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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is of electrical fire risk by overcurrent and series arc signals in traditional 
market shops Firstly, the field stat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or shops at the traditional market (30 shops). At each 
shop in the traditional market, load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and thermal characteristics in Panel were ana-
lyzed. Thermal characteristics in Panel is an indicator that can determine the impact of overcurrent. Results of the field 
state investigation found out four shops which showed abnormal thermal characteristics in Panel. Electrical load cha-
racteristics of these 4 shops were simulated by experimental setup consists of generator, motor and heater. In order to 
verify the electrical fire risk by electrical loads of 4 shops, arc and overcurrent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e 
waveshapes of arc and overcurrent are investigated in both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s to find signal cha-
racteristic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aper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prevention of electrical 
fires occurred at the shops in the traditional market.
Key Words : overcurrent, series arc, electrical fire risk, traditional market shops

1. 서 론*

국내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

에 의하면 2010년 국내 비주거 지역에서 발생한 화

재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장소인 주거지역 

25.1%, 차량 13.8% 등으로 나타났다. 비주거 지역이

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영업 외에는 주

거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비주거 

지역에서의 화재 발생 요인이 전기로 인한 발화원

으로 발생한 화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주의 요인 

32.3%, 기계적요인 10%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1).

재래시장에서 발생된 화재원인 중 전기가 80.7%

로 가장 많았고 방화(7.4%), 원인불명(5.7%), 화기취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dhk@chungbuk.ac.kr

급 부주의(5.2%), 기타(1%) 순이었고, 화재 발생이 가

장 높은 장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나타났다2). 재래

시장에서의 화재원인이 전기화재가 대부분인 이유

는 오래된 전기시설 문제도 있겠지만 전기 비전공자

인 사업주의 전기시설 변경 및 무분별한 사용에 있

다. 예로 겨울철에 전기전열 부하의 사용으로 차단기

의 트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차단기 용량을 증

설하게 되면 과전류 현상으로 이어져 전기배선에 

열적 영향을 초래하여 배선 피복에 절연열화로 진전

되어 낮은 전류값에도 전기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3,4). 또한 부하증설을 목적으로 전기배선을 연

장하기 위하여 전기배선 기구를 사용하는데 보호덮

개 등의 안전장치가 거의 없고 외부에 잦은 노출로 

인하여 접촉불량 또는 반단선 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개소에는 아크를 초래하여 전기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5-7).

따라서 과전류 및 아크 전류신호는 재래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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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전기화재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재래시장에서의 부하특성에 따른 과전류 및 

아크전류 신호를 분석하여 전기화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 재래시

장을 선정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전기적 

부하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실태조사 중

에 분전반의 분기차단기에서 높은 열적특성을 보인 

상가들을 발견하였고, 해당 상가에 대한 과전류 및 

아크 신호를 분석하였다. 또한 열적 특성을 보인 상

가의 부하특성을 실험실에서 동력, 전열부하 발생

장치를 통해 모의하였고, 과전류 및 아크에 대한 각

각의 실험을 통하여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열적특성 및 전기적 신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재래시장에서의 현장실태조사

를 통하여 열적특성이 나타난 상가들을 대상으로 해

당상가의 부하특성에 대하여 과전류 및 아크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8-10).

2. 재래시장 실태조사

각각의 상가에 대한 부하특성 조사와 그 부하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2.1. 재래시장에서의 상가 현장실태조사

재래시장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상가의 상점은 

약 30여개소이며, 그중 음식점 11개소, 수산물 판

매업 7개소, 건어물 상회, 의류점 각각 5개소로 음

식점이 가장 많았다. 각각의 상가에 대한 부하특성

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분전반에서의 열적특성

을 조사하였으며 실태조사결과 해당상가에서 사용

하는 전선인 IV의 허용온도(60oC)를 초과하는 4개의 
상가를 발견하여 4개의 상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 J 국밥 상가는 선술집으로 면적이 10 
m2 정도로 면적은 작으나 한 차단기에 과도하게 부

하가 집중되어 있었다. 분전반의 구성은 메인에 분기 
3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 2회로 부하측 단자

