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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System of Underground Power Cable Using Half-period 

Modulated Transmission Waveform and Earth Electric Potential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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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ecise detection of electric leakage point of underground power cable is very important to reduce cost and 

time of maintenance and prevent electric shock accident through expedite repair of electric leakage point. This paper proposes 

a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system underground power cable using of half-period modulated transmission waveform and 

earth electric potential measurement. The developed system is composed of transmitter to generate the wanted pulse 

waveform, receiver to measure and display earth electric potential by the transmitted pulse in electric leakage point and PC 

Software program to display of GPS coordinate on detection cable line. The performance of the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system was tested in the constructed underground cable leakage detection test bed. The test results on signal generation 

voltage precision of signal transmitter, mean detection earth voltage, mean detection leakage current and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error showed the developed system can be used in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underground power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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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국내에서 전력 케이블의 지중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런

던, 파리 등의 유럽 대도시는 지중화가 거의 100% 정도 이루어

져 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하여 지중화율이 낮지

만 도심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지중 케이블의 증가와 함께 누전 등으로 인한 전기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01년 7월 가로등 ․ 신호등 

케이블 선로의 누전으로 인해 19명의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2].

특히, 저압 지중 케이블은 굴착 공사나 지반 침하 등에 의한 

케이블 손상과 지중의 습기로 인해 누전의 우려가 있다. 지중 케

이블의 누전 개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탐지

를 통한 빠른 개수공사가 필요하다[3]. 하지만, 정확한 누전 위치

의 확인이 어려워 넓은 지역의 굴착 공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누전 

위치 확인을 통하여 빠른 보수 공사와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저압 지중 케이블의 누전 위치 확인에 있어 전선 손상 부분이 

대지와 접촉이 되지 않을 경우, 건전 상태에서는 누설 전류 경로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연 저항 및 누설 전류 측정으로는 

누전 여부 검출과 그 위치의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저압 지중 케이블의 누전 위치를 탐지하는 방법으로는 대지전

위 측정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정전상태에서 지중 케이블 선

로에 송신기를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인가하고, 누전점

에서 유출되는 누설 전류에 의한 대지전위를 수신기의 탐지극으

로 측정하여 누전점의 위치를 탐지하는 방식이다[4].

기존의 누전점 탐지 장비와 같이 AM 변 ․ 복조를 이용하여 송

신파와 측정 대지전위를 동기화하여 측정하는 방식은 자기장센서

를 사용해야 하며, 작은 파워의 송신파를 측정하기 위한 충분한 

성능의 자기장센서를 사용해야 되므로 비교적 고가이다[5~7]. 

또한, 기존 방식은 송신기의 주파수, 출력 Level, Mode 설정이 

송신기에서만 할 수 있어 송신기 조작과 수신기 조작을 위한 인

력을 따로 두어야 하며, 1인 측정시에는 송신기 조작을 위하여 

측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왕복 이동을 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8]에서 제안한 구형파의 반주기에 

정현파를 합성한(변조한) 송신파를 지중선로에 인가하고, 누전점

에 의한 대지전위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지중 케이블 누전

점 탐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GPS를 이용한 위치표시 그리

고 방향 표시 방법을 기존과 달리하여 기존의 장비 보다 사용상

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개발된 누전점 탐지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위해 0.6m 그리고 

1.2m 깊이에 지중 케이블을 매설한 누전 검출 시험장을 구축하

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송신기의 신호 전압 정밀도, 최소 감지 대

지 전압, 최소 감지 누설 전류 실험 그리고 누전점 탐지 오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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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누전점 탐지방법

Fig. 1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method

그림 2 누전점에서 대지전위 파형의 반전

Fig. 2 The inversion of earth electric potential wave in 

leakage point 

   

(a)                        (b) 

그림 3 탐지극 구성에 의한 누점점 표시 (a) 탐지극 구성 (b) 누

전점 표시

Fig. 3 Electric leakage point display by configuration of 

detection electrode (a) configuration of detection 

electrode (b) leakage point display

그림 4 신호 송신기 구조

Fig. 4 Structure of signal transmitter

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2. 시스템 설계 및 개발

2.1 누전점 탐지 원리 및 시스템 기본 구조

저압 지중 케이블의 누전점 위치 탐지는 그림 1과 같이 지중 

케이블 선로에 특정 저주파 신호를 인가하는 송신기를 이용하여 

누전점과 송신기 접지극 사이의 대지귀환전류를 형성하여 지면에

서 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4]. 누전점 부근이 전

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선로를 따라 전위를 측정하면 누전점에서 

전위는 그림 2와 같이 위상반전이 발생하게 된다. 위상반전이 발

생한 지점에서 선로의 직교방향으로 다시 전위 위상반전을 측정

하면, 정확한 누전점을 탐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반주기 변조된 송신파형을 이용한 대지전위 

