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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고장 판별 및 거리 측정 기능을 갖는 휴대용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 개발

Development of Portable Cable Fault Detection System with Automatic Fault Distinction 

and Dista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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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portable cable fault detection system with automatic fault distinction and distance 

measurement using time-frequency correlation and reference signal elimination method and automatic fault classification 

algorithm in order to have more accurate fault determination and location detection than conventional time domain 

refelectometry (TDR) system despite increased signal attenuation due to the long distance to cable fault location.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system method was validated via an experiment in the test field constructed for the 

standardized performance test of power cable fault location equipments. The performance evaluation showed that accuracy of 

the developed system is less than 1.34%. Also, an error of automatic fault type and location by detection of phase and peak 

value through elimination of the reference signal and normaliza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utomatic fault classification 

algorithm not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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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선, 합선 등과 같은 케이블 고장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사파 계측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 반사파 계측법은 케이

블에 측정용 신호인 펄스를 인가한 후 케이블의 종단 혹은 특성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이상점에서 반사파를 생성하게 되고, 반사

된 펄스를 검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케이블의 종단 혹

은 이상점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며, 고장의 형태(단선 혹은 합선)

는 반사되어 검출된 펄스의 모양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2].

케이블 고장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케이블에서 전

자파가 진행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VOP (velocity of 

propagation)를 사용하여 식 (1)로 계산한다[2]

 

×    
                   (1)

여기서 D는 케이블 길이이고, Vp는 전파속도(VOP), 은 반

사파 검출 시간 그리고   주입신호(기준신호) 시작 시간을 의미

한다.

반사파 계측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케이블에 인가되는 신호

와 반사된 신호를 시간 영역에 분석하는 TDR(time domain 

refletometry) 기법과 케이블에 인가하는 신호를 정현파 신호를 

사용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는 FDR 

(frequency domain reflectometer)로 나눌 수 있으며 주입신호를 

첩(chirp) 신호를 사용하여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모두에서 

분석하는 TFDR (time-frequency domain refelctometry) 기법으

로 분류할 수 있다[3-4]. 

그림 1 반사파 계측법의 분류

Fig. 1 Classification of reflectometry

또한 주입되는 신호가 수열을 사용하는 STDR (sequence Time 

domain reflectometry) 및 SSTDR (spread spectrum Time 

domain reflectometry)기법과 혼합 신호를 사용하는 MSR(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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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reflectometry)과 반사되는 신호들의 중첩부에 의해 만들어

지는 정상파(Standing wave)를 측정하는 SWR(standing wave 

ration) 방식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3, 5-7]. 

이러한 반사파 계측법들은 각기 다양한 장·단점을 갖고 있다. 

활선에서 측정 가능 여부, 간헐적인 고장을 검출할 수 있는지 여

부, 측정거리, 측정오차의 부분, 시스템의 구현했을 때 장치 비용

문제 등에 있어 장단점이 존재하게 된다[3]. 따라서 상황별로 기

법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해야 된다. 

예를 들어, 펄스를 입력하였을 경우 이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실제 배선에서는 펄스의 모양 변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 실제 케

이블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유효 측정거리가 달라지게 되거나 거

리별 오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할 경

우에는 관련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사파 계측법들은 케이블 신호를 인가한 후 고장위치에

서 반사 신호를 검출하는 방식의 특성 상 케이블에서 신호 손실

이 발생하여 측정 거리에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주파수 분석의 

경우 케이블 종류 및 거리에 따른 주파수 감쇠 등 다양한 사양

들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고장위치를 검출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 인가신호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

호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동시에 짧은 시간 간격의 데이터를 수

집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반사파 계측법을 이용한 케이블 고장 위치 검출 장치

의 대부분은 TDR 방식이다. TDR은 인가신호로 펄스를 사용하

고, 사용자가 반사되는 신호의 파형을 보고 고장 유형과 거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거나 노이즈 환경에서 반사파형이 변

형될 경우,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고장을 잘못 판단하거나 오

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3]. 이러한 TDR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법 중 하나로, 대역확산 기술을 응용하여 케이블에 인가되는 

신호로 수열을 사용하는 STDR 및 SSTDR 기법이 개발되었다

[5-7]. 

