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8 : 1597~1603 Aug. 2017

유도성 커플러를 이용한 지하공동구의 상태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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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하공동구의 화재 발생 빈도는 다른 화재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사

회운영 마비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하공동구 내 설치된 누설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지

하공동구의 상태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증 시험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하공동구에 설치된 누설 동축케이

블에 삽입손실 특성이 -6 ± 2 dB인 유도성 커플러와 200 Mbps급 전력선 통신 모뎀을 연결하여 실증 시험한 결과, 500 
m까지 IP 카메라의 송/수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선로의 추가 설치 없이도 지하공동구 내 

설치된 누설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지하공동구에 상태감시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incidence of fire in underground utility tunnel is lower than other fires, but the damage caused by fire can cause 
social loss due to social management paralysis as well as economic loss.  Hereupon,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n 
empirical test on the construction of the underground utility tunnel condition monitoring system using the leakage 
coaxial cable installed in the underground utility tunnel. For this reason, a verification test was conducted by 
connecting a inductive coupler 200 Mbps power line communication modem with insertion loss characteristics of -6 ± 
2 dB to the installed the leakage coaxial cable installed in the underground utility tunnel. As a result, We confirmed 
sending/receiving of IP cameras up to 500 m.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condition 
monitoring system for underground utility tunnel by using the leakage coaxial cables installed in the underground 
utility tunnels without installing additional communication lines for data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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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하공동구는 2종 이상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수용, 

공급하는 시설로서 종전 분산 설치된 시설물들을 하나

의 공간에 응집시켜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게 함은 물

론 도시 미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기반 

시설물 구축 시 도입하고 있으며,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1]. 서울시 등의 국내 주요 도심은 지역적 팽창에 

따라 도로망 체계가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도시민이 안

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전력, 통신, 상수

도, 하수도, 냉난방관로, 가스관등이 무분별하게 매설

되었으며, 비효율적으로 개별 관리되고 있다[2]. 이에 

지하공동구의 증가는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간적 특성상 교통마비, 전

력마비, 통신마비 등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3]. 이에 지중선로 

기기에 대한 자동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중선로 기기 

중 자동화 되지 않은 기기에 대한 감시 방안이 증대되

고 있으며[4], 도시 팽창과 신도시 개발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7대 지하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인력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현 방식은 실시간으로 긴박하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구내부에 화

재 발생이나 가스 유출 사고 발생 시 접근조차 불가능

하며 사고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대처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중선로의 유지, 보수 작업은 전체 산업 

보호와 불의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원격 감시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5].

현재는 광케이블과 같이 통신 전용선로를 구축하여 

상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상당한 

설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누설 동축케이블

과 같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를 이용한 통신 시

스템 구축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하 공동구 내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는 누설 동축케이블에 비접촉식 방식을 이용하

여, 통신 선로의 설계와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유도성 커플러를 개발

하고 실시간으로 배전자동화실 또는 사령실에서 지중 

선로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지중 선로 상태 감시 시

스템 구축에 대한 실증 시험 결과를 제시한다. 

Ⅱ. 본  론

2.1. 유도성 커플러

유도성 커플러(Inductive Coupler Unit)는 광대역 주

파수 영역의 통신신호를 전력선에 결합시킬 수 있는 장

치로 전력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핵심 소자로 다양한 전

력선에서도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 없이 단순 클램핑

(clamping) 작업으로 설치된다[5]. 따라서 유도성 커플

러는 신호전송특성과 전기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설치

가 용이하며, 용량성(Capacitive) 커플러에 비해 제

조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응용성이 높다. 또한 유도성 커

플러에 내장되는 자기코어는 대전류에서 자기 포화

(saturation)되지 않고 낮은 삽입손실(insertion loss, S21) 

특성으로 통신 주파수에서 안정적인 전자기적 특성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 코어는 대전류에 의해 포

화되어 자기적 특성을 상실하므로 최대자속밀도(Bm)

가 높으면서 자기이력곡선(hysteresis curve)의 기울기

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절단면 사이에 에어갭

(air-gap)을 적용하여 포화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6]. 

