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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the location of partial discharges(PDs) for power cables and GIS using 2 PD sensors 

and long coaxial signal cables. Throughout the experiments by use of simulated PD pulses and corona discharges in the 

power cable system, it is found out that the impedance matching between the coaxial signal cable and the measuring 

equipment should be done for good S/N ratio and the on-site measurement using more than 100m-long coaxial signal 

cable is possible. In addition, new PD location algorithm with the polarities of PD pulses and the arrival time difference 

between two pulses was proposed and was proved through the partial discharge experiments for the cable joint defect 

and artificial void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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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 이블이나 GIS에 한 부분방  진단에서 부분방

의 발생 치를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특히 부분방

에 해 PRPDA (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 

Analysis)를 이용한 패턴인식으로 결함의 원인을 정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결함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패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하되고 있다. 즉, 동일한 

결함의 종류라 하더라도 장에서 발생하는 부분방 은 

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특히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는 부하 노이즈로 인해 실제 결함에서의 부분방  해석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분방 으로 추정되는 이상신

호가 측정될 때 발생 치를 악하여 그 곳의 가능한 연

열화 메커니즘과 비교 분석하여 최종 정을 내리는 것이 

요하다. 

력 이블에 한 부분방  발생 치 추정방법은 크게 2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측정 상 이블 종단의 1곳에

서 TDR(Time Domain Reflectometry) 기법을 이용하여 부

분방  발생 치를 추정하는 1곳 센서방식[1-3]과, 종단  

속부 는 측정가능 부 의 2곳 이상의 치에서 신호

형을 비교하는 2곳 센서방식[4,5]이다.

1곳 센서방식에서는 이블 종단 1곳에 설치된 센서로 직

 유입되는 신호와 반 쪽 종단에서 반사되어 유입된 반사

신호와의 시간차를 분석하여 치를 추정한다. 그러나 이

블 길이에 따른 신호 감쇠와 장 노이즈로 인해 측정

의 정확도는 매우 하된다. 특히 XLPE 이블과 같이 부

분방  신호가 유침 연 이블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에

는 용이 불리하다. 이 방식은 체로 사선진단으로 

DAC(Damped AC) 원, VLF(Very Low Frequency) 원 

 공진시험 원 등 별도의 원을 이용하여 부분방 을 

측정할 때 용된다. 

2곳 센서방식은 주로 부하가 연결되어 운 되고 있는 활

선상태에서 무정 으로 진단하는 경우나 고압 이블의  

공시험에 용된다. 측정가능한 2곳에 센서를 설치하고 

동시에 측정하여 어느 센서의 신호가 더 빠르고 큰지를 비

교하는 방식이다. 2곳 센서 방식은 1곳 센서 방식에 비해 

매우 효과 이지만, 아직까지는 장 진단시에 오실로스코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문가가 분석하는 형태로서 크게 상

용화되어 있지 않고 련 문헌도 거의 없어, 보다 근본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분방  신호가 이블 시스템을 할 경우 이블  

속부( 간  종단) 등의 임피던스에 따라 반사 가 나타

나며, 한 반사  들이 첩되어 센서로 유입되는 형은 

측정 치에 따라 증폭 는 감쇠되는 등 매우 복잡해진다.

2 곳의 신호를 측정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 으로 

고려되는 방법은 긴 동축신호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선과 측정기기와의 임피던스 매칭 문제, 동축신호선 길

이에 따른 신호의 감쇠 문제 등 기본 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측정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복잡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의 부분방  치추정 기법

으로 동축신호선을 사용하여 2 곳의 신호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에 해 고찰하 다. 먼  동축신호선 용에 따른 부분

방  특성을 분석하 고, 측정신호 펄스의 극성과 시간차를 

고려한 새로운 치추정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실제 이블에

서의 부분방  측정을 통해 제시한 알고리즘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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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방  측정에서 동축신호선의 특성 고찰

부분방  측정에서 센서와 측정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동

축신호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길이에 따른 신호의 감쇠

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것이 유리하다. 2곳 센

서 방식의 치추정에서 긴 신호 이블을 사용할 경우, 길이

에 따라 신호의 크기가 감쇠하고 노이즈 비 S/N 비가 달

라질 수 있어, 신호선의 길이에 따른 부분방  신호 특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축신호선과 측정장치( , 오실로스코 ) 간에 임

피던스 매칭을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반사 로 인해 측정

형이 크게 증폭되어 신호가 크게 측정될 수 있으며, 일부 부

분방  측정기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용되고 있다. 그러나, 

측정 형에 반사 가 포함될 경우 신호 자체의 특성을 분

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신호 이블과 측정장치와

의 임피던스 매칭(보통 50Ω)을 통해 반사 를 제거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임피던스 매칭과 비매칭시의 길이에 따

