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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XLPE 케이블 접속함의 부분방전 펄스파형 시뮬레이션

Pulse Waveform Simulation of Partial Discharges for HV XLPE Cable Joints

김  정  태*

(Jeong-Tae Kim)

Abstract - In this study, the simulation of partial discharge pulse waveform have been performed for the typical joints such as 

EBA and PMJ in the HV underground transmission XLPE cabl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partial 

discharge pulse waveform and the on-site measurement accuracy of partial discharges. FDTD simulation technique was adopted 

for the simulation and has been shown to be suitable for partial discharge simulation of power cables in terms of puls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and waveform formation.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e EBA showed that the second not-so-large 

opposite polarity peak appeared after the first negative polarity peak and the measurement sensitivity was the highest near the 

bottom of the EBA copper box. In the analysis results for PMJ, the magnitude of the second opposite polarity peak was large 

enough to compare with the first peak, and the measurement sensitivity at the end of the PMJ copper box was the highest. 

These simulation results show considerable similarity with the on-site measurement, and it would be very useful for the partial 

discharge measurement of HV XLPE cab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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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중송전 XLPE 케이블의 건설 또는 운영시 신뢰성 확보를 위

한 현장 진단방법으로 부분방전 측정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특

히 MHz 대역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는 주위 노이즈에 비해 부

분방전 신호의 S/N비가 높아 효과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방전 진단은 첫째 PRPD(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 

분석기법 등을 토대로 측정한 부분방전의 패턴인식을 통해 부분

방전 발생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부분방전 위치 추정을 통해 그 

위치의 절연구조에 따른 부분방전 패턴 도출 가능성을 분석하여, 

부분방전 진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TF(Time-Frequency) 기법[1], 펄스파형 특

성분석기법[2] 등 부분방전 펄스파형의 특징을 추출하여 노이즈

를 제거하거나, 3PARD(3 Phase Amplitude Related Diagram) 

기법[3] 등 3상 동시 측정신호를 비교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법을 통해 현장 부분방전 패턴인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TDR(Time Domain Reflectometry)[4] 또는 2개 센서를 

이용한 TOA(Time of Arrival) 기법 및 시간차 분석 기법[5] 등

을 통해 부분방전 발생 위치에 대한 분석으로 부분방전 위치추정

과 진단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는 많은 외부 노이즈와 부하 노이즈로 

인해 명확한 부분방전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EBA와 같

이 센서를 접속함 양단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나 절연접속함의 

크로스본딩과 같이 신호의 전파가 복잡한 경우에는 위치추정이 

어려워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부분방전 펄스파형은 결함의 종류에 따라 파형이 영향을 받지

만 대체로 ns 수준의 매우 빠르고 짧은 펄스의 형태로서[6,7], 

실제 케이블에서 측정되는 ㎲ 수준의 긴 파형과는 다르다. 이것

은 부분방전 펄스파형이 결함의 종류에 의한 것 보다는 전파 경

로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의 접속 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절연체와 구조를 갖기 때문에 부분방전 펄스가 결

함에서 발생하여 센서로 입력되기까지 경로에 존재하는 다양한 

임피던스를 거치게 되며 여기서 감쇠 뿐 아니라 반사파가 발생하

여 이들이 합성되어 파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실제 순수한 부분방전 펄스파형은 펄스의 맨 앞 부분 아주 

짧은 피크이고 나머지는 반사파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부분방전 

펄스파형은 절연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케이블의 경우, 

EBA(End Bushing in Air), EBG(End Bushing in Gas), EBO 

(End Bushing in Oil) 등의 단말 또는 PMJ(Pre-Moulded Joint) 

및 PJ(Prefabricated Joint) 등의 중간접속함에서 각각의 임피던

스 특성이 다른 만큼 여기에 존재 가능한 결함에서 발생하는 부

분방전의 파형은 각각 어느 정도 정형화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최근 FDTD(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력설비 내에서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부분방전이 전파되

는 특성을 해석하는 연구가 전력용 변압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8] 부분방전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그

러나, 케이블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중송전 XLPE 케이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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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접속함인 EBA 및 PMJ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펄스파형

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현장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현장 

부분방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시뮬레이션 방법

2.1 FDTD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송전 XLPE 케이블 접속함의 부분방전 펄스파

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자파 전송을 다

루어야 하므로 이에 가장 적절한 해석방법인 FDTD(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시뮬레이션 기법[9]을 적용하였다. 

