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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measurement techniques are presented to test the performance of insulation without interruption if it 

is difficult to measure insulation resistance. Especially, non-contact voltage phase detection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hat can be applied in environments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voltage measurement locations such as component receptors.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non-interrupting insulation resistance measuring devices has been tested against existing 

products using standard calibration equipment and test jigs. The validation confirmed performance within 2 % for direct 

contact type and within 10 % for non-contact type. In addition, the procedure to make continuous insulation test using the 

equipment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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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

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설비별로 일정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

고 있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범위는 전력공급자(KEPCO)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 연결점부터 분전

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 점검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항

목으로는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등이다[1].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항목 중 하나인 절연저항 측정은 전로

의 상태 감시를 통하여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

검 항목이다. 절연저항 측정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전로의 절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절연저항은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압 범위인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0.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2-3].

일반적인 절연저항 측정 방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전로에 대하

여 개폐기를 개방한 후 전로 상호간 또는 전로와 대지간을 측정

한다. 따라서 절연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전반 등에서 부하

의 전원이 차단된 정전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세대 또는 옥내

에서 세대 구성원이나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해야 한다. 이와 같

이 기존에 사용하는 정전 방식의 절연저항 측정 방법에 따라 부

재수용가나 정전이 불가능한 수용가에서 전기안전 미점검이 증가

하고 있다. 2015년 전체 처리호수 9,168,471호 중 미점검 호수가 

전체의 3.2%인 295,369호로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등으로 부재 수용가 증가로 전기안전 미점검 수

용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①항에서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

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규

에서 절연 성능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측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상황에 적용 가능한 누설

전류 검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는 부재 수용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하

여 누설전류 측정제도를 시행하여 1[㎃] 이하인 경우 적합, 초과

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4].

하지만, 일반적인 누설전류 검출 기술은 합성누설전류 검출 기

술로 선로와 대지간 분포용량(Capacitance)에 의해 발생하는 용

량성 누설전류가 포함되어 있어 측정오차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

연파괴로 인하여 전로에서 대지로 흐르는 저항성분의 유효 누설

전류를 검출하여 규정에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내 배선 등의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

한 경우 정전시키지 않고 절연성능을 판정하는 유효누설전류 검

출기술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부재수용가와 같이 절연성능 

측정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접촉 전압 위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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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술을 적용한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 개발에 대하여 나타내

었다. 

2. 유효누설전류 검출기술의 유효성 분석

단상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영상전류는 합성누설전류()로 

절연저항 열화에 의한 유효 누설전류( )과 대지정전용량에 의한 

용량성 누설전류()의 벡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

로 누설전류계에 의해 측정된 결과는 합성 누설전류의 크기를 측

정한 결과이다.

그림 1은 단상 전기설비의 영상전류 해석을 나타낸 것으로 합

성누설전류( )는 유효누설전류( )와 용량성 누설전류()의 벡

터합으로 나타난다[6-7].

  

그림 1 단상 전기설비의 영상전류 해석

Fig. 1 Analysis of zero current for 1Φ electrical installation

 

단상 전기설비에서 영상전류 해석을 위하여 식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압을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기준이 되는 전압의 순

시값()에 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전선로의 합성 누설전류()

가 정현파라면 합성 누설전류의 순시값( )는 식 (2)와 같다.

    (1)

V는 전원전압의 실효값,   , 는 전원주파수이다.

   sin   (2)

여기서 는 기준전압(V)과 합성 누설전류( )와의 위상차를 

나타낸 것으로 합성 누설전류는 저항성분과 용량성분으로 구분되

며, 각각의 벡터도로부터 저항성분과 용량성분의 벡터합이 합성 

누설전류가 된다. 따라서 저항성분의 누설전류인 유효 누설전류

와 용량성 누설전류는 식(3)과 같이 각각 구할 수 있다.

   ×cos ,    ×sin  (3)

또한, 절연저항은 기본적으로 정전 상태에서 DC 시험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DC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하면 주파수 성분에 영향을 받는 무효누설전류를 

제외하고 실제 절연파괴에 영향을 받은 저항성분에 대한 절연값

을 측정하기 때문에 순수 저항 성분만 측정된다.