에서 62.7oC로 나타났다. J 콩나물국밥 상가는 음

식점으로 면적 33 m2로 분전반의 구성은 메인 차단

기에 분기 5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열적 특성은 5
분기 회로 차단기에서 65.29oC로 나타났다. H 콩나물 
국밥 상가는 면적이 10 m2으로 분전반의 구성은 메

인 차단기에 분기 3회로로 단상 우 2회로에서 높은 
열적 특성(68.1oC)을 보였다. P 순대 국밥상가는 상

가면적이 가장 넓은 49.5 m2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전

력량이 고르게 나타났으나 단상 우 3번째 회로에

Fig. 1. Thermal characteristic in Panel at P sundea rice soup 
restaurant.

서는 대형 식기 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어 식기세척기 
작동 시에는 국부적 열적 상승을 초래하다가 부 동

작 시에는 낮은 온도를 보였다. Fig. 1은 P순대국밥 
상가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진으로 a는 내부, 
b는 가장 큰 부하용량을 나타내는 식기세척기가 설

치된 외부의 모습이다. c, d는 분전반에서의 온도를 
나타내었다.

2.2. 재래시장에서의 상가 부하특성조사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재래시장 상가에서 사

용하는 부하들을 조사하였고, 각각의 부하에 대해 

제품의 규격을 바탕으로 전열부하와 동력부하의 

구성에 대하여 분류하였다. J 국밥에서 분전반 분

기 2회로 부하측에서 계절형 부하인 전기스토브와 

고정형 부하인 정수기 그리고 환풍기가 있다. 고정

형 부하에 비해 계절형 부하의 전력량이 매우 높

았다. J 콩나물국밥 상가의 5번째 분기회로에는 계

절형 부하인 열풍기 2대, 고정형 부하인 정수기, 
대형냉장고 2대, 김치냉장고로 구성되어 있다. 대
형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24시간동안 작동해야하

는 상태이며 소비전력이 높고, 전열부하의 비중이 

높아서 계절형 부하인 열풍기 사용 시 전열부하의 

비중은 2배 이상으로 높아짐을 보였다. H 콩나물

국밥 상가의 부하 특성은 벽걸이형 전기스토브와 

전기소독기, 정수기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사용하

였다. P 순대국밥 상가에서의 부하특성으로 대형 

식기세척기와 대형냉장고 2 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소 높은 전력량인 4,694W를 사용했다. 대형 냉

장고는 음식의 상태를 유지하기위해 24시간동안 작

동되는 상태에서 소비전력이 매우 높은 식기세척기

가 가동할 시에는 그 전력이 2.5배 정도 증가하는 특

징이 있다. Table 1은 4개 상가의 부하특성과 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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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of used loads and thermal in Panel at 
each shop

       Characteristic of 
used loads 

in Panel
Each Shop

Heat Load
(Watt)

Motor Load
(Watt)

Thermal 
characteristic 

in Panel 

J rest.

Electric Stove 3,000 -

62.7oC
Water Purifier 500 100

Fan - 80

Total 3,500 180

J bean
soup 
rest.

Infrared Heater(2ea) 1,800 -

65.29oC

Water Purifier 500 100

Refrigerator 720 234

Kimchi Refrigerator 80 180

Total 3,100 514

H bean 
soup 
rest.

 Electric Stove
(wall-mounted type) 1,800 -

68.1oC
UV rays Sterilizer  20 -

Water Purifier 500 100

Refrigerator 720 234

Total 3,040 334

P   
rest.

Refrigerator 1,440 234

66.7oC
Dishwasher 2,900 100

UV rays Sterilizer  20 -

Total 4,360 334

특성을 종합하여 나타낸 도표이다.

3. 실험장치

실험을 위한 모의실험장치는 Fig. 2 와 같이 분전

반, 전열부하 동력부하 신호발생장치, 아크 발생기, 오
실로스코프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전반은 과부하 및 
단락보호 겸용 메인 차단기에 분기 3회로 하였고, 전
기배선의 경우 실태조사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IV 1.6 mm2 전선으로 설치하였고, 분기 우 3번째 
회로에 멀티 콘센트를 부착하여 해당 부하를 접속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상가별 부하모델을 적용하기 전열부하 발생기

Fig. 2. Experimental setup.