FDTD 시뮬레이션 기법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의 편미분을 이용하

여 직각 좌표계의 기하학적인 영역 내 구조물을 유한 개수의 Yee 

cell로 구성된 영역으로 나누고 이웃하는 각 cell 사이의 역학관계

를 시간영역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전자계를 분석한다. 

그림 1은 단위 Yee cell을 표현한 것이다. 단위 Yee cell은 직

사각형 형태를 가지며, 전계 및 자계로 구성되어 있다. 직사각형 

형태의 격자는 임의의 좌표(i, j, k)로 구성되어 있다. 직사각형의 

모서리의 1/2 지점에는 전계 벡터가 존재하며, 직사각형의 각 면

의 중앙점에는 자계 벡터가 존재한다.

그림 1 FDTD 시뮬레이션의 Yee cell 구조

Fig. 1 Yee cell structure of FDTD simulation

일반적으로 정확한 근사해 값을 얻기 위한 Yee cell의 크기는 

입력되는 펄스 파장의 1/10 정도의 Yee cell을 구성할 경우 비교

적 정확한 근사해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DTD 시뮬레

이션을 위해 Lumerical 사의 범용 S/W인 ‘FDTD Solutions’를 

이용하였다.

2.2 ‘FDTD Solutions’ 범용 S/W에 대한 사전 검증

본 연구에서는 ‘FDTD Solutions’ 범용 S/W를 이용하여 부분

방전 특성해석을 처음 시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케이블에 

적용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전 검증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XLPE 케이블에서 부분방전 펄스의 전파속도는 

165~170 [m/㎲] 정도이며[10], 도체, 절연체 및 반도전층의 두께

와 물성치에 따라 달라진다. ‘FDTD Solutions’ 범용 S/W를 이용

하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적

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구성요소 크기
도전율 

[S/m]
비유전율

도체 30 [mm] PEC -

내부반도전층 2 [mm] 1 3

XLPE 절연층 10 [mm] 1×10-16 2.3

외부반도전층 2 [mm] 1 3

금속 시스 3 [mm] PEC -

케이블 길이 5 [m] - -

* PEC : Perfect Electric Conductor

(완전도체로 도전율 무한대 적용)

표    1 XLPE 케이블 FDTD 시뮬레이션 적용 물성치

Table 1 Values of FDTD simulation for XLPE cables

부분방전 펄스 전파 시뮬레이션을 위한 부분방전 펄스 파형은 

그림 2와 같이 펄스 폭 1ns를 갖는 가우시언형 펄스를 사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결함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펄스 파형은 

매우 빠른 파형으로 주위 매질에 따라 0.1∼10 ns 정도[6,7]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상기 값을 적용하였다. 주입한 펄스의 크기는 

0.9 [V]로 적용하였다.

그림 2 모의 부분방전 주입펄스 형태

Fig. 2 Artificial partial discharge(PD) pulse waveform

그림 3 모의 XLPE 케이블에 대한 부분방전 펄스 전파 시뮬레이

션 결과

Fig. 3 Simulation result of PD pulse propagation for the 

XLP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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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BA 및 PMJ 부분방전 펄스전파 시뮬레이션의 적용 물

성치

Table 2 Values of PD pulse propagation simulation for EBA 

and PMJ

구성요소 도전율 [S/m] 비유전율

도체 PEC -

내부반도전층 1 3

XLPE 절연층 1×10-16 2.3

외부반도전층 1 3

고무 (EPDM) 1×10-14 3

고무 (LSR) 1×10-14 3

금속 시스 PEC -

* PEC : Perfect Electric Conductor 

   (a) EBA 모델링                   (b) 센서 장착 위치

  (a) EBA modelling         (b) Position of installed sensors

그림 4 EBA 부분방전 펄스 파형 시뮬레이션 모델 및 파형 측정 

센서 위치

Fig. 4 Simulation model of PD pulse waveform for EBA 

and positions of installed sensors

그림 5 EBA 동박스 하단 Box 2 위치에서의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 at the position of Box 2 in the 

EBA copper box

그림 3은 표 1의 모델케이블에 대해 그림 2와 같은 펄스가 케

이블의 0m 위치에 주입되었을 때 각각 1, 2, 3, 4m 위치에서 나

타난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반도전층의 존재로 인해 크기가 크게 

감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때 계산된 펄스 전파속도는 약 

165m/㎲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XLPE 케이블에

서 펄스 전파속도[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시뮬레이션

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3. XLPE 케이블 시스템 EBA(기중종단 접속함)에서의 