하지만 누설전류는 전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AC 성분으로 선로의 정전용량과 고조파 

등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무정전 절연저항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선로의 용량성분을 제외한 순수 저항성분의 누

설전류를 측정해야 한다. 활선상태의 절연저항은 입력전압에 대

하여 유효 누설전류로 나눈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활선 상태의 절연측정은 기존의 정전상태의 절연저항계를 사

용했을 때보다 실제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부

하의 동작 상태가 포함된 전로의 절연상태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3.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 개발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 기술은 유효 누설전류 검출 기반 기술

로 전압의 기준위상에 대하여 영상전류의 위상차와 영상전류의 

크기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영상전류의 크기와 위상은 영상변류

기(ZCT) 또는 클램프 센서를 이용하여 위상과 크기를 검출할 수 

있으며, 전압의 크기와 위상은 직접 접촉방식과 비접촉 방식을 

이용한 검출 기술을 개발하였다.

3.1 접촉식 전압위상 검출 기술 개발

직접 접촉방식을 이용한 전압 위상 검출 기술은 그림 2에 나

타낸 것과 같이 전원 단자에 전압 프로브를 접촉시켜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원 전압 측정 단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

며,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전압의 크기(RMS)와 위상을 검

출할 수 있다.

그림 2의 회로에서 입력전압은 1000:1 Isolation PT를 이용하

여 전압의 크기를 검출하였으며, 기준 위상 검출을 위하여 Zero 

Crossing Detection 회로를 적용하였다. Zero Crossing Detection 

회로는 AC 전압을 검출할 때 0V를 지나가는 시점을 검출하는 것

으로 전압 검출 이후 회로에 비교기를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의 +

단자에 입력전원을 연결하고, -단자에 영전위를 입력시키면 출력

은 비교기의 제어전원에 해당하는 전압을 출력하여 펄스파형을 

출력하기 때문에 펄스파형을 이용하여 입력전압의 Zero Crossing

을 검출하였다.

그림 2 직접접촉식 전압 검출부

Fig. 2 Diagram of direct contact voltage detection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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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접촉 전압 위상 검출부

Fig. 3 Diagram of non-contact voltage phase detection 

circuit

그림 4 비접촉 안테나 신호의 안정화 파형

Fig. 4 Steady waveform of non-contact antenna signal

3.2 비접촉 전압위상 검출 기술 개발

비접촉 전압위상 검출회로는 부재수용가와 같이 전압 측정점

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절연성능 측정 환경에 대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비접촉 전압 위상검출기술

을 개발하였다.

비접촉 전압위상 검출회로는 활선 상태의 전계를 관찰하여 전

계의 Zero Crossing 기준으로 +와 - 전위의 상태 변화를 관찰한

다. 전계 검출 안테나에 Hi-impedance를 걸어 위상 펄스를 얻어 

내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Zero Crossing point를 기준으로, 다

음 point를 측정, 계산하여 주파수를 얻어 내고, 계산된 주파수로 

위상의 기준을 제공하여 측정에 적용하였다.

비접촉 전압위상 검출은 활선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계를 관찰

하여 전계의 Zero Crossing을 검출하기 때문에 전계 검출 안테

나에 주변 다른 상의 영향이나 노이즈의 영향으로 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검출될 수 있어 입력전원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력 펄스가 오검출하여 측정정확도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입력전원의 잡음에 의한 비교기 출력의 영향을 줄이

기 위하여 히스테리시스라는 정귀환 회로를 사용하여 비접촉방식 

전압 위상검출 회로에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적용하였다[8].

비접촉 전압 위상 검출센서는 주변 전계와 노이즈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노이즈 필터와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적용한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검출 특성을 위하여 전계 안테나의 신호에 

대하여 2번째 검출 파형을 삭제하고 3번째 들어오는 안테나의 

파형에 동기 신호를 맞추어 출력하게 설계하였다. 그림 4에 나타

낸 것과 같이 입력 전압에 대하여 전압이 “+”인 구간에 비접촉 

안테나 신호가 펄스로 생성되고 Nagative edge 기준으로 4번째 

신호와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주파수 출력과 동기화되어 동기화 

시점부터 전압 기준 위상으로 설정하여 기준 위상과 전류의 

zero-crossing 점에 대한 카운트를 개수하여 위상차를 계산한다.