Fig. 3. Experimental instruments of oscilloscope and Thermal 
Imager.

(R-load 발생기)와 동력부하 발생기(L-load 발생기: 
우선제어시스템의 WSM-86)로 구분하였고 0~3 kW
까지 300W식 10단계로 조절 가능하다. 이를 통하

여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상가별 부하특성에 맞는 부하

신호를 모의할 수 있다. 아크 발생장치는 미국의 직

렬아크 규정(UL1699)에 의거하여 아크발생장치를 모

의실험장치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였고 전극의 간극

은 마이크로미터로 조절하여 실험 조건에 따라 직

렬아크를 발생시켰다. 전기신호 측정기인 고성능 

오실로스코프(Tektronix사, TDS 3054B)를 사용하

였고 전류 1~2 kA까지 측정 가능한 클램프 프로브

(Tektronix사, TD621)를 분전반 부하측에 배치하여 

실험 시 신호들을 도출하였다. 오실로스코프를 통

해 측정된 신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소

프트웨어인 LabVIEW를 사용하였으며 분전반에서

의 열적특성은 열화상 카메라(Fluke, US/T 12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3은 분석장치인 오실로

스코프와 열화상 카메라를 나타내었다. 

4. 실험방법

부하 모델의 경우 R과 L-loads 부하 발생기를 통하

여 4개의 상가 부하특성에 따른 전력량을 입력하

였다. 계절용 및 기타 부하 증설로 발생되는 과전류의 
위험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부하 입력과 히터부하

와 동력부하 전력량을 각각 10%, 20%씩 증가시켜 

포화온도를 측정하였고11,12), 시간영역에서 전류 순시

값과 실효값(RMS, Root Mean Square Value), 주파수 

영역에서는 전류의 고속퓨리에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와 전고조파 왜곡율(THD,Total Harmonic 
Distortion) 등을 각각 분석하였다. 접촉불량과 반단

선상태에서 발생되는 아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아크발생장치를 구축하여 해당상가에 전력량에 

아크입력을 각각 5회, 10회, 15회를 입력하였다. 이
는 접촉불량과 반단선 발생시의 접(接)ㆍ단(斷) 회수

를 가정하여 이를 재현하였다13,14). 아크 신호 분석은 
열적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신호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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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of current signals in monitoring system.

과전류, 아크전류 신호실험은 각 조건마다 약 10분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를 저장하였고, 신호들의 분석은 
LabVIEW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신호들을 분석 가능

하도록 Fig. 4와 같이 4개의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5. 결과 및 고찰

현장실태 조사를 통하여 열적특성을 보인 4개의 상

가를 선별하였고, 이 상가들의 부하특성에 대한 과전

류 및 아크신호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5.1. 재래시장에서의 상가별 과전류에 대한 신호
분석

J 국밥 상가의 과전류 실험에서 실부하 전력을 입 
력하였을 때 시 분전반에서의 포화온도는 48.1oC를 
나타냈다. 히터부하 및 동력부하 사용량 각각 10%
증가 시 56.3oC, 각각 20%증가 시 차단기 용량을 초

과하는 60.3oC로써 IV전선의 허용온도 60oC와 근

사하였다. 또한 전류의 순시값과 실효값은 사용량 증

가에 따라 상승하였으며, 전류의 FFT 증폭현상은 

1 kHz이내, THD는 6.8~8.3%사이이며 왜곡현상은 없

었다. 이는 매우 안정적인 증폭수준과 정상적인 THD
값으로서 사용전력량의 증감은 주파수 영역의 FFT
와 THD과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15). Fig. 5은 J 국밥상가의 온도 추이 곡선을 

나타내었다.
Fig. 6과 같이J 콩나물 국밥 상가는 실부하 조건

에서의 열적특성은 49.8oC의 포화온도를 기록하였다. 

부하전력 각각 10% 증가 시 58.7oC, 20% 증가 시

에는 62.9oC의 포화온도를 보였다. 전류의 순시값

과 RMS값은 부하전류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였으

며, 전류의 FFT 증폭현상은 1.3 kHz까지 나타났으

며 THD의 경우는 6.8~8.3사이의 고조파 성분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

H 콩나물 국밥 상가는 실부하에 대한 전류 발생 

Fig. 5. Graph of temperature by change of overcurrent con-
ditions at J Restaurant.