른 감쇠특성과 S/N비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2.1 동축신호선 실험 방법

그림 1은 동축신호선에 한 실험을 해 구성한 력

이블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60mm
2
 도체단면 의 

22.9kV CNCV 이블의 길이는 10m 고, 간인 5m 치

에 직선 속재를 설치하 다. 모의펄스 주입  코로나 방

 발생은 종단에서 시행하 고, 동축신호선의 길이 비교를 

해 직선 속재의 도체쪽에 1MHz ~ 100MHz의 측정주

수 역을 갖는 부분방  측정용 RFCT(Radio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 2개를 설치하 다.

그림 1 실험용 력 이블 구성 개념도

Fig. 1 Concept of power cable system for experiments

신호특성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일정한 크기와 형태

의 부분방  신호가 필요하므로, 부분방  펄스를 모의한 

1V 5/20ns 펄스를 사용하 다. 그림 2는 모의펄스를 직  

측정한 형과 FFT 스펙트럼 분석 결과로서, 진동이 없는 

형으로 100MHz까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실제 부분방 에 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

는지를 악하기 하여, 10m 치 력 이블 종단에 코로

나 방 을 발생시키고 이에 해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실제 방 으로 다른 부분방  보다 코로나 방 을 선정한 

것은 체로 방 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치추정에 이용할 동축신호선은 특성 

임피던스가 50Ω인 RG-58을 사용하 으며, 동축신호선의 

길이는 1m, 2m, 3m, 5m, 10m, 20m, 30m, 50m, 100m로 다

양하게 용하 다.

그림 2 5ns/20ns PD 모의펄스 형  FFT 스펙트럼

Fig. 2 Wave shape and FFT spectrum of 5/20ns PD 

simulated pulse

2.2 동축신호선 실험 결과  분석

2.1.1 5ns/20ns 모의 펄스 형을 이용한 특성 분석

그림 3은 동축신호선에 해 50Ω 임피던스 매칭을 시킨 

경우와 매칭을 시키지 않은 경우 모의펄스 형 측정 결과

이다. 비매칭의 경우 신호의 크기가 크지만 노이즈도 큰 것

을 알 수 있다.

 

      (a) 임피던스 매칭          (b) 임피던스 비매칭

   (a) Impedance matching    (b) Impedance non-matching

그림 3 모의펄스 형 측정결과 (CH2: 1m CH3: 100m)

Fig. 3 Result of simulated pulse measurement 

그림 4는 신호선 20m의 경우에 임피던스 매칭(M2)과 비

매칭(M3) 경우의 주 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매칭의 

경우(M2)에는 10m 길이 력 이블에 따른 특성(CNCV 

이블 내 속도 약 1.67×10
8
m/s, 왕복 20m 고려. 략 

8MHz, 16MHz 등)만이 나타나고 있지만, 비매칭의 경우

(M3)에는 력 이블의 특성 이외에 20m 동축신호선에서의 

반사  특성(RG-58 동축신호선 내 속도 약 2×10
8
m/s, 

왕복 40m 고려. 략 5MHz, 10MHz, 15MHz 등)이 나타나

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면 매칭시킨 경우에 신호의 크기는 비매칭

의 경우보다 작아졌지만 노이즈 벨도 같이 작아져 오히려 

S/N 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신호선 길이

에 따른 S/N 비(“ S/N 비 = 신호 크기 / 노이즈 크기 ” 로 

단순 계산함)를 나타낸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시킨 경우에는 

 거리에 해 1 이상의 값을 가져 신호의 별이 용이함

을 알 수 있지만, 매칭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S/N 비가 매칭

의 경우에 비해 낮으며, 특히 10m 이하 거리의 신호선 경우

에는 매우 낮은 값들을 보이고 있다. 매칭시키지 않은 경우

에도 20m 이상인 경우에는 S/N 비가 향상되었는데, 이는 

신호가 감쇠되는 데 비해 노이즈가 더 어들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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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림 6은 임피던스 매칭과 비매칭의 경우 거리에 따른 신

호 감쇠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비매칭의 경우 매칭보다는 

반사 로 인하여 큰 값이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거리에 따라 감쇠되는 정도는 매칭의 경우가 작게 나타

났다. 매칭의 경우 100m 거리에서 약 1/2 수 으로 감쇠되

고 있지만, 비매칭의 경우에는 1/3 이하로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m 동축신호선의 경우 모의펄스의 FFT 스펙트럼 

