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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재 방지를 한 아크고장 단기법에 
한 연구

고윤석* 

The Arc Fault Determination Method for the Electric Fire Prevention

Yun-seok Ko*

요 약

수용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아크고장은 기화재의 직 인 원인이 되지만 기존의 고장검출 메커니즘

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화재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아크고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아크고장 기본 검출 메커니즘을 설계하 다. 한 아크고장 단의 정확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오동작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반의 아크고장 단 방법론을 제안하 다. 끝으로, 하나의 돌입 류에 해 이산 

리에 변환(DFT)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DWT)을 용,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신호척리 기반 고장 단 기

법의 용 방법론을 보 다.

ABSTRACT

The arc-fault occurring in the customer system becomes the direct cause of electric fire.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arc-fault using the existing fault detection mechanism because the magnitude of the fault current is very small.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arc fault and designs the basic detection mechanism of arc fault. And then, it proposes an signal 

processing-based arc-fault determination methodology which can enhance the of accuracy of the arc-fault determination by applying 

DFT/DWT to the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Finally, this paper showed the application methodology of the proposed signal 

processing based fault determination method by applying and analyzing DFT/DWT to an high voltage in-rush current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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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압 수용가 기 분 반에 설치되는 배선차단기

(MCCB)나 차단기(ELCB)는 상 류나 상 류 

크기만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높은 임피던스 

회로가 구성되어 고장 류가 동작 류 이하로 흐르기 

때문에 직렬이나 병렬아크 발생 시 고장검출이 어려

워 고장 류를 차단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기화재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USFA(United Ststes Fire Admi-

nistration)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미국 내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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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0건의 기 아크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485명, 부상자 2,300명 그리고 8,680억원 

정도의 재산손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용가 

측면에서는 아크고장을 정확하게 인식, 차단함으로서 

기사용의 안 성성을 획기 으로 제고할 수 있는 

아크고장 단기술 개발이 시 히 요구되고 있다

[1-7]. 이러한 추세에 극 으로 응하기 해 미국 

UL은 1999년 2월에 아크가 발생했을 때, 아크의 특이

한 특성을 인식하고 그 회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 으

로 하는 AFCI를 규정, 2002년 주택 침실에 설치되는 

125V, 단상 15  20A 콘센트(outlet)들에 기를 공

하는 모든 분기 선로들에 분기/피더 타입 AFCI를 

설치할 것을 법제화하 다. 그리고  2008년 2월부터는  

용 역을 더욱 확장하여 침실, 거실, 주방, 서재, 일

욕실, 벽장,  는 이와 유사한 룸이나 지역에 

설치되는 15-20A 분기회로에 직병렬 아크를 인식, 차

단할 수 있는 콤비네이션 타입 AFCI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8]. 그러나 아크고장은 고장 류가 작

고 특성을 측하기 어려우며, 일부에서는  부하 형

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고장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주택 기회로의 구성 

 기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크고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병렬 아크  직렬 아크를 검출할 수 있는 

아크고장 검출 메커니즘을 설계한다. 한 아크고장 

단의 정확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오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반의 아크고장 단 방법론을 제

안한다. 끝으로, 하나의 돌입 류에 해 이산 리에 

변환(DFT)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DWT)을 용,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용 방법론을 보인다.

II. 주택배선  아크고장 분석

압 수용가 시스템의 인입구에 설치되는 분 반은 

한 의 배  변압기로부터 공 되는 220V 력선으로

부터 압을 수 하게 된다. 그리고 수 된 기를 주

택의 구조와 부하특성에 맞게 배치되는 각 분기선로

에 나 어 공 하게 된다. 그리고 기사용의 안 성

을 확보하기 해 MCCB와 ELCB가 설치된다. 그림 

1은 일반 인 압 수용가 시스템의 침실에 한 분

기선로들에 한 기 배선 구성을  보인다[8]. 

그림 1. 주택 기 배선 구성
Fig. 1 Home electric branch circuit

분기회로는 압선, 성선 그리고 지선으로 구

성되는데, 압선과 성선 사이의 아크고장을 병렬아

크, 압선이나 성선간에 발생하는 아크고장을 직렬

아크 그리고 압선이나 성선과 지선간에 발생하

는 고장을 지고장이라 한다. 그림 2는 각 고장 타입

을 보인다[9].