따라서 유도성 커플러의 자기 코어는 에어갭를 갖는 

“cut-core”라고 불린다. 그림 1은 토로이달형 cut-core 

코어의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Toroidal shaped cut-core

여기서 da는 외경, di는 내경, h는 높이, δ는 에어갭이

다. 여기서 에어갭은 cut-core의 양쪽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치수들을 사용해서 단면도 AFe에 대한 공식이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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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자기재료의 충진율이다. 이 값은 금

속합금에 대해서는 0.8이고, 페라이트에 대해서는 1이

다. 코어의 유효 투자율 는 에어갭에 의해 감소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                  (2)

여기서 유효 투자율 는 주로 의 비로 결정

된다. 즉, 다른 자기 소재들의 유효 투자율 사이에 차이

는 극히 작다. 흐르는 전류 I와 요구되는 인덕턴스 L에 

의한 코어 안에서 자기 에너지 W는 다음과 같이 표시

될 수 있다.

   ∙∙                   (3)

또한 W에 대한 다른 식은 :

  

∙∙  


∙∙

 ∙  (4)

따라서 요구되는 코어 재료의 체적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5)

요구되는 코어 재료의 체적은 자속밀도 B의 제곱에 

의존함에 따라 포화자속밀도 BS가 높은 자기재료의 사

용은 그 만큼 유도성 커플러에서 요구되는 코어의 크

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7]. 그림 2는 유도성 커플러의 

자심재료 구조와 주요 변수를 나타내었으며, ID(inner 

diameter)와 OD(outer diameter)는 자심재료의 내경과 

외경을 H는 높이를 나타낸다. le와 Ae는 자심재료의 유

효길이와 유효단면적을 나타낸다.

자기 코어의 공진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자기

코어의 기능을 상실하여 커플러가 통신 능력을 급격하

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공진주파수가 통신 주파수 

대역 이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기 코어의 형상 설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재료에 따라 서

로 상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양에 따라 적

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에 유도성 커플러가 최소의 삽입손실 특성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신호 출력부의 권선 조건 및 커플러의 

구성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 1에 나타낸 사양을 만족시키는 유도성 커플러를 개

발하기 위해 권선수에 따른 삽입손실을 측정함으로써 

최적의 삽입손실 특성을 지니는 유도성 커플러를 제작

하였다. 

Fig. 2 The structure and major parameters of a magnetic 
core material for an inductive coupler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an inductive coupler

Property Unit Specification

Operating frequency range MHz 1.7 ~ 30

Attenuation in the frequency range dB -6 ± 2

ID x OD x H mm 34x73x80

Ⅲ. 시스템 제작 및 성능 평가

3.1. 유도성 커플러 설계 및 제작

모의해석을 통해 자심재료의 내경 및 외경 그리고 높

이에 따른 자속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자심의 최적의 형

상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전자계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자속의 누설은 자기특성 저하를 

나타냄과 동시에 자기포화가 일어나는 최대 전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목표로 하는 사용 전류에서 포화되지 

않고 최대의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도록 자심 재료의 설

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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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ormagnetic field simulation analysis example

유도형 커플러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기기계결

함도에 따라 주파수 특성이 좌우될 수 있으며, 결합도

를 최대화하여 신호전송 특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구 내 누설 동축케이블용 유도성 커플러는 권선 조

건에 따라 주파수에 따른 삽입 손실 특성이 달라진다. 

