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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방전 신호 검출 시 노이즈 제거방법

The Noise Removal Methode of Partial Discharge Signal

 최 문 규 차 한 주*

(Mun-Gyu Choi Hanju Cha)

Abstract - Currently, partial discharge diagnosis in the field of prevention applied technology and diagnostic equipment is a 

possible strong limit to remove the noise generated by external or internal I still have one unreliable diagnosis. This 

technology is the noise removal from signal the time lag analysis algorithms technique is applied by a fundamental. 

Increasing the reliability in terms of technology spectrum frequence of analysis method for by applying the acquisition 

through the position of the frequency content and sources of traffic lights partial discharge of the acquisition of signal 

analysis to judge whether a way diagnosis the environment of the scene, and conditions. Partial discharge signal and make 

the discharge while building blocks were found through the Analysis. Spectrum frequence of Analysis and wide discharge 

part, to be more precise, in line with the various functions, including the analysis technique band. Diagnosis and comes up 

with advanced technology that can detect the presence of a position.

This method is portable single device developed for maintenance and mobility and ease and convenience of getting caught 

by discharge of the pattern analysis and position detection method suitable for a new diagnosis will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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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설비의 부분방전 진단 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측정된 

신호중에서 주변 및 측정대상 설비내의 노이즈 신호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기존의 노이즈 제거 기술인 노이즈게이팅 기법 

및 노이즈 옵셋 (Off-Set) 기법은 부분 방전신호에 포함된 유입

노이즈 제거 시 레벨 및 시간제거 기법에 의한 분리로 낮은 방

전신호와 동시간대역의 방전신호가 제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

분방전 검출 신호의 진단 및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된다. 

주변 노이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능동소자 및 수동 차폐

(케이스 차폐)기법은 기술적 적용성에 따른 고비용이 발생 하고, 

신호선에 노이즈 유입 방지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이즈가 포함된 부분방전 신호분리와 설비내부에서 

발생 시 발생 위치 추적 또한 어렵다. 현장 여건에 따라 유입 노

이즈의 주파수, 크기, 유형이 시시각각 변하여 노이즈 제거 필터

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분방전 및 노이즈 신호의 유형변화에 따른 부분방전 신호 

분석에 필요한 신경망(Neural network) 알고리즘과 분석 라이브

러리의 지 속적 업그레이드와 추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 이 발생한다. 현재는 UHF(Ultra High Frequency)센서를 

설치하여 유입 신호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고 두 신호의 도착 시

간 차이(TOA : Time of arrival)를 비교, 분석 후 부분방전 발생

위치를 추정한다[1]. 그러나, 이 방법들도 노이즈에 영향을 받아 

각종 신호가 혼재하여 위치 추정이 불가능 하거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결국, 부분방전 발생 시 신호의 분석과 일관적인 부분방전 발

생원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초기 데

이터 취득 후 일정시간 후에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하여 부분방전 

발생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위치추적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단계 진보된 노이즈 제거기술을 활용하여 부분방전 신호를 취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분방전 발생 위치를 추적[2]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UHF 주파수 대역에서의 노이즈 신호

와 부분방전 신호 발생 시간차를 이용하여 신호성분 분석 및 부

분방전 유형, 진단결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이즈 

신호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신호의 패턴 분석과 펄스를 주파수

군[3]으로 분류하여 제공된 데이터를 통하여 t를 산출하고 부

분방전 발생 위치를 일괄 추적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4]. 본 시스템에 활용한 기술은 부분방전 신호 취득 후 

노이즈 제거 기술을 접목하여 속도차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 후 

지금보다는 정확한 위치추적에 용이하도록 한 방법이다.

