작용하며 뒤틀림 압력, 작업상 오류 등이 

기타 진 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으로는 원자력 발 소에서 

리하고 있는 주요 경년열화기구에 해서 자세히 서술하

다.  

가. 온도

이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상승된 온도에 

노출될 경우 연재  자켓은 열화되며, 고온에 가장 취약

한 폴리머의 산화로 인해 기  는 기계  성질을 변화

시켜 연강도와 인장강도 등을 하시킨다. 각 구역의 공

간온도와 이블 자체 온도상승 값을 합하여 연재질한계

온도 값을 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지역 환경이 특정 운  

온도를 과하는 경우, 즉 손상을 유발하는 임계온도

(Threshold Level)를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 한 운  

에는 항열에 의해 국부 으로 온도가 더 상승할 수 있음

도 고려해야 한다.

 나. 방사선

상승된 방사선 조사량에 노출되면 탄소 재질은 분자구조

가 변화하여 이른 시기에 하가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선은 

폴리머의 특성을 증진시키거나 하시켜 경화, 균열, 잔  

 연화될 수 있다. 조사취화에 의한 이블 경년열화 향

으로 트리, 끈 거림, 변색, 기포생성, 늘어짐 등이 있다. 

연체의 유 강도  도도 한 조사취화에 의해 하된

다. 연결부의 주재료인 폴리머는 γ선에 조사되어 폴리머 재

료를 구성하는 원자의 여기  이온화에 의해 손상되어 변

색, 균열의 발생과 함께 기계  성질을 하시킨다.

 

 다. 습분

습분은 독립 으로 이블 연재료를 손상시키지 못한

다. 하지만 다른 경년열화기구에 의해 이블 연재료의 

경년열화가 시작된 경우, 이블이 습분에 향을 받는다면 

이블의 경년열화 속도는 빨라지고 그 결과 이블의 손

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림 2는 국외 이블 손상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

다. 그림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작업자의 오류 등과 같은 물

리  손상을 제외하면 온도, 방사선, 습분이 주요 경년열화

기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외 이블 손상사례

Fig. 2  Overseas cable damage case 

2 .3  원자력발 소 열화진단 방법

원자력발 소의 고압 이블은 알루미늄 형 이 속 차

폐층으로 되어 있는 고압 XLPE 이블과는 달리 테이  

타입의 차폐층으로 되어 있어 이블 연체  도체로 물

의 침입이 용이하여 수트리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인가

압이 고압 이블 시스템에 비해 낮아 같은 종류와 크기

의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고압 이블에서와 같은 열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압 XLPE 이블 차

폐층과는 열화 메커니즘  진단 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재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에서는 Reg. 

Guide DG-1240에 11가지의 원자력발 소 이블 열화진단 

기술을 제시하 는데 그 특징을 보면 표 1과 같다. NRC에

서는 11가지 방법  복수개의 진단방법을 용해서 이블

을 진단하기를 권고하고 있다[5].

3 . 고압 이블 부분방  측정

기기기에서 극이 완  단락이 아닌 상태에서 방 이

나 계 분포가 불평등한 연물에 인가 압을 서서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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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Technique 용 이블  재료 특징

1 Direct Current 
High-Potential Test 

- 고압  압 이블

- 연, 자켓 재료

- 이블 체가 필요치 않음

- 이블 연체 손상 가능

2
Step Voltage Test

(dc High Voltage)