3.3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 개발

그림 5는 비접촉 전압위상 검출기술을 적용한 무정전 절연저

항계 개발품 외형을 나타낸 것이며, 무정전 절연저항계 개발을 

위하여 그림 6에 나타낸 전압-영상전류 위상차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림 5 무정전 절연저항계 개발품 외형

Fig. 5 The appearance of insulation resistance for non- 

interrupting inspection

그림 6 전압-영상전류 위상차 검출 알고리즘

Fig. 6 Diagram of algorithm for voltage-zero current phase 

difference

위상차 검출 알고리즘은 기준 위상(전압의 영점)에 대하여 영

상전류의 영점과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것으로, 기준전압 측정과 

누설전류의 위상차 검출을 위하여 전압과 영상전류 검출할 때 

MCU에서 한 주기인 360도를 각각 4260 카운트로 분해하여 측

정하고 있다. 전압 위상의 기준점에 대하여 영상전류의 zero- 

crossing이 발생하는 지점의 카운트 수를 검출하여 연산한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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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 주기를 4260 카운트로 분해하기 때문에 1 카운트마다 

0.0845도의 위상차가 발생하여 식 (5)와 같이 위상차를 연산한다.

하지만 비접촉 전압 검출 기술을 적용한 경우는 현실적인 검

출 특성과 전압의 변동 범위 등 일반용전기설비의 주택를 고려

할 때 220V로 고정하여 검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전

압의 크기를 220[V]로 고정한 후 위상차를 검출하는 방식을 적

용하였다.

위상차(θ) = 0.0845 * 카운트 수 (4)

4.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 성능 검증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의 성능 검

증은 비접촉 전압위상 검출부의 성능검증과 개발품의 측정값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개발품의 성능검증은 접촉식의 경우 표

준 교정 장비를 이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비접촉식의 경우 

시험용 지그를 이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4.1 비접촉 전압위상 검출부의 성능 검증

비접촉 전압 위상 검출부의 R, S, T 전압 상별 검출 특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7은 R, S, T 각 상에 대하여 전계 검출 센서의 

검출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안테나 펄스 신호가 Nagative edge 

기준으로 4번째 신호와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주파수 출력과 동기

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결과 R, S, T상에 관계없이 동

기화되어 정상적인 전압의 zero-crossing 점을 검출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a) R-Phase      (b) S-Phase       (c) T-Phase

그림 7 R, S, T 상별 비접촉 전압 위상 검출 파형

Fig. 7 Waveform of non-contact voltage phase detection for 

R-S-T phase

4.2 직접접촉식 개발 장비의 성능 검증

접촉식 무정전 절연저항계 개발품에 대하여 표준 교정 장비를 

이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압, 

전류, 위상차 제어가 가능한 표준 멀티 교정기인 Fluke 5520A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해외 메이커의 기존제품과 비교 측정 시험

을 실시하였다. 표준 장비를 이용하여 전압은 220[V], 60[Hz]의 

전원에 대하여 0.1[mA]부터 300[mA]까지 시험 전류를 인가하였

으며, 전압과 시험전류의 위상차는 0도에서 80도까지 10도 단위

로 인가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8 표준 교정 장비를 이용한 성능 검증

Fig. 8 Performance verification using standard calibration 

equipment

표준 교정장비를 이용하여 개발품과 기존제품(국외 IGR 측정 

장비)와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림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1[mA] 이하 구간과 30[mA] 이하 구간에 대하여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개발품과 기존 제품의 측정결과 1[mA] 이하 구간에서는 

개발품이 1.5[%] 이내, 기존제품이 2.0[%]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1~30[mA] 이하 구간에서는 개발 장비와 기존 장비 모두 약 

1.5[%] 이내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개발 장비와 기존 장비의 차

이점은 절대 오차 범위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개발 장

비는 +1.5[%]~-1.2[%]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기존 장

비는 –0.9[%]~-2.0[%]로 비교적 안정적인 측정결과로 분석되

었다.