본 논문은 부분방전 신호분석 능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부

분방전 결함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부분방전 신호의 체

계적인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노이즈 제거방법을 이용하

여 부분방전 결함과 부분방전 위치 추적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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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호 속도분석 알고리즘

Fig. 2 Signaling rate analysis algorithm

그림 1 부분방전 신호 검출 블록도

Fig. 1 Partial discharge blocks of signal detection

2. 본  론

2.1 펄스분류 및 노이즈 제거 

무선통신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각종 

RF(Radio Frequency)신호를 주파수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주파

수별 대역이 상이한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부분방전 신호와 노이즈를 주파수별 시간차, 펄스의 상승시간을 

분석하여 제거할 수 있다. 

측정된 부분방전신호는 간혹 결함분석에 있어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노이즈에 부분방전신호가 포함되어 있어 제한된 측정 환

경에서 부분방전 신호 측정 시 노이즈의 억제는 기본 사항이다. 

라디오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력 게이트, 안테나 

성능 그리고 노이즈 무효화 처리장치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신경

망에 의한 소프트웨어기반의 제거, 웨이블렛, 디지털 필터들은 노

이즈 억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2.1.1 펄스 분류

비슷한 파형 특징을 갖는 수집된 파형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위치와 결함에 따른 신호 특성을 이용하여, 각 클래스에서 결함 

종류와 노이즈 신호를 분류할 수 있다.

  


             (1)

상승시간을 기준으로 대역폭을 산출[5]할 수 있으며, 센서를 

통해 취득된 RF신호는 시간과 주파수영역에 측정된 값으로 노이

즈 분석을 할 수 있다. 

주파수군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신호 진폭(10% 90%)의 상승시

간(Rise Time)과 대역폭을 식 (1)과 같이 계산하여 주파수군 영역

과 입력신호별 대역폭을 산출하여 노이즈와 부분방전 신호를 분리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변환도구의 조건으로는 저장된 샘플, 진

폭, 극성의 독립과 고속도 처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일한 측정

에서 저장된 다른 신호파형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2.1.2 노이즈 제거

신호를 분류 후 부분방전 패턴은 하나의 부분방전 신호와관련

이 있는 각각의 서브-패턴으로 나눌 수 있으며[6], 부분방전 서

브패턴 분석은 노이즈 제거와 부분방전 신호의 상승시간에 초점

을 두고 수행한다. 

2.2 부분방전 신호 검출부 구성 

부분방전 신호검출 블록도는 그림 1과 같이 BPF(Band Pass 

Filter)에 의해 830Mhz대역의 무선 노이즈가 제거된 대역에서 

500 1500Mhz 신호만 추출 한다.

이 신호는 시간차 분석을 통해 저속도 신호를 제거하고, 

RF(Radio Frequency) 증폭부를 거쳐 속도분석부에서 순시 최대

값을 추출하여 고속 ADC에 인가한 후 고속 샘플링 된다.

고속 샘플링된 신호는 부분방전 신호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통

해 위상중심으로 신호 분석을 PRPS(Phase Resolved Pulse 

Sequence) 및 PR부분방전(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형

태로 표시가 되며, 고속 ADC를 통해 변환된 부분방전 신호는 위

상, 크기, 주기 및 빈도와 신호의 패턴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부분

방전의 발생과 방전유형(절연체, 플로팅, 파티클, 돌출전극)을 판

정할 수 있다.

부분방전을 자동으로 진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반

복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찾아가

는 신경망(Neural network) 기법과 전문가의 식별 능력을 컴퓨

터 알고리즘 형태로 구현한 퍼지(Fuzzy)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며, 표시부에 있어서 검출신호의 크기를 피코-쿨롱 및 dB로 

선택 표기와 동시에 결함의 종류도 판정하여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2.3 부분방전 신호 추출 알고리즘

그림 2는 센서를 통하여 신호를 취득하여, BPF(Band Pass 

Filter)를 통과한 신호가 속도 제어기에 의하여 저속신호와 고속

신호로 분류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켜 저속도 신호인 노이즈

를 제거한 고속신호만 측정하게 되어 노이즈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는 신호 속도분석 알고리즘이다. 

