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 고장 위치 검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

는 STDR(sequence time domain reflectomerty) 및 SSTDR

(spread spectrum TDR)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시간 주파수 상관 분석을 이용

하여 기준신호(reference signal)의 상관계수 최댓값 위치를 검

출 한 후 기준신호를 제거하여 반사신호의 상관계수의 최댓값

위치를 검출하는 2단계 과정을 갖는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저

압 전력 케이블의 단선 및 합선 고장 검출 실험에서 보편적인

STDR 및 SSTDR 방법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입증하였다.

1. 서론

STDR 및 SSTDR은 자기상관(Auto correlation) 성질이 좋

은 의사 잡음 수열(PN code) 신호 또는 의사 잡음 수열을 정

현파 신호를 사용하여 변조(modulation)한 신호를 케이블에 기

준신호(reference signal)로 인가한 뒤, 고장 지점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와의 상호 상관(cross correlation)을 통해 상관

계수의 최댓값을 계산하고 최댓값 간의 시간차와 위상을 검출

하여하여 고장 위치와 고장 유형을 판별한다[1 3]. 이러한

SSTDR은 케이블 고장 위치가 멀어 신호 감쇠가 클 경우 고장

의 정확한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고장 위치 계산이 어려워져 오

탐지율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TDR 및 SSTDR을 이용한 케이블 고장 검

출에 있어 같은 길이의 수열을 사용하더라도 보다 먼 거리의

고장 위치 탐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가 신호 제

거 기법과 시간 주파수 상관(time frequency correlation) 분석

을 사용하였고, 그 성능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2. 본론

2.1 STDR 및 SSTDR의 개선 알고리즘

STDR 및 SSTDR은 시간 상관 분석에 의해 인가신호와 반

사신호의 시간차를 구하고 고장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 영역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고장 거리가 멀어 신호

감쇠가 크거나 경미한 고장으로 인해 반사신호가 작게 될 경

우, 인가신호에 대한 상관함수 부분의 사이드로부(sidelobe)가

반사신호에 대한 상관함수 부분의 메인로부(mainlobe)보다 크

기 때문에 정확한 반사신호의 위치를 검출하기 어렵게 된다.

STDR 및 SSTDR의 케이블 고장 판별 및 위치 탐지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준신호를 제거하고

시간 주파수 상관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먼저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준신호와 반사신호에 대해 위그너

빌 분포(WVD, Wigner Vill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시간 주

파수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기준신호의 최댓값의 위치 를 찾

아 기준신호의 위치를 구한다. 다음으로 반사된 신호 로부

터 기준신호 를 제거하여    
를 만들고

와 의 시간 주파수 상호 상관함수의 최댓값 를 찾는

다. 마지막으로 최댓값간의 시간 차이 
 

를 계산하여

케이블 고장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그림 1 제안된 방법

Fig. 1 The proposed method

2.2 실험 및 결과

STDR 및 SSTDR를 이용한 케이블 고장 위치 검출 실험을

위해 그림 2에서와 같이 NI사의 임의파형 발생장치 모듈, 디지

털 오실로 스코프 모듈 그리고 제어용 PC로 구성된 실험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NI사의 임의파형 발생장

치와 디지털 오실로 스코프는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에서 신호 발생 및 측정의 제어가 가능하다. 케이블 인가되

는 PN sequence는 길이 7(M=3)인 M 수열을 사용하였고,

1chip의 길이는 10으로 하여 최종 수열의 길이는 70으로 하였

다. 이러한 수 인가신호는 NI사의 LabView를 이용하여 개발된

케이블 고장 위치 검출을 위한 STDR 및 SSTDR의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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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하고 임의파형 발생장치를 제어하여 케이

블에 인가되며, 반사된 신호는 디지털 오실로 스코프 모듈을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

케이블에 신호를 인가하고 반사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임

의파형 발생장치 및 오실로 스코프에 연결된 케이블 접속점까

지의 신호선의 길이는 약 2m이고, 그 연결은 그림 3과 같이

T connector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실험 대상 케이블은FR CV

2C6SQ 59.9m, 120m, 152.5m 그리고 FR CV 3C10SQ 200m로

단선 및 합선 고장을 발생시켜 사용하였다.

그림 2 실험 시스템 구성

Fig. 2 Experimental system setup

보편적인 방법과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표 1과

2에 나타내었다. 케이블 고장 검출 실험 결과 보편적인 STDR

및 SSTDR 두 가지 모두 120m 이상부터는 주변 접속점의 상

관계수나 기준신호의 부엽보다 반사신호의 상관계수가 작아서

자동으로 고장을 판별하고 거리를 계산하는데 있어 오류가 발

생하였다.

하지만 기준신호 제거와 시간 주파수 상관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실험 대상 케이블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고장점의

상관계수 최댓값이 기준신호 제거와 시간 주파수 상관 분석 및

정규화 효과로 인해 거의 1에 가까워 고장 구분이 명확해졌다.

특히, 활선 상태에서 실험결과 보편적인 STDR과 SSTDR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여 고장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고 측정 오차

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1 활선 상태에서 보편적인 STDR과 제안된 STDR을 이용한 케이

블 고장 검출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cable fault detection through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STDR in live line

케이블 종류 

및 길이

고장 

종류

STDR_M=3(L=7)

보편적인 방법 제안된 방법

측정 거리 (m) 오차(%) 측정 거리 (m) 오차(%)

CV2C6SQ_59.9m
단선 59.06 0.14 59.06 0.14

합선 59.822 0.13 59.822 0.13

CV2C6SQ_120m
단선 Error Error 120.2 0.17

합선 120.2 0.17 120.2 0.17

CV2C6SQ_152.5m
단선 Error Error 154.31 0.12

합선 Error Error 154.31 0.12

CV3C10SQ_200m
단선 Error Error 198.924 0.5

합선 Error Error 202.014 1.01

표    2 활선 상태에서 보편적인 SSTDR과 제안된 SSTDR을 이용한 케이

블 고장 검출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cable fault detection through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SSTDR in live line

케이블 종류 

및 길이

고장 

종류

SSTDR_M=3(L=7)

보편적인 방법 제안된 방법

측정 거리 (m) 오차(%) 측정 거리 (m) 오차(%)

CV2C6SQ_59.9m
단선 57.155 4.58 59.06 1.4

합선 59.06 1 4 59.06 1.4

CV2C6SQ_120m
단선 Error Error 120.02 0.017

합선 Error Error 118.115 1.57

CV2C6SQ_152.5m
단선 Error Error 150.5 1.31

합선 Error Error 150.5 1.31

CV3C10SQ_200m
단선 Error Error 197.78 1.11

합선 Error Error 197.78 1.11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STDR 및 SSTDR를 이용한 케이블 고장 검

출 방법에서 신호 감쇠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케이블 고장과

거리 측정의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간 주파수 상관분석과

기준 신호를 제거하는 기법을 제안하였고 저압 케이블의 고장

검출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제안된 기준신호 제

거 기법과 시간 주파수 상관 기법을 적용한 경우 기준신호의

위치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기준신호가 제거된 반사신호의 상

관계수를 정규화하여, 반사신호가 작더라도 상관계수 최댓값이

거의 1에 가까워져 사이드로브로 인한 오 탐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고장의 종류와 위치의 자동 탐지가 가능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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