 

   (a) 1[mA] or lower             (b) 1~30[mA]

그림 9 개발품과 기존제품 성능 비교 분석 결과

Fig. 9 Result of comparative performance analysis between 

developed and existing products

4.3 비접촉식 개발 장비의 성능 검증

비접촉식 무정전 절연저항계 개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하

여 그림 10에 나타낸 것과 같은 테스트 지그를 이용하였다. 테스

트 지그는 220[V], 60[Hz] 상용전원을 이용하였으며, 저항과 콘

덴서를 이용하여 각각 0.5, 1, 2, 3, 4, 5, 6, 7, 8, 9, 10[㎃]의 유

효성(Igr) 및 용량성(Igc) 누설전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하였

다. 시험은 테스트 지그를 이용하여 Igr을 1~10[㎃] 10단계로 변

화시켰으며, 각 단계에 대하여 Igc를 0.5~10[㎃] 11단계로 변화

시켜 각각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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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유효성 누설전류 각각에 대하여 용량성 누설전류를 변

화시켰을 때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효성 누설전류가 작

을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유효성 누설전류 대비 용량성 

누설전류가 클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11은 각 단계의 

유효 누설전류에 대하여 용량성 누설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나타

나는 최대 오차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효성 누설전류가 0.5[㎃], 

용량성 누설전류가 10[㎃]일 때 최대오차율 22[%]로 가장 큰 편

차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성 누설전류가 9[㎃], 용량성 누설전류

가 7[㎃]일 때 최대오차율 4.33[%]로 각 단계의 최대 오차율 중 

가장 적은 오차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트 지그 사양]

◦ Igr : 0.5[㎃], 1~100[㎃]

◦ Igc : 0.5[㎃], 1~100[㎃]

◦ Igr, Igc 각 20단계 선택

그림 10 비접촉식 개발 장비의 성능 검증

Fig. 10 Performance verification of non-contact developed 

equipment

테스트 지그를 이용한 비접촉식 개발 장비의 성능 검증 결과, 

1[㎃] 이하에서는 오차가 일부 20[%]를 초과하였지만 대부분 

20[%] 이내의 정확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용량성 

누설전류가 유효성 누설전류의 2배 이내의 전류비를 갖는 경우에

는 대부분 10[%] 이내의 오차율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비접촉식 개발 장비의 경우 정확한 측정보다는 전압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절연상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사용될 것

이기 때문에 오차율 20[%] 이내로 확보할 경우 현장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유효누설전류 단계의 조건별 최대 오차율 분석결과

Fig. 11 Analysis result of the maximum error rate by 

condition of the Igr step

비접촉식 무정전 절연저항계는 측정하고자하는 고객 전기설비

의 전압 측정 개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절연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 전기설비의 절연 상태 분석은 그림 12에 나타

낸 것과 같이 부재수용가 등과 같이 전압 측정개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비접촉식으로 측정한 후, 유효누설전류가 0.8[mA] 이

하로 측정되지 않으면 접촉식으로 측정하는 절연검사 절차를 제

시하였다. 

비접촉식의 경우 접촉식에 비하여 전압의 기준위상의 정확도

가 낮고 전압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측정 오차 

및 안전도를 적용하여 유효누설전류 및 활선절연저항 측정값이 

0.8[mA] 이하 또는 0.3[㏁]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적합으로 판

정하고 1.2[mA] 이상 또는 0.15[㏁]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만약 유효누설전류 측정값이 0.8~1.2[mA] 

또는 활선절연저항 측정값이 0.15~0.3[㏁] 사이 값으로 측정되면 

재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접촉식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그림 12 무정전 절연점검 절차

Fig. 12 Flow chart of non-interrupting insulation inspection 

procedure

5. 결  론

본 논문은 부재수용가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정전

시키지 않고 절연성능을 측정하는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 개발

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무정전 절연성능 측정은 유효누설전류인 

저항성분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입력전압에 대한 일반용 전기설비

의 절연성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개발품에 대하여 접촉식 기능의 경우 표준 교정 장비를 이용

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비접촉식의 경우 테스트 JIG를 이용

하여 접촉식 해외 기존제품과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

하였다. 성능 검증결과 직접접촉식의 경우 약 10[%] 이내로 오

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비접촉식의 경우 1[㎃] 이상에

서 약 20[%] 이내로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비접촉식 

개발품은 고객전기설비의 전압측정 개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절연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약 20[%]의 오차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성능 검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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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테스트 지그를 이용한 비접촉 장비의 측정 결과

Table 1 Measurement results of non-contact equipment using test jig

설정값[㎃] 측정값[㎃] 설정값[㎃] 측정값[㎃] 설정값[㎃] 측정값[㎃]