본 논문에서는 STDR 및 SSTDR에서 같은 길이의 수열을 사

용하더라도 보다 먼 거리의 고장 위치 탐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논문[8-9]에서 개발한 인가신호 제거 기법과 

시간-주파수 상관(time-frequency correlation) 분석 기법과 더

불어 단선, 합선 및 접촉불량 고장의 종류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를 개발하였고, 

그 성능 시험을 실증 시험장을 구축하여 실시하였다. 성능시험 

결과 개발된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는 측정 오차가가 1.34%이하

였고, 단선, 합선 및 접촉불량 고장의 자동 구분이 가능하였다.

2. 케이블 고장 자동 검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 고장을 검출하고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인가신호 제거 기법과 시간-주파수 상관 분석 기법을 STDR 및 

SSTDR에 적용하였다[8-9]. 이 방법은 기존의 STDR 및 SSTDR

의 케이블 고장 판별 및 위치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림 3에서와 같이 기준신호를 제거하고 시간-주파수 상관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먼저 그림 2에서와 같이 기준신

호와 반사신호의 시간-주파수 상관 분석을 이용하여 기준신호(케

이블에 인가되는 신호)의 최댓값의 위치 를 찾아 기준신호의 

위치를 구한다. 다음으로 반사된 신호 로부터 기준신호 

를 제거하여    를 만들고 와 의 시간

-주파수 상호 상관함수의 최댓값의 위치 를 찾는다. 마지막으

로 최댓값간의 시간 차이    를 계산하여 케이블 고장위

치까지의 거리를 식 (1)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그림 2 인가신호 제거와 시간-주파수 상관 기법

Fig. 2 Reference signal elimination and time-frequency 

correlation method

  

×               (2)

여기서, 는 케이블의 전파속도이며, 는 인가신호와 반사

신호의 상관값에 있어 최댓값의 시간 차이를 의미한다. 

케이블의 거리 계산과 더불어 고장의 종류를 자동으로 판별하

기 위해서는 케이블의 고장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 그림 3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림 3 케이블 고장 종류의 자동 판별 

Fig. 3 Automatic distinction of cable fault type

먼저, 측정한 반사신호의 위치가 반복 측정 시 마다 케이블 길

이의 2% 범위 내에서 늘 같으면, 고장이 없거나 합선, 단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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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인 경우로 판단한다. 반면, 케이블 길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측정 횟수의 30% 이상 일정하게 반사신호가 관측되면 접촉불량

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한 판단을 시작한다. 여기서, 접촉

불량은 접속점에서의 케이블 접속이 반복되는 것으로 정의하였

고, 접속의 반복시간을 100ms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접촉불량 고장 검출을 위한 측정은 1회의 측정으로 고장의 종

류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 번의 반복 측정을 기

반으로 고장 없음, 합선, 반단선, 단선, 접촉불량 고장 중 어떤 상

태인지를 판정하고,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고장의 위치를 추정하

게 된다. 반사신호 위치가 케이블 길이와 늘 같은 경우, 케이블 

끝단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가 관측된 것으로 보고, 고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반사신호 위치가 케이블 길이의 ±2% 이내에서 늘 일정하며 

케이블 길이가 아닌 곳인 경우, 번의 반복 측정에서 번째 관측

된 고장 위치를 라고 하고, 번째 관측된 고장 위치의 상관 값

을   라고 하자. 그러면 고장 위치의 평균을

  



  



                              (3)

로, 고장 위치에서의 상관 값 평균을

  


  



                         (4)

라고 할 때, 에서의 이론적인 상관 값을 

×
 





                 (5)

라고 두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여기서, 는 거리 

에서 반사파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3을 이용한 고장종류의 자

동 판별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상관 값의 평균이 음의 값이면서 그 절대값이 의 절반 이상

이면, ≈이라고 추정하여 합선 고장이라고 판단한다. 

