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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aimed to develop monitoring software for det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and voltage 
signals for series arc on electric wire. In order to attain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series arc were analyzed by 
the current and voltage signals on electric wire which were installed, and also analyzed by the changes of RMS, ins-
tantaneous of waveform value in time domain and THD in frequency domain. Monitoring program which analyze the 
signal was developed by Labview which can analyze in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and save data. Experi-
mental setup for detecting verification of monitoring program was composed loads of a lamp, an electric heater and 
an electric fan loads which were usually using. Measurement points for detecting verification of monitoring program 
were selected at both the panel board and the arc generator at the same time. As results of the experiments by moni-
toring program, the arc current waveform showed the same characteristic in all measurement points of all load. But 
the arc voltage waveform was different in each measurement point. When arc occurred, the THD of current value in-
creased above 20%.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effectively used in developing the preventive system of electric 
fire by series arc.
Key Words : detecting arc, series arc, LabVIEW, monitoring program, waveform, THD

1. 서 론*

전체화재 발생 건수 중 전기화재는 매년 약 20% 
이상의 높은 점유율로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과부하와 누설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과부하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설치가 의무화

되어 전기설비 보호 및 화재 방지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장치만으로는 전기설비에

서 발생하는 전기화재 신호를 모두 감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전기화재가 발

생하고 있다1). 특히 아크로 인한 전기화재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전기설비에서 발생되는 신

호들은 전류와 전압신호의 형태이며, 이러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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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chungbuk.ac.kr

는 전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서 비정상적인 변화와 전기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열과 아크 정보를 수반하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배선을 보호하기 위해 누전 

및 과부하 차단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

고, 이에 대한 차단 기술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

나 아크를 감지하는 차단기술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

인중의 하나인 아크를 조기에 감지차단하는 방법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크를 해석 및 저장이 가능

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2). 전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아크는 L(line)-N(Neutral)아
크, 직렬아크(Series), L(Line)-G(Ground)아크의 3종
류의 형태로 발생한다. L-N 아크와 L-G 아크는 전

압선과 중성선 및 접지선에 접촉되어 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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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류와 열을 동반하므로 특징적인 전기화재신

호를 포함하고 있어 이 신호들은 발견하기 쉬우나, 
직렬아크는 하나의 전선에서 고저항을 통하여 발

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L-N 아크와 L-G아크

에 비해 낮고 이를 감지하기가 어렵다3). 또한 L-N
아크와 L-G아크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직렬아크에 대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AFCI(Arc 
Faults Circuit Interrupt)의 직렬아크 감지신호가 전류

폭의 변화만을 의존하고 있고, 부하별로의 파형패

턴이라든지 THD에 대한 변화는 국외적으로는 이

행 중에 있으나 이들 전압․전류 신호들에 대한 데

이터들이 DB화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연구를 바

탕으로 개선된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무리

가 있다. 또한 UL1699의 시험법이 아크 제네레이

터의 설치 개소에 발생개소의 신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분기회로가 국내환경의 경우 분전

반에 과부하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의미에

서는 측정지점을 아크 제네레이터의 설치지점과 분

전반 부하측으로 2개소의 측정지점이 필요하다. 또
한 전류폭의 변화뿐 아니라 파형 형태를 구체적으

로 파악하고, 전류폭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THD의 

변화값을 도출하고 데이터를 DB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전압, 전류신호들에 대하여 2개소

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전
압 및 전류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 대한 신호들

을 분석 및 저장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아크 

감지기술을 분석하고, 2개소에서 발생되는 전압, 전
류 신호들에 대하여 측정, 분석 및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LabVIEW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개발된 모니터링 프로그

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용 모의실험회로를 구

성하였다. 사용된 부하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대표

적인 저항성 부하(전구, 히터)와 유도성 부하(선풍

기)를 선정하였고, 회로가 정상상태일 때와 직렬아

크를 동반한 아크상태로 구분하여 전류 및 전압에 

대한 시간영역에서의 순시값에 대한 파형패턴과 주

파수 영역에서의 THD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직렬아크 및 기타 전

기설비에서 발생되는 전류 및 전압에 대한 신호분

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모니터링 프로그램

2.1. 요구조건

Fig. 1. Application to data acquisition/to instrument and control.