- 고압  압 이블

- 연, 자켓 재료

- 이블 체 필요치 않음

- 추이분석 데이터 제공

- 이블 연체 손상 가능

3 Illuminated Borescope
- 근이 어려운 이블

- 연, 자켓 재료

- 사람의 근이 어려운 이블 진단 가능

- 추이분석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함

4 Visual Inspection
- 근 가능한 모든 이블

- 연, 자켓 재료

- 이블 자켓 손상 주 간단한 분석만 가능

- 정량  데이터 제공 못 하고 경험과 지식에 의지

5 Compressive Modulus 
- 압 이블

- EPR, PVC, CSP, SR재료

- 시험 시 이블에 근 가능해야 함

- 열화 치 검출의 어려움

- 차폐층이 있거나 XLPE 연체 이블의 경우 진단이 

어려움

6 Tan δ test
- 고압  압 이블

- 연, 자켓 재료

- 추이분석 데이터 제공

- 차폐층 이블에만 용 가능

7 Insulation Resistance
- 고압  압 이블

- 연, 자켓 재료

- 시험환경요인에 따라 수정 가능

- 추이분석 데이터 제공

- 특정조건에서 연열화 측정 불가  정확성 하 

8 Partial Discharge Test
- 고압  압 이블

- 연, 자켓 재료

- 이블 열화 치 진단 가능

- 숙련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됨

9 Time Domain 
Reflectometry

- 고압  압 이블

- 연, 자켓 재료

- 이블 열화 치와 확인을 한 정보 제공

- 비 괴 시험

10 Line Resonance Analysis
- 고압  압 이블

- 연, 자켓 재료

- 사람의 근이 어려운 이블 진단 가능

- 숙련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됨

11 Infrared Imaging 
Thermography

- 고압  압 이블

- 연, 자켓 재료

- 비 괴, 운   시험가능

- 데이터 장  추이분석 가능

- 시험 시 이블에 근 가능해야 함

표 1  원자력발 소 이블 진단 기술(Reg. Guide DG-1240)

T able 1  Diagnostic technology for cable in nuclear power plant 

시키면 계가 집 된 보이드나 크랙 등에서 부분 으로 일

어나는 방 을 부분방 이라 하며, 복합 연체 내의 보이드

나 오염물질 등과 같은 결함이 부분방 을 발생시킨다. 유

체에 압을 인가할 때 이러한 작은 부분방 의 수가 많

아지면 열화 진 의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연재료의 연

괴를 래하게 되고 수많은 방  발생 수, 크기, 모양  

치에 한 정보는 기  연 괴를 평가하는데 매우 

요하다.

3 .1  고주  부분방  측정

고주  부분방 (High Frequency Partial Discharge; 

HFPD) 측정이란 부분방 의 측정 주 수 역을 수∼수백

MHz의 고주  역에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블 

연층을 비롯하여 각종 력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방  류

펄스는 수백 psec의 펄스 상승시간  수십 nsec정도의 펄

스 지속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부분방  신호의 주 수 스

펙트럼을 보면 수백 MHz까지의 주 수 역에 분포한다. 

한 외부 노이즈 신호는 기존의 주  측정법에서 사용하

는 주 수 역 (400∼800kHz)에서는 쉴드룸 등을 사용해야

만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유입되지만 고주  역으

로 갈수록 크게 감소된다. 그림 3은 원자력발 소에 설치된 

13.8kV 력 이블에서 측정한 부분방 과 노이즈의 스펙트

럼으로서, 5pC의 PD(Partial Discharge) 펄스의 경우 

30MHz 까지 신호가 존재하지만 노이즈는 20MHz 이하의 

역에만 존재한다. 참고로 그림 3의 주 수(X축)는 5MHz 

밴드 폭을 갖는다.

그림  3  백그라운드 노이즈와 PD펄스의 주 수스펙트럼

Fig. 3 background noise and frequency spectrum of PD 

pulse 

그림 4는 국내 원자력발 소 복수펌 동기의 13.8kV 

고압 이블에 하여 측정주 수에 따른 부분방  검출 결

과로서 12MHz 역에서 측정하는 경우 노이즈로 인하여 부

분방  펄스를 구분할 수 없지만 27MHz 역의 경우 부분

방  펄스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방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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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 수 특성을 이용하여 최 의 부분방  신호/노이즈

(S/N) 비를 가지는 고주  역을 선정하여 부분방 을 측

정할 경우 실 선로에서 부분방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 감

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다. 