· 상관 값의 평균이 양의 값이면서 그 절대값이 의 절반 이상

이면, ≈이라고 추정하여 단선 고장이라고 판단한다. 

· 상관 값의 평균이 양의 값이면서 그 절대값이 의 20%~50% 

이내이면, 이라고 추정하여 반단선 고장이라고 판단

한다. 

· 상관 값의 평균이 

   


이면,   위치에서 고

장의 가능성이 있지만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번의 반복 측정에서 케이블 길이가 아닌 일정한 

지점에서 번 고장이 관측되는 경우, 번째 측정된 고장 위치

를 라고 하고, 번째 측정된 고장 위치의 상관 값을 

  라고 하자. 그러면 고장 위치의 평균을

  



  



                          (6)

로, 고장 위치에서의 상관 값 평균을

  


  



                        (7)

  라고 할 때, 에서의 이론적인 상관 값을 

 ×
 





                (8)

  라고 두고 

  

                             (9)

  이면   위치에서 접촉불량 고장이라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치에서 접촉불량 고장의 가능성이 있지만 보장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3.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는 그림 4와 같이 

시간영역 및 시간–주파수 영역의 반사파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신

호 발생부 및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부와 반사신호를 수신 

증폭하여 신호처리부로 전송하는 수신신호 처리부, 수신된 신호

를 분석하고 주변 장치를 제어하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4  제안된 시스템의 기본 구조

Fig. 4  Basic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

기준 신호 발생 및 송신부(transmitter)는 펄스와 첩 신호를 

생성하여 케이블에 신호를 인가하는 부분으로 동작 제어부의 

FPGA 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서 동작하게 된다. 케이블 종류 및 

시스템에 맞는 다양한 펄스와 첩 신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위해 

임의의 파형 발생 회로가 수성되며 고속 16bit, 200Msps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을 선택하여 신호의 출력과 선로의 

중앙에서 고장 위치를 검출할 때 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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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발된 시스템

Fig. 5 The developed system

그림 6 개발된 시스템에서 고장 종류 및 거리의 표시

Fig. 6 Display of fault type and distance in the development

system

그림 7 개발된 시스템 실증 시험장

Fig. 7 Test field for testing the developed system

그림 8 탐지오차 시험 방법

Fig. 8 Measurement error test method

내장하게 된다. 신호 발생 및 송신부에서 발생된 신호는 커플러

를 통해 배선에 인가된다. 

측정 대상 케이블에 인가된 신호는 케이블 종단 혹은 이상점

에서 반사파를 생성하여 커플러를 통해 수신부(receiver)로 입력

받게 된다. 입력 신호 중 데이터 수집과 연관이 없는 신호 영역

을 필터(filter)에서 제거한 후 신호의 크기 조정을 위해 신호 증

폭기(amplifier)를 거치고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에 적

합한 레벨로 바이어스 전압을 조정하게 되고 선 처리된 신호는 

데이터 수집부의 16bit, 130Msps ADC를 통해 디지털화되고 

FPGA를 통해 데이터처리부의 메모리로 저장하게 된다.

FPGA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부에서는 신호처리 및 시스템 제

어를 담당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시간축, 주파수의 delay 조절 값

에 따라 적합한 위치로 배치하여 전체 수집된 파형을 복원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해당 파형을 통해 이상점의 위치 및 종류를 

확인하게 된다. 

그림 4의 시스템은 앞서 제안한 STDR 및 SSTDR의 성능 향

상과 자동고장 판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12.1인치 터치 패널 

장치를 사용하여 그림 5와 같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의 고장의 종류와 거리의 표시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실시간으로 측정된 고장 종류와 위치값을 지속적으로 표시

함으로써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른 고장 판정 오류 및 오차를 최

소화하도록 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방법

개발된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탐지

오차, resolution 및 최대 거리 측정 시험을 실시하였다. 의 성능 

시험을 위해 그림 7과 같이 CV2CSQ 100m 케이블을 매설하였

고, 최대 거리 실험을 위해 CV2CSQ 2km 케이블을 설치하였다. 