IGR IGC IGO IGR IGO IGR IGC IGO IGR IGO IGR IGC IGO IGR IGO

1 0.5 1.12 1.10 1.12 4 0.5 4.03 3.92 3.98 7 0.5 7.02 6.91 6.94 

1 1 1.41 1.15 1.39 4 1 4.12 4.00 4.07 7 1 7.07 6.93 6.99 

1 2 2.24 1.17 2.28 4 2 4.47 3.99 4.45 7 2 7.28 6.88 7.21 

1 3 3.16 1.19 3.15 4 3 5.00 3.87 4.96 7 3 7.62 6.99 7.54 

1 4 4.12 0.93 3.93 4 4 5.66 4.02 5.48 7 4 8.06 6.77 7.90 

1 5 5.10 0.81 5.05 4 5 6.40 3.73 6.33 7 5 8.60 6.76 8.51 

1 6 6.08 0.89 6.12 4 6 7.21 3.52 7.21 7 6 9.22 7.16 9.14 

1 7 7.07 0.87 7.12 4 7 8.06 3.51 8.07 7 7 9.90 7.42 9.83 

1 8 8.06 0.81 8.08 4 8 8.94 3.50 8.91 7 8 10.63 7.38 10.54 

1 9 9.06 0.85 9.07 4 9 9.85 3.36 9.82 7 9 11.40 7.52 11.30 

1 10 10.05 0.81 9.97 4 10 10.77 4.70 10.66 7 10 12.21 7.90 12.05 

2 0.5 2.06 2.00 2.03 5 0.5 5.02 4.88 4.90 8 0.5 8.02 7.87 7.91 

2 1 2.24 2.05 2.20 5 1 5.10 4.87 4.97 8 1 8.06 7.87 7.96 

2 2 2.83 2.13 2.84 5 2 5.39 4.77 5.29 8 2 8.25 7.86 8.16 

2 3 3.61 2.03 3.59 5 3 5.83 4.56 5.72 8 3 8.54 7.84 8.45 

2 4 4.47 2.01 4.29 5 4 6.40 4.49 6.17 8 4 8.94 7.80 8.77 

2 5 5.39 1.91 5.34 5 5 7.07 4.39 6.93 8 5 9.43 7.64 9.33 

2 6 6.32 1.98 6.36 5 6 7.81 4.21 7.76 8 6 10.00 8.39 9.88 

2 7 7.28 1.61 7.32 5 7 8.60 4.19 8.56 8 7 10.63 8.40 10.53 

2 8 8.25 2.39 8.28 5 8 9.43 5.75 9.36 8 8 11.31 8.54 11.21 

2 9 9.22 2.28 9.23 5 9 10.30 4.98 10.15 8 9 12.04 8.41 11.91 

2 10 10.20 2.37 10.12 5 10 11.18 4.93 11.00 8 10 12.81 8.57 12.65 

3 0.5 3.04 2.97 3.00 6 0.5 6.02 5.80 5.85 9 0.5 9.01 8.81 8.84 

3 1 3.16 3.00 3.11 6 1 6.08 5.81 5.91 9 1 9.06 8.86 8.89 

3 2 3.61 3.03 3.59 6 2 6.32 5.76 6.17 9 2 9.22 8.82 9.07 

3 3 4.24 2.91 4.20 6 3 6.71 5.76 6.55 9 3 9.49 8.85 9.32 

3 4 5.00 2.97 4.83 6 4 7.21 5.57 6.95 9 4 9.85 8.97 9.57 

3 5 5.83 2.76 5.78 6 5 7.81 5.34 7.64 9 5 10.30 9.16 10.06 

3 6 6.71 2.67 6.73 6 6 8.49 6.42 8.33 9 6 10.82 9.15 10.62 

3 7 7.62 2.59 7.65 6 7 9.22 6.24 9.12 9 7 11.40 9.39 11.22 

3 8 8.54 3.54 8.52 6 8 10.00 6.51 9.82 9 8 12.04 8.98 11.85 

3 9 9.49 2.51 9.42 6 9 10.82 6.39 10.67 9 9 12.73 9.13 12.56 

3 10 10.44 2.48 10.34 6 10 11.66 6.31 11.45 9 10 13.45 9.16 13.23 

활용하여 무정전 절연검사 점검 절차를 제시하였다.

향후 단상 고객전기설비에 대한 현장시험을 통하여 개발품에 

대한 성능과 현장 활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부재수용가 등

의 전압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현재의 오차발생에 대

한 성능을 개선할 것이며, 전압위상 및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미점검 수용가 감소 등 전기안전 확보에 노

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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