본 연구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오실로스코프와 
연동되어 프로브를 통해 입력되는 다양한 전류, 전
압 신호를 측정지점 별로 시간영역에서는 파형패턴, 
RMS와 주파수영역에서는 THD 값을 동시에 분석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측정되는 신호들을 자동

적으로 저장하는 구조여야만 한다.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그래픽 화면과 실제 데이터

값 표시, 마우스에 의한 손쉬운 조작, 이해가 쉬운 

화면구성 등으로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

2.2. 소프트웨어 선정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은 연구의 시

간 단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전자기

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툴을 중심

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LabVIEW가 가장 많은 

사용되고 있었다. Fig. 1의 LabVIEW의 활용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 데이터 수집 및 계측기 제어 구

축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신호 분석 및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는 

툴들 중에서 가장 기능이 우수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LabVIEW를 소프트웨어로 선정하였다. Lab-
VIEW는 다양한 측정지점에서 발생되는 전압, 전
류 신호들에 대하여 측정, 분석 및 저장 가능하고, 
단순한 프로그램 설계와 대부분의 하드웨어들과 

쉽게 인터페이스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3. 프로그램 개발

선정된 소프트웨어 툴을 통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고 Fig. 2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화면

을 제시하였다. Fig. 2의 A는 모니터링 및 저장 신호 
소스 표시 및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며, B는 그래

프 및 값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C는 데이터 
수집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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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itoring program.

3. 아크감지기술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압․전류에 대한 직렬아크의 파형패턴, THD 등이 

주요 변수임으로 이에 대한 감지기술을 제시하고 

자 한다.

3.1. 아크의 특성

아크란 전극의 부분적인 증발에 의해 수반되는 

절연 개체를 통한 전기의 지속적인 빛의 방출로 

정의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절연 개체를 통한 전

기적인 방전으로서 이때 아크의 중심에는 5,000～
15,000[℃]에 이르는 줄열(Joule's heat)이 발생하게 

되며, 줄열은 i2RT로 표현된다4). 발생한 줄열은 발

화점 이상의 높은 열을 발생시키고 발생한 열은 전

기화재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아크는 일반적으로 

정상상태의 전기적 특징이 아니므로 아크 발생시 

전기적인 특징이 변하게 된다. 아크의 전류나 전압

파형은 일반적인 사인파가 아니다. 아크는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 Hz에서 수 MHz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파수를 가진다. 그
러나 대부분의 아크는 고주파를 동반하며, 전형적

인 전류와 전압파형과는 거리가 있다. 어떤 부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크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전압과 전류의 형태는 
많은 변화가 없으나 아크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고열이 발생한다. 전형적인 아크의 파형은 Fig. 3과 
같이 나타나며 전압파형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Fig. 3. Generalized arc characteristics.

전류파형은 거의 평탄한 0전류 구간(shoulder)이 생

기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은 아크가 발생할 때의 
전류, 전압 파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5-7).

3.2. THD (Total Harmonics Distortion)
푸리에(Fourier) 분석을 통해, 전류 파형은 dc 성

분과 다양한 크기와 위상을 갖는 사인파(sine wave)
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떤 주기적인 전류 파

형 I(t)는 dc 성분 I0와 기본주파수를 갖는 사인파의 
합 형태로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sin  (1)

이러한 개별적 사인 파형은 기본주파수의 정수

배가 되고 이를 고조파(Harmonics)라 불리우며, 고
조파 차수는 기본파의 정수배로 정의된다.

n 차수별 고조파 성분의 RMS값이 In 일때, 전류

파형의 RMS는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2)

THD는 총 고조파율로서 기본파 성분과 그 외 파

형간의 모양의 근접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들 

값들은 기본파 성분에 대한 퍼센트 (%)비율로 표현

된다.

 

 
  

∞


 



(3)

I1은 기본파 성분이며 In은 n차 성분을 의미한다. 
전류의 THD는 미국의 IEEE 519를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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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된 Monitoring Program 검증을 
위한 모의실험장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검정하기 위한 모의실험장

치는 다양한 부하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고, 
정상상태와 아크상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크발생

장치는 미국의 직렬아크 발생장치 규정인 UL1699
에 의거하여 구성하였다. 부하선정은 국내 전기설

비 중 저항성 부하(전구, 히터)와 유도성 부하(선풍

기)로 크게 나누었다. 전원은 220V 전압선(R Line)
과 중성선(Neutral Line)에서 인출하였으며, 사용된 

전선은 내선규정이 2.0mm2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가

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IV 1.6mm 전선을 사용하였

다. 전류 및 전압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메인 측

정기인 고성능 오실로스코프(Tektronix, TDS 3054B)
를 사용하였고, 전류 측정용 프로브는 1～2000A까

지 측정 가능한 클램프 프로브(Tektronix사, TD621)
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위치는 메인차단기와 아크발

생장치 부분의 2곳에 설치하여 동시에 측정하도록 

하였다. 전압은 -1,000～1,000V까지 측정 가능하고 

디지털 분해능력이 뛰어난 P5205 프로브를 사용하

였고 전류프로브와 마찬가지로 측정지점을 2개소

로 하여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아
크 발생장치는 전원과 부하사이에 직렬로 연결하였

고 전극의 간극은 마이크로미터로 조절하여 임의

적으로 직렬아크를 발생시켰다. Fig. 4는 모의실험 

장치이고, Fig. 5는 아크발생장치의 구성도이다8).