 (a) 주  역(12MHz) 

 

 (b) 고주  역(27MHz)

그림  4  주 수 역에 따른 부분방  펄스 검출 

Fig. 4 Partial discharge pulse detection in different frequency 

band 

 3 .2  부분방  진단 시스 템의  구성

이블의 부분방 을 진단하기 해서는 이블 쉴드에 

HFCT(High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를 설치한다. 

HFCT에서 검출된 역 신호는 동조증폭기를 통해 측정

기 본체에 입력된다. 측정기 본체에서는 주 수 분석을 통

하여 S/N 비가 가장 우수한 주 수 역의 5MHz 밴드 폭

을 가진 신호를 검출한다. PD 패턴 분석은 오실로스코 에

서 방 상과 방 량을 측정하고, PD 패턴 분석 소 트웨

어를 이용하여 ∅-q-n( 상-방 -펄스) 패턴을 분석하여 부

분방  발생 여부를 단하게 된다. 그림 5는 휴 형 부분

방  진단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부분방  진단 시스템

Fig. 5  Partial discharge diagnostic system 

4 . 원자력발 소 고압 이블 부분방  측정 결과

원자력발 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13.8kV  4.16kV  

고압 이블에 하여 국내 최 로 운   부분방  진단을 

수행하여 이블 열화에 한 건 성을 평가하 다. 측정 

장비로는 LS-SPD50 장비(LS 선社), PD-Base I 장비

(Techimp社)  MPD 600 장비(Omicron社)를 사용하여 원

자력발 소 용성을 검토하 다. 측정 센서는 모두 그림 6

과 같이 HFCT(High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를 

사용하 다. 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의 노이즈 신호

는 분석단계에서 필터를 용하여 분리하 다.

(a) LS-SPD50 (b) PD-Base I (c) MPD 600

그림 6  부분방  측정 장

Fig. 6  Measurement field of partial discharge 

4 .1  LS- SPD5 0  장 비 사용 측정 결과

LS-SPD50 장비를 사용하여 13.8kV 이블 3회선  

4.16kV 4회선을 측정하 다. 그림 7은 순환수 펌  동기

(1) 이블 차폐층에 HFCT를 설치하고 센서에서 검출된 신

호를 주 수 튜닝하여 S/N비가 가장 큰 31MHz 역을 선

택하여 부분방 을 측정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측정 이블 노이즈

(순환수 펌  동기 

이블)

(b) 캘리 이션 신호

주입 후 주 수

스펙트럼 분석 

(c) 31MHz 역에서 5pC 

신호 주입 결과 

(d) 31MHz 역에서 

PD 패턴 분석 결과 

그림 7  LS-SPD50 장비를 이용한 측정 결과 

Fig. 7  Measurement result using LS-SPD50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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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PD- Base I  장 비 사용 측정 결과

   PD-Base I 장비(Techimp社)를 사용하여 13.8kV 이블 

순환수 펌  동기(3) 이블 2회선의 부분방 을 그림 8

과 같이 측정하 으며 (b)와 같이 두개의 패턴을 이루고 있

다. 따라서 A와 B 패턴으로 분할하여 분석하 을 때 각각 

그림 9, 10과 같이 분석되었다. 즉 패턴 A는 외부 고주  

노이즈이고, 패턴 B는 내부 방 으로 단되었고, 9pC로 나

왔으나 재 순환수 펌  동기와 같이 연결되어 동기가 

운 되고 있기 때문에 동기 쪽 노이즈일 수 있어 향후 추

가 진단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 참고로 PRPDA (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 Analysis)는 원의 Phase에 따