측정방식의 누전점 탐지 시스템은 신호를 케이블에 인가하기 위한 

송신기 그리고 대지로부터 탐지극을 통해 입력된 다양한 크기의 

신호를 변화하여 표시하는 수신기(receiver) 형태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의 2개의 탐지극을 이용했을 경우와 달리 그림 3(a)

과 같이 직교 방향의 전위를 동시에 측정 및 표시할 수 있도록 

3개의 탐지극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그림 3(b)와 같이 수

직과 평행의 자기장 벡터 성분을 측정할 수 게 되며, 각 축의 삼

각 함수 계산을 통해 누전점 방향 성분의 자기장 벡터를 계산하

고,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2.2 신호 송신기

신호 송신기는 그림 4와 같이 제어신호 입력을 위한 스위치( 

s/w), 밧데리와 충전기를 내장한 전원부, 수신기의 조작명령 및 

송신기의 현재 상태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Zigbee 통신부, 

7segment와 LED로 구성되어 송신기의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Display부, 주변장치를 제어하고 신호 발생 명령을 전달하는 제

어부(controller), 신호발생부(signal generator) 등으로 구성된다.

신호발생부는 프로세서(micom)를 통해 ANALOG DEVICE사의 

파형 발생(waveform generator) IC AD9833을 이용하여 원하는 

주파수를 갖는 파형을 생성한다. AD9833은 28bit 분해능으로 

0~12.5Mhz 주파수를 발생할 수 있으며, 정현파, 삼각파 및 사각

파와 같이 파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출력파형의 크기 분해능

은 10bit로서 최소 38mV, 최대 0.65V를 출력할 수 있다. 

케이블 고장 위치를 검출하는 고장 검출 모드(fault-find 

mode)에서는 2개의 파형(구형파와 정현파)을 중첩할 수 있도록

AD9833을 2개 사용하였다. 또한 케이블 매설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 모드(locate mode에)서는 1개의 AD9833를 이용하여 신호

를 발생시킨다. AD9833의 신호는 증폭기를 통해 30Vrms 크기로 

증폭되며, 신호의 크기는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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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호 수신기의 구조

Fig. 5 Structure of signal receiver

인 TC1320으로 제어한다.

구형파에 정현파를 중첩하는 고장 검출 모드의 경우, 구형파 

발생은 프로세서에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신호를 발생하

고, 이 신호는 Half-Bridge회로를 통과한 후 Full-Bridge회로를 

이용하여 신호를 증폭하고, 파형 발생기 IC에서 발생한 정현파와 

가산하여 출력을 발생하게 된다.

AD9833을 이용하여 44Vdc 또는 88Vdc 크기를 갖는 8Hz 구

형파 신호에 30Vrms 크기를 갖는 256Hz~24kHz 정현파 신호를 

중첩시키기 위한 타이밍은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하며, 8Hz 신

호의 rising-edge 발생 후 15ms 이후부터 30ms 동안 중첩시킨

다. 이 때 출력신호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출력 전압과 전류

를 감지하고, AD736을 이용하여 교류형태의 전류, 전압신호를 

rms DC level로 변환하여 프로세서의 A/D port로 입력한다. 

2.3 수신기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케이블로 입력된 신호를 취득한 후, 원하

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 추출 및 분석하여 케이블 누전위치를 

측정 및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기는 그림 5와 같이 제어신호 입력을 위한 스위치(s/w), 

밧데리와 충전기를 내장한 전원부, 송신기의 제어명령을 송신기

로 이송하고, 송신기의 현재 상태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Zigbee 통신부, 7segment와 LED로 구성되어 송신기의 상태정보

를 표시하는 Display부, 32bit 프로세서, GPS 데이터 수신부, 현

재위치 및 데이터 값 등을 저장하는 memory부 등으로 구성된다. 