즉 권선수가 증가할수록 저주파 대역의 손실은 감소하

고, 고주파대역의 손실은 증가하게 되므로 전력구 내에 

사용할 모뎀의 이용 주파수 대역에 적합한 출력 권선 

구조를 선택하고 구성 방법을 최적화 하였다. 그림 4와 

같이 제작된 유도성 커플러의 삽입손실은  1 MHz 이하

의 주파수 영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력선 통

신 모뎀의 사용 주파수 대역인 1.7 ~ 30 MHz 이므로 유

도성 커플러의  권선수 1 ~ 4 turn까지의 삽입 손실을 확

인한 결과 권선수 3 turn까지 -6 ± 2 dB를 만족하였으며, 

권선수 1 turn에서 가장 작은 -3 ± 2 dB의 삽입손실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그림 5는 이상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권선

수를 1 turn으로 하여 제작된 유도성 커플러의 실제 모

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유도성 커플러는 누

설 동축케이블의 변경없이 체결이 용이하도록 분리형

으로 제작되었다.

Fig. 4 Attenuation of inductive coupler winding

Fig. 5 The manufactured of inductive coupler  

3.2. 상태감시시스템 설계

지하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설 동축케이블을 이

용한 통신 시스템은 설치된 동축케이블의 변경없이 구

축해야하므로 그림 6에서와 같이 제작된 유도성 커플러

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200 Mbps급 전력선 통신 모뎀

과 IP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개발된 유도성 커플러와 전력선 통신용 모뎀을 사

용하여,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OO변전소 내의 지하 공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설 동축 케이블의 거리에 따

른 통신 속도 및 IP 카메라 영상 송/수신 확인 시험을 

수행 하였다. 통신 거리는 300, 500 m로 그림 6과 같이 

지중선로의 서버 측에는 배터리, 인버터, PC, IP카메라

와 전력선 통신 모뎀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Fig. 6 Communication test configuration using leakage 
coaxial cables installed in underground utility tunnel 

Fig. 7 Actual internal and demonstration test of under- 
ground utility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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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라이언트 측으로 IP카메라의 영상 및 통신 신

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모뎀을 구성하였다. 

그림 7에는 지하공동구의 내부와 화상 전송 시험 모습

을 나타내었다.

통신 속도 측정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Iperf 프로그램을 이용 하

였다. 그림 8은 300 m에서의 통신 속도를 나타낸 것으

로 평균 9 Mbps이상의 높은 통신 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9에서와 같이 

500 m 에서는 통신 속도는 0.4 Mbps로 감소하였다.  

Fig. 8 Measurement result of communication speed 
from communication distance 300m on the underground 
utility tunnels 

Fig. 9 Measurement result of communication speed 
from communication distance 500m on the underground 
utility tunnels  

Fig. 10 Measurement result of communication signal 
from communication distance 500m on the underground 
utility tunnels

그림 10에서와 같이 500 m에서 스펙트럼 분석 결과 

통신 신호가 약하게 감지되었다. 이는 통신 거리가  증

가에 따른 통신 속도의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P 카메라의 영상 송/수신 확인은 IP 카메라의 소프

트웨어를 활용하였으며, 확인된 영상 화면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 표 2와 같이 지하 공동구 내 설치된 누설 

동축 케이블의 거리 300 m에서 TCP/IP 전송 속도는 약 

9.5 Mbps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버 측에 연결된 IP카

메라의 영상 송수신 확인 결과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IP 카메라의 영상 송수신 확인 결

과,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 Utilization on the underground line As a result 
of video transmission/reception confirmation of the IP 
camera 

Table. 2 Demonstration test result

Communication 
Distance 300 500

Video Screen

Transfer Speed 9.5 Mbps 0.4 Mbps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 공동구 내 누설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상태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하 공동구 내 설치되

어 있는 누설 동축 케이블을 통신 선로로 활용하고, 데

이터 통신 기기 간의 비접촉 방식의 통신을 위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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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커플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유도성 커플러를 활용

하여 시험한 결과, 비접촉 방식의 시스템은 300 m의 거

리에서 9.5 M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IP 카메

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었다. 또한 500 

m의 거리에서 0.4 Mbps로 전송속도가 급격히 감소하

였으나, IP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시된 유도성 커플러를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통신 시스템은 선로의 추가 설치 없이도 지하 

공동구 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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