속도분석 알고리즘 구성은 신호 측정부, 신호 속도 제어부, 피



전기학회논문지 65권 8호 2016년 8월

1438

저속도 신호 파형

그림 3 저속도, 고속도 신호 누적 측정 데이터

Fig. 3 Signal measurement accumulated data of low speed

주파수 기준 측정 데이터

그림 4 주파수 기준 신호 측정 데이터

Fig. 4 Signal measurement data of frequency 

크홀더부, 신호 변환부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부분방전 신호와 노이즈의 감쇠 속

도를 비교하면, 동일영역에서 노이즈와 부분방전 신호를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노이즈 제거로 부분방전신호 결함분석 

정확도 향상 등 많은 이점이 있다.

알고리즘 적용 전에는 그림 3과 같이 무선 노이즈와 부분방전 

신호가 저속도신호에 묻혀 검출되어 순수한 부분방전 신호 검출

이 용이하지 않다.

2.4 부분방전 신호 측정

부분방전신호와 노이즈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호를 측정하면 

부분방전 신호와 노이즈가 같은 시간대역과 주파수대역에서 측정

되어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RF 신호 분석은 수신신호를 주파수영역으로 분석하는 방법으

로 그림 4와 같이 주파수 영역에 표기된 것과 같이 여러 주파수

군의 성분들이 존재한다. 

측정 데이터 신호를 분석해 보면 저속도 파형은 상승시간이 

100ns 1μs로 나타나며, 고속도 파형은 상승시간이 100ns 미만

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노이즈 신호와 부분방전 

신호로 구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7]. 

이러한 상승 신호 특성을 이용하여 노이즈 신호와 순수한 부

분방전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부분방전 발생 위치 추적에도 

트리거 부분의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에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

므로, 정확한 위치 추적에도 응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2.5 시각 동기부 구성 

시각동기부는 장치의 기준시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시각동기신호에 의해 모든 장치의 구성요소들은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시각동기 신호는 스펙트럼 분석부에서 신호를 샘플

링 시 기준 동기 신호로 사용되며, 이 신호에 동기화된 축출신호

는 디지털신호분석부와의 방전 진단을 위해 검출신호의 유효방전

신호를 판별할 때 비교신호로 활용된다.

이러한 신호의 특성중 펄스의 시간차인 t를 산출하여 진단 

프로그램에 응용하면 방전발생원의 위치 검출도 할 수 있다.

2.6 무선 노이즈와 노이즈 신호 분리 

일정 패턴을 갖는 무선 노이즈와 저속도 노이즈 제거를 하면 

그림 5와 같이 효과적으로 부분방전 신호가 측정된다. 

그림 5와 같이 절연체 부분방전 신호가 발생하고 있을 때 속

도분석 알고리즘 미적용 시에는 노이즈와 부분방전이 포함된 신

호가 검출이 되나 일반 노이즈와 무선 신호 주파수 대역을 제거 

후에는 -45dBm으로 저감된 절연체 부분방전 신호가 검출되었다.

부분방전 신호

그림 5 무선 노이즈 신호 분리 후 파형

Fig. 5 A radio signal after noise signa separation

2.7 무선 노이즈 신호 분리 적용

주변에 널리 분포된 무선노이즈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

지가 있으나 BPF(Band Pass Filter)의 감도 저하방법과 속도차

를 이용하여 무선 노이즈와 이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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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는 표준 무선 대역의 감도를 낮게 하여 주

파수대역을 필터링하는 방법이다.

부분방전 신호를 입력 후 센서를 통해 주파수를 측정하면 그

림 6과 같이 분포된 주파수(0.5 .5MHz)를 알 수 있다. 