송신기에서 발생한 8Hz 구형파에 256Hz ~ 24kHz의 정현파를 

합성한 신호를 누전점 근처에서 측정하는 경우, 송신기에서 발생

된 신호는 대지상황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입력된다.

따라서 프로세서는 송신기의 신호로 선택된 주파수에 적합한 

시간 간격으로 타이머 인터럽트를 설정하고, 초기 이득(Gain)을 

5단계로 설정한 한다. 그 이후 ADC port로 입력된 신호의 크기

가 아날로그 신호 입력범위인 0~3.3V의 범위보다 큰 경우에는 

각각의 채널별로 이득을 증폭하고, 적은 경우에는 이득을 감소시

켜 적정 크기의 신호로 변환한다. 

입력신호는 크기 변환부를 통해 제어된 후, 1ms 타이머 인터

럽트를 통해 rising-edge와 falling-edge를 판단하고, 이때의 각

각 2주기 신호를 ADC를 통해서 취득한다.

2채널 8Hz High와 Low 구간의 샘플링된 데이터 신호를 이산 

퓨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실시한 결과가 채널별

로 8Hz 구형파 신호의 High와 Low 어느 부분에 해당 주파수 신

호가 측정되었는지 판단한 후, 채널별 해당 신호 주파수의 크기를 

최초 이득값을 이용하여 크기 신호정보를 포함하여 복원한다. 

마지막으로 채널별 8Hz의 High와 Low 구간의 신호 유무 정

보와 이득 설정값을 계산한 해당 주파수의 크기 정보를 근거로 

누전점의 위치를 그림 6과 같이 30° 간격으로 360° 모든 방향으

로 Display부를 누전점을 지시하게 된다. 즉, 그림 6에서와 같이 

누전점이 위치가 케이블 경로의 전방향에 위치한 경우는 가장 근

사한 하나의 화살표를 표시하는 LED만 켜지고, 후방의 경우는 

전방향 화살표를 표시하는 LED는 꺼지고, 나머지 전체 화살표를 

표시하는 LED가 켜지게 하였다.

2.3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수신기에서 측정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후 PC S/W에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실행하면 그림 7과 같이 측정시의 Data, 

측정조건, GPS 좌표를 인터넷 지도상에 연동하여 보여줄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림 7에서 메뉴상의 열기는 수신기의 메모리에 저

장된 파일을 입력하여 실행하는 기능이다. 또한 저장 메뉴는 실

행된 지도 결과를 JPG 그림파일로 저장함과 동시에 측정데이터

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CSV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이다. 

그림 6 누전점 방향의 표시 방법

Fig. 6 Display method of electrical leakage point direction

그림 7 PC 프로그램 

Fig. 7 P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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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

3.1 누전점 검출 실험장

개발된 누전점 탐지시스템의 최소 누설전류 감지 및 누전점 

탐지 오차 등의 측정 성능시험을 위해 그림 8과 같이 TFR-CV 

2C6SQ 케이블 6회로를 0.6m와 1.2m 깊이로 회로 당 14m 길이

로 매설하였고, 누전점을 6개소 발생시켰다. 누전을 발생시키기 

위해 누전점 발생 위치에서 케이블 외부 피복을 100m 정도, 내

부 피복을 50mm 정도 제거하였다. 분전함을 통해 전원을 공급

하였고, 가변저항을 통해 누설전류의 크기를 조절하게 하였다.

그림 8 누전점 탐지 시험장 평면도

Fig. 8 Test site plan for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3.3 신호 전압 정밀도 실험 및 결과

누전점 탐지시스템의 송신기 출력 전압의 최대 허용 변동 범위

를 신호 전압 정밀도라 한다. 발신기에서 8Hz 구형파의 크기는 

50% 출력의 경우 DC 44Vpp, 100% 출력의 경우 DC 88Vpp가 출

력된다. 최대출력인 DC 88Vpp의 변동범위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

하여 그림 9와 같이 측정하였으며, 그림 10과 같이 DC 86Vpp로 

측정되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다.