라 나타나는 PD 펄스 신호의 형태를 이용하여 이블 내부

에 존재하는 결함의 종류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패턴 패턴 

(a) 체 패턴 획득 (b) 분류맵

그림 8  순환수 펌  동기(3) 이블 측정 결과

Fig. 8 Circulating water pump electric motor (3) cable result 

of measurement 

(a) PRPDA (b) 진단 결과

그림 9 패턴 A 분석 결과

Fig. 9 Pattern A analyzed result 

(a) PRPDA (b) 진단 결과

그림 1 0  패턴 B 분석 결과

Fig. 1 0  Pattern B analyzed result 

4 .3  MPD 6 0 0  장 비 사용 측정 결과

  MPD 600 장비(Omicron社)를 사용하여 상용 AC 원이 

인가된 활선 상태의 선로를 상으로 순환수 펌  동기

(4) 이블 A, B, C상을 동시에 측정하 으며, 3PARD 기법

을 용하여 PD 발생여부를 진단하 다. 3PARD는 노이즈

는 각 상에서 공통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노이즈의 백터

합은 0으로 수렴한다는 개념의 기법이다. 그림 10(a)와 같이 

 부근을 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역에 해서만 

PRPD 분석을 하면 그림 11(b), (c), (d)와 같이 노이즈로 나

타나게 된다. 측정 시 측정 주 수 역별로 노이즈 비 

PD 신호의 감도가 달라지므로, 5MHz, 7MHz, 10MHz의 3개 

역에서 측정을 수행하 다.  

(a) 3PARDA (b) A상 PRPDA

(c) B상 PRPDA (d) C상 PRPDA

그림 1 1  순환수 펌  동기4 이블 측정 결과

Fig. 1 1 Circulating water pump electric motor (4) cable 

result of measurement 

4 .4  원자력발 소 고압 이블 PD 측정 결과

  세계 으로 상용화되어 그 성능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는 부분방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운  인 원자력발

소 내 4.16  13.8kV 이블을 상으로 PD 측정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순환수 펌  동기 3에서 부분

방 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측정 당시 동기와 이블이 연

결된 상태 고, 향후 이블만을 상으로 진단하 던 VLF 

tanδ 측정결과에서 이 이블이 양호하다고 진단되어 PD 

발생은 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동기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재 이블은 정상인 것으로 단하 다. 참고로 

동기 PD 기 은 10,000pC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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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블

정격

압

(kV)

운

류

(A)

부분방  

측정결과
측정 장비

복수펌  

동기
13.8 93 정상 LS-SPD50

순환수펌  

동기 1
13.8 80 정상 LS-SPD50

순환수펌  

동기 2
13.8 67 정상 LS-SPD50

순환수펌  

동기 3
13.8 81

부분방  

발생
PD-Base I 

부분방  

발생
MPD 600 

순환수펌  

동기 4
13.8 84

정상 PD-Base I 

정상 MPD 600 

TPOCT 

펌  동기
4.16 130 정상 LS-SPD50

TPCCT 

펌  동기
4.16 84 정상 LS-SPD50

SW/GR-

로드센터
4.16 25 정상 LS-SPD50

Aux. -

로드센터
4.16 25 정상 LS-SPD50

표 2  원자력발 소 고압 이블 선로 PD 측정 결과  

T able 2 Measurement result of PD for medium voltage 

cable in nuclear power plant

5 . 결  론

원자력발 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13.8kV  4.16kV  

고압 이블에 하여 국내 최 로 실 선로 부분방   열

화상 측정을 통한 진단을 수행 하 다. 진단 결과 원자력발

소 내에는 송   배  선로보다 노이즈가 상당히 어 

HFPD 측정 장치를 사용하면 발 소를 정지하지 않고도 부

분방  측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단 이블 

진단  인 실수  기치 못한 고장에 의한 발 소 정지

에 한 책으로 발 소에서 주기 으로 수행하고 있는 계

획 방정지 기간 즉 발 소 상온정지 기간에 집 으로 부

분방 을 측정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원자력발 소의 안정

 운 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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