부분방전 펄스전파 시뮬레이션

3.1 EBA 모델링

송전 XLPE 케이블 EBA에서 부분방전 펄스파형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과 적용한 물성치를 각각 그림 4 및 표 2에 나타내었

다. XLPE 케이블 도체의 단면적은 1200 mm2로 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이 XLPE 케이블 시스템에서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접속함의 스트레스콘(SRC) 3중점 부분에 모의 부분방전 펄스를 

주입하였다. 부분방전 펄스는 발생 후 케이블 시스템의 양쪽 방

향으로 전파하게 되므로 +z축 방향 및 –z축 방향에 대해 시뮬

레이션 한 뒤 2가지 경우를 합성하였다. EBA에서 부분방전 펄스 

시뮬레이션 파형을 확인하고 센서 설치 위치에 대한 적절성 파

악을 위하여, 현장 측정에서 전자파 센서의 경우 EBA 하단 동박

스에 부착하여 측정하고 HFCT(High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의 경우에는 접지선에 장착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그림 4(b)와 같이 센서 위치에 대해 동박스에 3곳 및 접지선에 

4곳을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3.2 EBA에서 부분방전 펄스파형 전파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그림 5는 ‘Box 2’ 위치에서 부분방전을 측정할 경우 나타난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모의 부분방전 펄스가 주입된지 약 7ns 후

에 -z 방향으로 먼저 전파된 파형이 측정되고, 이어서 +z 방향으

로 전파한 펄스가 접속함내부 구성요소들의 임피던스 차이에 의

한 반사파가 발생하여 첫 피크 이후 반대극성의 피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 파형은 상당히 감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은 접속함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부분방전 펄스 

파형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한편 접속함 스

트레스콘의 3중점에 주입한 모의 부분방전 펄스는 약 7ns 정도 

후에 센서에 도착하고 있으므로 1m 정도 떨어진 거리를 고려하

면 약 140m/㎲로 계산된다. 이는 케이블에서의 전파속도인 

165m/㎲ 보다 늦은 속도로서 접속함의 임피던스가 케이블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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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박스 표면에 센서 설치 위치별 파형 특성

(a) Waveform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ifferent 

position of installed sensors at the copper box of EBA

(b) 동박스 표면에 센서 설치 위치별 파형의 크기

(b) Magnitudes of waveform according to the different 

position of installed sensors

그림 7 EBA 모델 동박스 위치별 시뮬레이션 파형 

Fig. 7 Simulated waveform according to the different 

sensor position at the copper box of EBA model

(a) 345kV XLPE 케이블 EBA 부분방전 추정 파형의 2가지 사례

(a) Two examples of on-site measured PD pulse waveform 

in EBA of 345kV XLPE cable system

(b) 송전 XLPE 케이블 EBA 도체인출봉 모의 펄스 주입시 측정 

파형 [4]

(b) Measured waveform for the artificially injected pulse to 

the conductor of EBA of transmission XLPE cable system 

[4]

그림 6 EBA 부분방전 추정 펄스파형 측정 사례

Fig. 6 Examples of on-site measured PD pulse wave- form 

in EBA

그림 6은 현장에서 EBA 부분방전 신호로 추정되는 파형과 준

공시험시 모의 펄스를 주입한 경우의 파형이다. 모든 경우 첫 번

째 피크에 이어서 반대 극성의 두 번째 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EBA의 크기, 구성품의 재질, 펄스 발생 위치 등에 따라 파형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 피크에 이

어 반대극성의 반사파 피크가 뒤따르는 형태가 독특한 특성으로 

판단된다. 현장 측정의 경우에 비해 그림 5의 시뮬레이션 파형은 

상당히 높은 주파수 성분을 보이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것은 1ns 가우시언형 펄스를 주입하여 고주파 성분이 그대로 시

뮬레이션 되었고, 현장에서는 케이블 구조 및 재질의 차이와 설

치형태의 다양성, 시스외부에서의 TEV(Transient Earthing 

Voltage) 발생과 전파 및 센서의 측정원리 및 주파수 특성 등으

로 인해 측정파형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현장 측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져 시뮬레이션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은 동박스에서 설치위치에 따른 부분방전 펄스파형 시

뮬레이션 결과이다. Box 3 위치 쪽 즉, 동박스 하단 쪽으로 갈수

록 반사파로 인하여 전체적인 펄스 파형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b)의 시뮬레이션 펄스 파형의 정극성과 부극