그림 7의 시험장 실내 공간에서는 외부 매설된 케이블과 연결하

여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를 시험하도록 분전함을 설치하였다.

먼저, 탐지오차 시험을 위해 그림 8과 같이 100m 위치에 단

선 및 합선 고장을 발생시키고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다만 합

선의 경우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는 차단기가 동작하여 사선 상

태(정전 상태)에서만 시험을 실시하였다.

접촉불량 검출 시험과 resolution 시험은 그림 9와 같이 100m 

위치에 2m 케이블을 연결하여 접속점을 만들고, 접속이 반복되

도록 한 후 측정시험을 실시하였다. 접촉불량의 경우는 그림 10

과 같이 접속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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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이 장치를 이용한 접촉불량 발생시간은 1초당 25.8

회(1회에 38.76ms) 케이블이 단자에 접속되도록 하였다.

그림 9 접촉불량 및 resolution 시험

Fig. 9 Poor contact and resolution test method

그림 10 개발된 접촉불량 발생장치

Fig. 10 Developed poor contact generator

그림 11 최대 측정거리 시험 방법

Fig. 11 Maximum measurement distance test method

4.2 결  과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의 성능시험은 표 1에서와 같이 탐지오

차, Resolution(케이블 복합 고장 시 복합 고장에 대한 고장 판

단 여부를 판별), 최대 측정거리 시험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시험 

종류에 사선과 활선상태에서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오

차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Resolution 시험은 100m 위치에 접촉

불량을 발생시키고 102m 위치는 단선 상태를 측정하였다.

개발된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는 자동으로 단선, 합선 및 접촉

불량의 고장 구분과 검출이 가능하였고, 오차율도 표 1에서와 같

이 최대거리 2km 이하에서 최대 1.34% 이하로 나타났다. 

시험종류
고장종류

(거리)

케이블 

상태

측정결과

(m)

오차

(m)

오차율

(%)

탐지

오차

단선(100m)
사선 99.74 0.26 0.26

활선 100.76 0.76 0.76

합선(100m) 사선 100.67 0.67 0.67

Resolution

접촉불량

(100m)

사선 99.4 0.6 0.6

활선 101.34 1.34 1.34

단선(102m)
사선 101.37 0.63 0.32

활선 103.16 1.16 1.14

측정거리
단선(2km)

사선 2024.25 24.25 1.21

활선 2018.72 18.72 0.9

합선(2km) 사선 2025.91 25.91 1.3

표    1 시험방법 및 결과

Table 1 Test method and result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가신호 제거 기법과 시간-주파수 상관 

기법과 더불어 고장 자동 판별 기능을 적용한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는 거리가 멀어 신호감쇄로 인한 반사신호가 작더라도 기준

신호 제거와 시간-주파수 상관에 의해 감쇄된 반사 신호의 특성

을 잘 찾을 수 있고, 정규화에 의해 상관계수의 최댓값이 1에 가

까워져 정확한 고장의 구분과 위치의 자동 탐지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래의 반사파 기반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와 

유사한 성능을 갖으면서, 기존에 없었던 고장의 구분과 유형 그

리고 위치의 자동판별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숙련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0-12].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의 고장 종류와 위치를 정확히 검출하고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휴대형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를 개발

하였다. 지금까지의 TDR 기반의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와 달리, 

케이블 고장 유형과 위치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능을 포함시킴

으로써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른 오 탐지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차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동판별 기능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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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시 장치와 같이 소형의 케이블 고장 위치 탐지 장치 개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케이블  고장 검출 

장치는 현장 테스트를 거쳐 보완 후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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