Fig. 4. Experimental setup.

Fig. 5. Configuration of Arc generator.

5. 직렬아크 신호분석

개발된 모니터링에 대하여 전류 파형에서는 특징

적인 Shoulder 현상의 발생유무가 나타나야 하며, 
전압 파형은 아크가 발생하는 시점의 전압강하의 

유무를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THD는 전압의 경

우 아크 발생장치에서의 측정한 신호는 아크전압

이 0[V]가 측정되므로 THD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류 THD 값만을 분석하였다.

5.1. 전구 부하의 전류, 전압 파형 분석

Fig. 6～8은 전구부하의 전류, 전압 파형을 나타

내고 있다. 정상상태에서와 아크가 발생했을 때의 

전류 파형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다. 아크 전류 파

형에서 나타나는 “Shoulder” 현상이 모든 측정지점

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전압파형은 아크가 발생했

을 때 아크발생장치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분
전반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류 THD 
값은 정상상태에서의 값은 10[%] 이하의 값을 보이

는 반면, 아크상태에서는 최대 80[%], 평균 20[%]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다.

(a) Normal current

(b) Arc current
Fig. 6. Current signals on Electric wire with the lamp.

Fig. 7. Current THD on Electric wire with the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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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voltage

(b) Arc voltage
Fig. 8. Voltage signals on Electric wire with the lamp.

5.2. 선풍기 부하의 전류, 전압 파형 분석

Fig. 9～11은 선풍기부하의 전류, 전압파형으로 

선풍기의 경우 정상상태일 때 L부하의 특성상 파

형의 일그러짐은 일부 나타나지만 아크 파형의 특

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아크상태에서의 전류

파형은 모든 측정지점에서의 파형의 일그러짐이 

크게 발생하였다. 선풍기 부하의 전류 THD는 정상

상태일 경우 7～10[%], 아크발생시 20[%] 이상 측

정되었다. 그리고 선풍기 부하의 전압 파형은 분전

반에서는 아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크의 특

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크발생장치에서

는 아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전압 강하가 일어나

(a) Normal current

(b) Arc current
Fig. 9. Current signals on Electric wire with the fan.

Fig. 10. Current THD on Electric wire with the fan.

(a) Normal voltage

(b) Arc voltage
Fig. 11. Voltage signals on Electric wire with the fan.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전압신호의 경우 메

인 차단기에서의 측정된 값은 아크신호를 검출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 Normal current

(b) Arc current
Fig. 12. Current signals on Electric wire with the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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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urrent THD on Electric wire with the heater.

(a) Normal voltage

(b) Arc 
Fig. 14. Voltage signals on Electric wire with the heater.

5.3. 전기히터 부하의 전류, 전압 파형 분석

Fig. 12～14는 전기히터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히터의 정상상태와 아크상태에서의 전류 파형

은 확실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나 전압 파형은 아크

가 발생하였을 때 분전반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전
류 THD 값은 아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가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회로에서의 발생되는 정상신호와 
직렬 아크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LabVIEW
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개
발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모의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의 전

압․전류 신호들을 분석하였다.
1) 개발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시간영역에서의 

전압․전류 순시값, RMS 주파수 영역에서의 THD
값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DB에 저장하

였다. 본 DB에는 조명, 선풍기, 전기히터에 대한 직렬

아크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부하 추가 실

험을 통하여 이를 저장하여 부하마다의 직렬아크 특

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2개소에서 직렬

아크를 분석한 결과, 전압 신호의 경우 측정 부하 

모두 아크 제네레이터 개소에서는 아크 전압의 특

성을 보였으나 분전반 측정 개소에서는 직렬아크 

특성은 없고, 정상신호와 같은 파형패턴를 보였다. 
전류 신호는 2개소 측정 지점 모두 직렬아크패턴인 
shoulder 현상이 발생하였다. THD 값은 정상과 아

크상태가 확연히 구분되었고, 정상상태에서 대부분

의 부하가 10[%] 이하이며 아크상태는 20[%] 이상

으로 정상상태보다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다.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저

장된 데이터들은 직렬아크에 대한 파형패턴과 THD
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추가적인 부하

실험과 다양한 실험기법을 통하여 데이터들을 축

적한다면 아크 감지기 개발의 기준값이나, 전기화재 
원인조사자료 및 전기설비에서의 아크특성 분석 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09년도 충북대학교 학술

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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