 
그림 2. 아크고장타입 분류

Fig. 2 Arc fault type classification 

 

III. 류 형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크고장 단 방법론을 여구하기 

해서 먼  다양한 류 형에 한 사례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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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은 류 형 사례를 보인다. (a)는 dim-

mer로 제어되는 백열 구를  등시 류 형 그리고 

(b)는 아크 류 형의 를 보인다[10]. 그림 3에서 

아크고장과 dimmer 제어출력 형이 동일하게 shoul-

der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3. 류 형 사례들

Fig. 3 Current waveform examples 

 

Ⅳ. 아크고장 단 메커니즘 설계

아크고장을 확인하기 해서는 압과 류 형이 

연속 으로 감시돼야 한다. AFCI는 압센서와 류

센서를 가진다. 한 설 류를 검출하기 한 상

변류기 ZCT를 포함한다. 

4.1 기존 AFCI 고장검출 메커니즘

기존 고장검출 메커니즘은 이상 류보다 감소된 

류크기, 고주  채터링, 류 벨 shoulder 유무 그

리고 가 른 상승률을 기반으로 고장을 별한다. 그

림 4는 기존 AFCI의 고장 검출 메커니즘을 보인다. 

그림 4. 기존 아크고장 검출 메커니즘
Fig. 4 The Existing arc fault detection mechanism

4.2 제안되는 AFCI 고장검출 메커니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장검출 메커니즘은 기존의 

특징  검출 외에 DFT/DWT 변환을 기반으로 하여 

얻어지는 특징패턴에 근거하여 아크고장을 검출한다. 

그림 5는 제안되는 DFT/DWT기반의 AFCI 고장 검

출 메커니즘을 보인다. ANN은 다층 퍼셉트론을 기반

으로 설계된다.

그림 5. 제안되는 아크고장 검출 메커니즘
Fig. 5 The proposed arc fault detection mechanism

1) 이산 리에 변환(D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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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시험방법 시험아크전류 시험기준

비
접촉 
아크 
시험

탄화경로
아크발화

 시험

 NM-B 케이블을 
가지고 직렬 
절연체 
베기(cut)로 
수행되는 비접촉 
아크 시험

 5A, 10A, 정격전류 
그리고 정격전류의 
150% 

 무명 화재 
표시기의 
발화에 앞서 
부하에 대한 
회로 차단  
여부

 탄화경로 아크
차단
 시험

 NM-B 케이블과 
SPT-2 
연성코드를 
가지고 병렬 
절연체 베기로 
수행되는 비접촉 
아크 시험

 75A와 100A  0.5초주기내에 
8개의 반 
사이클 아크가 
발생할 때 
아크고장소거여
부

탄화경로
아크소거

시험

 SPT-2 연성 
케이블을 가지고 
직렬 절연체 
베기(cut)로  
수행되는 비접촉 
아크 시험

 

 5A, 10A, 정격전류 
그리고 150% 

 

 5A 1초로부터 
정격전류의 
150% 
0.2초내에 
이르는 
규정시간 내에 
아크고장 
소거여부

접촉 
아크 
시험

 

 NM-B 케이블과 
APT2 연성 코드를 
가지고 수행 

 75A에서 100A  0.5초 주기내에 
8개의 반 
사이클 아크가 
발생할 때 
아크고장소거여
부

부하
트립 
시험

부하조건I
(돌입전류)

 텅스텐 램프와 
모터 기동과 같은 
돌입전류 

   부동작여부

부하조건II
(정상조작아크)

 스위치나 
자동온도조절장치(
Thermostat), 만능 
전동기의 브러시 
접촉 시와 같은 
정상 아크

   부동작여부

부하조건III
(비정현파형)

 전자 
조광기(dimmer)와 
컴퓨터 
전원공급기와 
관련된 것과 같은 
비정현 파형들

   부동작여부

부하조건IV
(혼선)

     부동작여부

부하조건V
(다중부하)

     부동작여부

부하조건IIV
(램프 Burnout)

 전구 끊어짐    부동작여부

동작
금지

Masking      

표 1. AFCI 시험방법  기
Table. 1 AFCI test method and standard

이산 리에 변환은 유한 비주기 디지털 신호에 

용이 가능한 리에 근법으로써 디지털 신호처리에

서 매우 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구간 0≤n≤(N-1)에 정의된 신호 x[n]에 한 이산 

리에 변환은 식 (1)로 정의된다.