성 피크의 크기를 비교한 것을 보면 동박스 하단 쪽으로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8은 동박스에 연결된 접지선에 나타나는 모의 주입

펄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동박스에서의 측정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반대극성의 두 번째 피크가 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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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BA 접지선 위치별 시뮬레이션 파형 

Fig. 8 Simulated waveform according to the different 

sensor position at the ground wire of EBA model

그림 9 중간접속함(PMJ) 모델의 구성 및 센서 위치

Fig. 9 Simulation model of PD pulse waveform for PMJ and 

positions of installed sensors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그림 10 PMJ의 각 위치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

Fig. 10 Simulated waveform according to the different 

sensor position at the PMJ model

의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접지선

에는 HFCT 센서를 적용하며 대부분 측정 주파수 상한이 

100MHz 이내이므로 고주파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시뮬

레이션 결과와는 다소 다른 파형으로 추정되며 특히 센서 위치에 

따른 파형 차이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4. XLPE 케이블 시스템 PMJ(중간접속함)에서의 부분방전 

펄스전파 시뮬레이션

4.1 PMJ 모델링

송전 XLPE 케이블 PMJ(Pre-Moulded Joint)에서 부분방전 펄

스파형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전술한 EBA와 

유사하게 XLPE 케이블의 도체는 1200mm2 로 하여 그림 9와 같

이 PMJ를 모델링하였고 여기에 적용한 각 부분의 물성치는 표 2

와 같다. 부분방전 펄스도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반도전 디

플렉터 부분에 주입하였으며, 펄스는 +z축 방향 및 –z축 방향의 

양쪽으로 전파하도록 하여 각각 시뮬레이션 한 뒤 2가지 경우를 

합성하였다. 한편,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PMJ 동박스 표면

의 4곳에 센서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접속함 각각의 측정위치에 

따라 펄스 파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4.2 PMJ에서 부분방전 펄스파형 전파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그림 10은 PMJ의 각 위치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난 펄

스 파형이다. PMJ의 접속부가 있는 쪽 보다는 시공시 작업 공간

으로 비어있는 쪽의 끝 부분이 아주 큰 펄스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펄스의 두 번째 반대극성의 피크가 첫 번째 피크의 크기

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EBA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아울러 그림 11은 PMJ의 각 위치에서 시뮬레이션 파형 

크기 비교를 나타낸 것으로 접속함 비어있는 쪽 끝 부분인 Case 

4의 신호가 매우 크게 나타나 센서 설치의 최적의 위치인 것을 

보이고 있다.



전기학회논문지 67권 1호 2018년 1월

80

그림 11 PMJ의 각 위치에서 시뮬레이션 파형 크기 비교

Fig. 11 Magnitudes of waveform according to the different 

position of installed sensors in PMJ

그림 12 현장 PMJ 부분방전 추정신호 측정 사례

Fig. 12 Examples of on-site measured PD pulse wave- 

form in PMJ

그림 12는 현장에서 PMJ 부분방전 신호로 추정되는 파형을 

전자파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사례이다. 접속함 끝 부분의 신호

가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정부극성의 피크의 크기가 

유사한 점이 본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실제 측정에

서는 진동되는 피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구

조가 모델링한 것보다는 복잡하고 동박스 외부에서 측정할 경우 

TEV(Transient Earthing Voltage)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중첩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장 측정의 경우에는 시간 

축으로 긴 파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10의 경우 매우 짧은 

펄스로만 나타나는 것은 주입파형의 차이, 케이블 구조와 재질 

및 현장 설치조건의 차이, 케이블 시스 외부 측정과 적용 센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중송전 XLPE 케이블 시스템의 EBA 및 PMJ

에서 부분방전 현상에 대한 이해와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방전 펄스파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FDTD 시뮬레이션 기법은 펄스의 전파특

성 및 파형 형성 측면에서 실제 측정결과와 비교할 때 전력케이

블에 대한 부분방전 시뮬레이션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BA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첫 번째 피크 이후 크지 않은 반대

극성의 두 번째 피크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EBA 동박스 

하단 쪽이 측정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MJ에 대

한 해석 결과에서는 반대극성의 두 번째 피크의 크기가 첫 번째 

피크에 상당하는 정도로 크기 나타났으며 PMJ 동박스 끝 쪽의 

측정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현장 측정결과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본 시

뮬레이션이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현장 부분방전 측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보다 실제적인 구조 및 타 

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의 부분방전 펄스파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력 케이블의 부분방전 현상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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