즉, 무선 주파수 대역인 850 950 MHz의 신호가 여과 없이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dBm] 

[Hz]

그림 6 무선 대역 감도 조정 전

Fig. 6 Sensitivity setting before radio band

그림 7과 같이 무선 주파수 대역인 850 950 MHz을 BPF를 

통하여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z]

[dBm]

그림 7 무선 대역 감도 조정 후

Fig. 7 Sensitivity setting after radio band

부분방전 신호는 UHF센서의 수신영역인 전 대역(500

1,500MHz)에서 발생하나 무선 노이즈는 집중도가 높은 850 

950MHz대역의 감도를 약 25dBm정도 낮게 설정하여 노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구성하고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서 감도 조정

결과 1,100 1,500MHz에서는 취득된 신호와 비례하는 값으로 측

정되었으며, GIS 변전설비와 주변의 신호를 측정하면 그림 7과 

같이 무선 주파수 약 900MHz 대역에서 주파수가 제거된 부분방

전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주변 노이즈와 22.9kV GIS내부에서 모의 부분방전 신호가 발

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측정하면 그림 8과 같이 무선노이

즈가 제거된 부분방전 신호가 같이 검출되나 무선 노이즈 필터와 

속도시간차 알고리즘을 통한 신호는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8 모의 부분방전 신호 검출

Fig. 8 Partial discharge simulation signal detection

그림 8와 같이 부분방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BPF를 통하여 

무선 노이즈신호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플로팅 신

호의 부분방전 신호만 검출되었다.

2.8 부분방전 결함별 신호 측정

절연체 부분방전 모의시험을 통하여 부분방전 신호를 검출하

였다. 측정결과 그림 9의 그림과 같이 주변 노이즈는 제거 되었

으며, 절연체 부분방전 신호만 검출되었다. 

부분방전 결함 신호 (절연체)

그림 9 부분방전 결함 신호측정

Fig. 9 Partial discharge by defective measurement

2.9 현장 적용시험1 

이러한 시험결과를 현장시험을 통하여 적용해 보았다. 절연체 결

함의 부분방전이 발생하는 154 kV GIB 스페이서에 신호를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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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림 10과 같이 시험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일반 외부 노이즈

와 무선 노이즈가 제거되고 부분방전 신호만 검출됨을 알 수 있다.

부분방전 측정 파형

그림 10 154kV GIB 측정 파형

Fig. 10 Measurement waveform of 154kV GIB

부분방전 신호를 측정하게 되면 주변 노이즈도 같이 측정하게 

되는데 이는 결함분석 해석에 있어서도 다소 영향을 미친다. 

2.10 현장 적용시험2 

154kV 변전소의 22.9kV GIS에 부분방전 신호 측정 결과 

154kV GIS에서 측정된 파형과 같이 그림 11에서 노이즈가 제거

된 파형이 측정됨을 알 수 있다.

노이즈 제거 후 파형

그림 11 22.9kV GIB 측정 파형

Fig. 11 Measurement waveform of 22.9kV GIB

3. 결  론

본 논문에서 부분방전 발생 시 신호를 검출·분석하는데 적합

한 노이즈 제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측정된 부분방전 신호

에 대하여 노이즈 제거기법인 BPF(Band Pass Filter)와 HSPHD 

(High Speed Peak Hold Detector)방법을 통하여 노이즈가 제거

된 신호에 한하여 부분방전 결함 판정과 주파수 분석을 시행하고 

피크값을 주파수별로 분류하여 유효신호를 추출하는데 유용한 방

법이다.

부분방전의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부분방전으로 진단된 신호

를 통해 부분방전의 발생 위치를 검출함으로써, 부분방전의 진단 

대상이 되지 않는 신호에 대해 발생 위치를 오인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부분방전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의 동작이 기준 시각에 

동기되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시각에 감지되는 신호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부분방전을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노이즈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정확하게 부

분방전의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발생 위치를 검출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전력기기의 결함에 따른 부분방전으로 인

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분방전 발생 시 부분방전의 결함과 발생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법으로 기존에 비하여 장시간 소요됨을 감안할 때 노이즈 

제거로 신호의 효율적인 분석과 부분방전 발생위치 추적의 접근

방법이 많이 개선된 효율적인 진단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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