(M2: 매칭, M3: 비매칭)

Fig. 4 FFT spectrum of simulated pulse for 20m length 

signal cable (M2: matching, M3: non-matching)

그림 5 동축신호선 거리에 따른 S/N 비

Fig. 5 S/N Ratio with signal coaxial cable lengths

그림 6 동축신호선 거리에 따른 감쇠 특성

Fig. 6 Attenuation characteristics with signal coaxial cable 

lengths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방  측정에서 센서와 측정

장치를 연결하는 동축신호선은 임피던스 매칭을 시키는 경

우가 비매칭의 경우에 비해 크기는 작아지더라도 S/N 비는 

향상되며 감쇠도 작게 나타나, 측정에 보다 효과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은 1m와 100m 신호선의 경우 단일펄스 형  

스펙트럼 분석 결과이다. 두 형의 시간차는 495ns로서 

RG-58 동축신호선 내 속도를 2×10
8
m/s로 고려할 때 

99m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어, 계산과 실측이 정확히 맞고 

있다. 각 펄스 형에서 첫 번째 정극성 피크 이후에 부극

성 피크가 나타나는 것은 시료인 력 이블에 설치된 센서

와 종단의 거리가 5m 로서 첫 번째 정극성 피크가 나타난 

뒤 종단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부극성 피크가 측정되었기 때

문으로, 10m 거리에 해당된다. 이어서 나타나는 정극성 

 부극성 피크들도 모두 이블 양쪽 종단에서의 반사 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스펙트럼 분석에서 1m 신호선의 경우

(M2)와 100m 신호선의 경우(M3)는 25MHz 까지는 거의 비

슷하다가 32MHz ~ 37MHz 범 에서 나타나는 피크가 작으

면서 형이 일그러지고 있다. 이것은 100m 신호선의 신호

로 인한 고주  성분 감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 단일펄스                (b) FFT 특성 

 (a) single pulse wave shape       (b) FFT spectrum 

그림 7 1m  100m 길이 동축신호선에서 단일 펄스 형 

 FFT 스펙트럼 (CH2:1m, CH3:100m)

Fig. 7 Single pulse wave shape and spectrum for 1m and 

100m length signal coaxial cable

그림 8은 2가닥의 100m 동축신호선을 이용하여 200m 정

도 이격된 2곳에 설치된 센서의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 신호

선의 특성이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해 동일 치에 2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측정한 결과로서,  시간차이가 발생하

지 않고 주 수 스펙트럼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축신호선의 길이가 100m 라 할지라도 이들

을 이용하여 충분히 치 추정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a) 단일펄스                (b) FFT 특성 

 (a) single pulse wave shape      (b) FFT spectrum 

그림 8 100m 동축신호선 2가닥에 한 측정 형  주 수 

분석 결과 (CH2:100m, CH3:100m)

Fig. 8 Single pulse wave shape and spectrum for 2 

100m-length signal coaxial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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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코로나 방 을 이용한 특성 분석

10m 길이 22.9kV CNCV 이블 5m 치의 직선 속재

에 센서를 설치하고, 10m 치인 종단 속재에서 코로나 방

을 발생시켜 모의펄스를 이용한 동축신호선 특성을 검증

하 다. 코로나 방 을 선정한 이유는 술한 바와 같이 타 

부분방 에 비해 크기가 체로 일정하고 규칙 이기 때문

이다.

그림 9는 코로나 방 의 교류 인가 압 1주기 형을 나

타낸 것으로, 형 인 코로나 방 의 형 특성으로 매우 

큰 정극성 코로나와 아주 작은 부극성 코로나 형이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 력 이블 종단 코로나 방  패턴  (CH2: 10m 신

호선, CH3: 20m 신호선)

Fig. 9 Corona discharge pattern at the cable termination 

(CH2: 10m, CH3: 20m signal line) 

그림 10은 10m(CH2)  100m(CH3) 신호선을 사용한 경

우 코로나 정극성 방 의 단일펄스 형  주 수 스펙트

럼으로 그림 7의 모의펄스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형을 보

이고 있다. 코로나 방  펄스는 5ns/20ns 모의펄스 형보다 

고주  성분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극성 코로나의 크기

가 커서 10m의 짧은 이블의 반사 들이 첩되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두 형의 시간차는 452ns로서 략 90.4m

의 거리차이로 계산되어 측정오차를 감안하 을 때 실제 거

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 수 분석에서는 

20MHz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하 지만, 10m 신호선은 약 

40MHz까지 그리고 100m 신호선은 31MHz 정도까지 나타

나 거리에 따른 감쇠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5ns/20ns 모의펄스에서 도출한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한편, 신호선 길이에 따른 코로나 방 크기의 감쇠 특성

을 그림 11에 나타내었으며, 100m 거리에 해 약 60% 정

도의 감쇠를 보여 그림 6에 나타낸 5ns/20ns 모의펄스를 이

용한 결과와 유사하 다.