그림 9 신호 전압 발생 실험 방법

Fig. 9 Test method for signal voltage generation 

그림 10 신호 전압 측정결과

Fig. 10 Measurement result of signal voltage

3.3 최소 감지 전압 실험 및 결과

누전점 탐지시스템에서 지표상의 대지전위를 측정하여 누전점

을 탐지할 때 수신기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전압을 감지 전압

이라 한다. 최소 감시 전압은 전원공급기, 고정저항, 가변저항 등

을 이용하여 DC Bias된 8㎐, Duty 0.5의 구형파를 1~15㎷ 범위

에서 1㎷ 단위로 생성하여 수신기에 탐지극 방향을 변경하면서 

인가하였고, 전압 위상 반전이 감지되는 최소 전압을 그림 11과 

같이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8mV 이상부터는 수신기 LED가 표시

되었고 이는 결국 개발된 시스템은 대지 전위가 8mV 이상에서 

누전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감지전압 실험 방법

Fig. 11 Test method for detection voltage

3.4 최소 누설 전류 측정 시험 및 결과

누전점 탐지시스템에서 지중선로의 누전점을 탐지할 수 있는 

최소 누설 전류를 감지 누설 전류라 한다. 그림 12와 같이 발신

기를 이용하여 단일 지점의 누전점을 가지는 직선 지중선로에 8

㎐, 44V 구형파와 8㎑ 정현파를 합성한 송신파를 지중 선로에 

인가하고, 발신기의 출력 Level 조정과 지중선로에 연결해 둔 가

변저항 조정으로 지중선로의 누설 전류를 조정한다. 이 때 수신

기에서 누전점 탐지오차 범위내에서 탐지할 수 있는 최소 누설 

전류를 측정한다. 

실험결과 지중선로에 송신기로 그림 13과 같이 1㎃의 누설 전

류를 흘린 뒤 수신기로 측정한 결과 누전점 주위에서 위상 반전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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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누설전류 감지 실험 방법

Fig. 12 Test method for leakage current detection

그림 13 저항을 이용한 누설전류(1mA) 파형

Fig. 13 Leakage current(1mA) waveform using resistance

그림 14 누전점 탐지오차 실험 방법

Fig. 14 Test method for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error 

3.5 누전점 탐지오차 실험 및 결과

누전점 탐지에 있어 그림 14에서와 같이 탐지 목표점은 지중

선로 누전점에서 지표 방향으로 수직선을 연결할 때 지표상과 수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지중선로에 단일 지점의 누전점 조건에

서 발신기로 지중선로에 신호를 인가하고, 지중선로를 따라 지표

상에서 대지전위를 측정하여 위상 반전이 발생하는 지점을 탐지

점이라 한다. 이렇게 누전점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탐지한 탐지

점과 탐지 목표점과의 거리를 누전점 탐지오차로 정의하였다.  

그림 15는 누전점 탐지오차 실험 장면이며, 그림 8의 시험장

에서 누전점이 지중선로를 따라 전방향인 경우는 그림 16(a)와 

같이 측정 방향과 가장 근사한 하나의 LED가 켜져 누전점 근처

로 갈 수 있었고, 누전점을 지나친 경우는 그림 16(b)와 같이 측

정 방향의 반대 방향 LED는 꺼지고, 나머지 LED 전체가 커지게 

되어 누전 위치를 찾게 된다. 그림 8의 6개의 누전 개소에 대한 

실험결과 탐지오차가 15~18 ㎝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15 누전점 탐지 오차 실험 장면

Fig. 15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error test scene

 

(a)

(b)

그림 16 누전점 탐지 오차 실험에서 위상 반전 표시 (a) 전 방향 

(b) 후 방향

Fig. 16 Phase reversal display in electric leakage point 

detection error test (a) the front direction (b) the 

rear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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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구형파 반주기에 정현파를 변조한 송신파에 의

한 대지전위측정 방식을 이용한 지중선로 누전점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신호 송신기의 신호 전압 정밀도, 최소 감지 대지 전

압, 최소 감지 누설 전류 실험 그리고 누전점 탐지 오차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8mV 이상의 대지 전압과 1mA 이상이 누설

전류가 발생한 경우 감지가 되며, 누전점 탐지 오차 실험의 결과 

최대 오차는 18cm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장비와 달리 1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수신기에서 송신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

록 개발하였다. 이는 송신기를 설치하고 동작시킨 후에는 수신기 

조작만으로 수신기와 송신기를 모두 제어할 수 있으므로 1인 측

정이 용이하고, 측정 시간의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중 케이블이 도로를 건너는 경우와 같이 케이블 선로

를 따라 대지전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대지전위측정방식이 

한계를 갖게 되므로, 새로운 방법과 병행하여 측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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