  







 





 (1)

여기서   이다.  

2) 이산 웨이 렛 변환(DWT)

웨이블릿 변환은 신호 f(t)를 웨이블릿 함수를 이용

하여 식 (2)와 같이 시간-크기 공간으로 나타내는 것

을 말한다[11].

  


∞

∞


  (2)

식 (2)에서 는 웨이블릿 패 리로써 마더 웨

이블릿 함수 로부터 시간축에 따라 웨이블릿의 크기 

즉, 주 수를 변화시키는 압축계수(contraction 

coefficient) a와 웨이블릿을 이동시켜 치를 변화시

키는 이계수(transition coefficient) b의 합성으로 이

루어지며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

∞




∞허용가능조건

(3)

이산 웨이 렛 변환(DWT)은 먼  제시된 정규 직

교 마더 웨이 렛 들  용 역에 최 한 마더 웨

이 렛을 결정한 후, 입력신호를 그림 5와 같이 이들

로부터 얻어지는 주  필터와 고주  필터에 용

하여 주  신호성분(Approximation)과 고주  신호

성분(Detail)로 분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V. 시험방법  기

본 연구에서는 아크고장의 단 방법론을 효율 으

로 확인하기 해 AFCI 시험방법  단기 을 분

석하 다. 표 1은 AFCI 시험방법  단기 에 해

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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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EMI 필터

 고주파 아크고장 
현상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자계 간섭(EMI) 
필터의 사용여부

   

라인 
임피던스

 오래된 또는 신 
주택에 이용되는 
다른 타입의배선 
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회로 
임피던스 특성 

   

VI. 시뮬 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는 DFT/DWT기반의 아크고장 단 방

법론을 확립하기 해 돌입 류 형에 DFT/DWT를 

용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그러나 재 아크 형 

발생기 설계단계 있어 돌입 류 형을 기반으로 제

안된 방법론을 검토한다.

그림 6. 돌입 류 형
Fig. 6 In-rush current waveform 

그림 6은 제안된 방법론을 설명하기 해 용된 

고압선로의 돌입 류 형을 보인다. 그림 7은 그림 6

의 돌입 류 형에 한 이산 리에 변환의 결과를 

보인다. DC분에서 32조 까지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

음을 보인다. 반면에 그림 8은 이산 웨이블릿 변환의 

결과를 보인다. 특히 Detail 성분을 표시한다.

그림 7. 이산 리에 변환 결과
Fig. 7 The discrete fourier transform result

그림 8. 이산 웨이블릿 변환 결과
Fig. 8 The discrete wavelet transform result

그림 9. 류 형 샘  간 크기 차
Fig. 9 Difference between current samples

그림 9는 류 샘 간 difference를 보인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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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압 샘 간 difference를 보인다.

그림 10. 압 형 샘  간 크기 차
Fig. 10 Difference between voltage samples

그림들을 통해서 DFT, DWT 그리고 압, 류 

샘  간 difference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연구하 다. 

따라서 아크 형을 포함한 다양한 부하 형들에 

해서 제안된 방법론을 용하는 경우 상이한 특징들

을 보이기 때문에 특징 을 분석함으로서 아크고장의 

단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V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먼  주택 기회로의 구성  기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크고장의 원인을 분석하

고  병렬 아크  직렬 아크를 검출할 수 있는 아크

고장 기본 검출 메커니즘을 설계하 다. 그리고 아크

고장 단을 한 방법론으로서 DFT, DWT 용 방

법론을 제시하 다. 끝으로, 하나의 고압 돌입 류에 

한 DFT와 DWT 용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아크고

장 단을 한 기반기술을 확립하 다. 그러나 아직 

아크 형 제 이터는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

크 형을 기반으로 하는 형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차후, 아크 형 제 이터로부터 아크

형을 수집함은 물론, 백열 구, 컴퓨터 원장치 등 

다양한 부하 류 형을 수집하여 제안된 DFT  

DWT 방법론을 용, 특징 을 분석함으로서 고도의 

아크고장 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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