이상의 코로나 방 에 한 결과로부터 장에서도 100m 

신호선의 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3. 동축신호선을 이용한 2곳 센서방식의 치추정

3.1 2곳 센서방식의 치추정 알고리즘 제안

그림 12는 2곳에 설치한 센서를 이용하여 부분방 이 발

생하는 치 lpd를 추정하는 개념도이다. 2개의 센서간 거리

는 L이며 만일 좌측에서 신호가 유입되었다면 맨 의 그림

처럼 신호는 우측으로 이블 내의 신호  속도에 따라 

  시간 동안 한다. 이 때 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신호

는 그림에 나타낸 개념과 같이 크기가 작아지고 고주 성분

이 감쇠되어 늘어진 형이 되지만, 동일 극성으로 나타난

다. 만일 신호가 우측에서 유입되어 좌측으로 하는 경

우 역시 거리 L을   시간 동안 하며 두 신호는 동일

극성으로 나타난다.

 

        (a) 형                  (b) FFT 특성 

    (a) Wave shape             (b) FFT spectrum

그림 10 정극성 코로나 단일펄스 형  주 수 스펙트럼 

(CH2: 10m, CH3: 100m 신호선)

Fig. 10 Wave shape and FFT spectrum of positive corona 

discharge 

그림 11 신호선 길이에 따른 코로나 방 크기 감쇠 특성

Fig. 11 Attenuation characteristics of corona discharge with 

signal coaxial cable lengths 

그림 12 2곳 측정을 통한 치추정 개념도

Fig. 12 Concept of PD location using 2 senso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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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호가 설치된 2개 센서의 구간 L  내에서 발생하

다면 신호는 좌측  우측의 양쪽으로 되며, 센서 설

치방향을 동일하게 하 을 경우 2곳 센서에서 측정된 신호

는 반  극성으로 나타난다. 이때, 좌측으로 되는 신호

는 t1  시간 동안 lpd  거리를 하며, 우측으로 되는 신

호는 t2 시간 동안 L - lpd  거리를 하여, 결국 

   의 시간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분방  

발생 치는 

 

∆∙


 ∙
      (1)

로 계산될 수 있다.

여기서, 부분방  펄스의 력 이블 내  속도는 

이블의 구조  크기, 외부 반도 층의 유무  도 율, 

속재 특성  개수 등에 따라 달라져, 본 실험에 사용한 

60mm
2
 22.9kV CNCV 이블의 경우에는 1.67×10

8
 m/s 로 

측정된다. 만일 송  이블과 같은 경우에는 도체 단면

도 더 크고 연층 두께도 더 두꺼워져 이보다는 낮은 속도

인 1.63×10
8
 m/s 정도로 된다. 하지만, 반도 층이 존재하지 

않는 동축 신호선의 경우에는 1.98×10
8
 m/s 정도로 나타나 

이론 인 계산 값과 거의 같게 된다.

치 추정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펄스의 극성이다. 

하지만, 반사 가 많은 경우에는 펄스의 첫 번째 피크 이후

에 많은 정부극성 피크들이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두 번째

부터의 피크들이 첫 번째 피크보다 큰 값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이에 따라, 정극성으로 시작하 다 하더라도 뒤이은 두 

번째부터의 피크가 크게 될 경우 부극성 펄스로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으로 첫 번째 펄스를 분석하는 것이 

요하며, 치추정의 가장 기본 인 알고리즘이 된다.

치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한 두 번째 요소는 시간차

이다. 이를 해 펄스의 도착시간 t1  t2  를 정확히 측정하

여야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다. 기본 으로 펄스가 시작되

는 시 으로 측정되어야 하지만,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시

작 을 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측

정된 펄스 형에 해 de-noising 기법을 용하고 펄스의 

에 지( 분)을 취해 값이 상승되는 시 을 펄스의 시작

으로 정한다.[3]

아울러, 2곳 센서로부터 측정기기로 신호를 달하는 동

축신호선은 같은 길이와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 지 않으

면 신호의 시간차 분석에 오차가 발생한다.

3.2 22.9kV CNCV 이블에서의 치추정 결과

실제 부분방 에 해 펄스의 극성  시간차를 이용하여 

거리추정을 포함하는 치추정의 용성에 해 검토하

다. 이를 해 5m 치에 간 속부를 갖는 10m 길이 

22.9kV CNCV 이블 3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총 길이 30m

의 이블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 “(종단)-5m-(직선

속)-5m-(종단)-(종단)-5m-(직선 속)-5m-(종단)-(종

단)-5m-(직선 속)-5m-(종단)”  부분방  발생은 15m 치 

직선 속 구간에 만든 반도 층 치잘못(Wrong Position)

에 의한 계면 부분방 과 모의 보이드 시료(에폭시 몰드)를 

기 속부에 설치하여 실험하 다. 아울러 부분방  측정

은 술한 RFCT를 이용하 다.

3.2.1 반도 층 치잘못에 의한 계면 부분방

그림 13은 15m 치 반도 층 치잘못(Wrong Position)

에 의한 계면 부분방 에 해 센서 설치 치에 따른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a)는 센서 설치 치가 5m 치 

직선 속부(CH2), 15m 치 직선 속부(CH3)  20m 치 

기 속부(CH4)의 경우이고, 그림 (b)는 10m 치 기

속부로 센서를 이동시킨 경우(CH2)로서 CH3  CH4는 동

일하다. 계면 부분방  발생 치(15m)인 CH3는 큰 정극성 

펄스가, 그리고 20m 치인 CH4에서는 이보다 크기가 작고 

시간차가 나는 정극성 펄스가 측정된다. 반면, 그림 13(a)의 

5m 치인 CH2에서는 크기가 작고 CH3와의 시간차가 

50ns인 부극성 펄스가 측정되고 있으며, 식 (1)과 속도 

1.67×10
8
m/s를 고려할 때 CH3와의 거리는 9.2m 정도로 계

산되어 펄스 시작  측정 오차와 속재 길이에 따른 오차

를 고려할 때 거의 근사한 치로 단된다. 아울러, CH2의 

센서를 방 원과 더 가깝게 설치한 경우인 그림 13(b)에서

는 더 큰 펄스가 측정되었고 시간차도 24ns로 어들어 방

이 발생하는 치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 식 (1)을 

이용한 계산 결과 4.5m 정도의 치로 나타나 속재 길이 

 종단 속재 길이를 감안하면 거의 실제 치로 추정된

다.

3.2.2 보이드 시료를 이용한 보이드 방  치 추정

보이드 방 에 한 치추정 기법 검증을 해 10m 

치 기 속 구간에 보이드 시료(에폭시 내 직경 1mm, 높

이 1mm 원통형 보이드 시료)를 설치하고, 압인가부인 0m 

치 종단에 CH2, 15m 치 직선 속부에 CH3  20m 

치 기 속부에 CH4에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를 그

림 14에 나타내었다. CH2와 CH3가 극성이 반 되어 있고 

CH3가 가장 빠르며 CH2와 22ns의 시간차를 보이고 있어, 

방 원은 CH2와 CH3 사이  CH3 쪽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9.3m 정도로 나타

나 종단의 길이를 감안하면 거의 치추정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a) CH2: 5m               (b) CH2: 10m  

(CH3: 15m,  CH4: 20m)

그림 13 15m 치 속재 치잘못 결함의 계면부분방

Fig. 13 Interfacial PD from the wrong positioning defect of 

the joint at 15m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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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0m 치, ChH: 15m 치, ChH: 20m 치)

그림 14 10m 치 보이드 방  치추정 실험 결과

Fig. 14 Interfacial PD from the wrong positioning defect of 

the joint at 15m location

4. 결  론

2곳 설치 부분방  센서  동축신호선을 이용하여 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부분방 의 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

에 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력 이블 선로를 구성하고 모의 부분방  펄스  코로

나방 을 이용한 실험으로부터, 동축신호선과 측정기기의 임

피던스 매칭이 필요하며 S/N비도 비매칭의 경우에 비해 향

상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모의 부분방  펄스의 경우나 

코로나 방 의 경우 모두 동축신호선에서의 감쇠 특성은 거

의 유사하 으며, 100m 이상 길이의 동축신호선 용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 2개의 센서에서 측정된 부분방  펄스 시간차  

크기를 고려하는 기존의 치 추정 방식에 추가하여 펄스의 

극성(첫 번째 피크)을 고려하는 새로운 치추정 알고리즘

을 제시하 다. 이블 속재 결함  모의 보이드 결함을 

이용한 부분방  실험을 통해 제시한 알고리즘이 잘 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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