Fig. 6. Graph of temperature by change of overcurrent con-
ditions at J bean sprouts soup restaurant.

Fig. 7. Graph of temperature by change of overcurrent con-
ditions at H bean sprouts soup restaurant.

시 포화온도는 42.6oC, 히터부하 및 동력부하 각각 10% 

증가 하였을 때에는 51.1oC, 20% 증가 시 에는 일정

하게 상승하여 56.3oC를 나타냈으며 이는 4개의 상

가 중에 가장 낮은 열적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해

당 상가에서는 전기히터 부하를 추가할 계획이었으

므로, 전열부하가 해당 분기에 추가된다면 더욱 더 높

은 열적 특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P 순대 국밥 상가는 실부하에 대한 전류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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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FT of Current b) THD of Current

Fig. 9. Current signals for arc at J restaurant.

a) FFT of Current b) THD of Current

Fig. 10. Current signals for arc at J bean sprouts soup restaurant.

Fig. 8. Graph of temperature by change of overcurrent con-
ditions at P sundea rice soup restaurant.

포화온도는 54.5oC, 히터부하 및 동력부하 전력량을 
각각 10% 증가 시 에는 57.7oC, 20% 증가 시 에는 

67.8oC의 포화온도를 나타내며 4개 상가 중 가장 

높은 열적특성을 나타내었다. 전류의 순시값과 RMS
는 전류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였으며, 전류의 FFT는 
1.3 kHz이내에 크기나 나타났으며, THD의 경우는 

4.0~4.2사이의 고조파 성분을 보였다. 

5.2 재래시장에서의 상가별 직렬아크에 대한 신
호분석

J국밥 상가에서는 전류의 순시값 및 RMS는 아크 

발생 시 전류 파형은 약간의 일그러짐을 보이고 아

크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보다 낮은 RMS값을 나타

내었다. 전류의 FFT는 아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서 증폭현상이 1.3 kHz까지 나타났으나 아크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보다 넓은 범위까지 존재하며 
아크를 10회 발생하였을 경우에 2.3 kHz까지 나타

났다. THD에서는 아크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3~ 
5.5%의 범위를 보였으나 아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5회 발생 시 4~7.5%, 10회 발생시 6~7.2%, 15회 발생

시 6.5~9.7%의 값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Fig. 9는 
직렬아크에 따른 전류의 FFT, THD를 나타내었다. 

Fig. 10은 J 콩나물 국밥상가에서의 직렬아크에 

따른 실험결과이며 J콩나물 국밥 상가의 부하특성

에 대한 아크신호의 실험은 아크의 존재유무에 따

른 변화를 전류의 순시값과 RMS값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류의 FFT에서는 아크가 발생

하지 않았을 상태에서 증폭수준이 1.3 kHz까지 나

타나면서 소강하는 반면 아크 발생 시 증폭수준이 

최대 2 kHz까지 나타났다. 또한 THD에서는 아크

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균 3.8%로 균일하게 

나타났으나 아크가 발생한 모든 조건에서 THD가 

3.8%에서 최대 7%까지 증폭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아크발생횟수가 증가할수록 증폭회수도 비례하게 

증가하였다.
H 콩나물 국밥 상가에서의 아크실험에 대한 데

이터는 아크를 발생하였을 때 파형의 일그러짐이 있

으나, 전류의 RMS의 값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었다. FFT는 아크가 발생하였을 때에 2.4 kHz까지 

증폭수준이 존재하였다. THD는 아크가 발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약 4%로 일정하였으며 아크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THD가 증폭하는 현상을 보였다. 아크

발생횟수 5, 10, 15회 시 THD는 각각 6%, 7.5%, 8.7%
까지 증폭하는 특징을 보였다. Fig. 11은 전류의 FFT, 
THD를 나타내었다.

P 순대 국밥 상가에서의 아크실험에 대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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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FT of Current b) THD of Current

Fig. 11. Current signals for arc at H bean sprouts soup restaurant.

a) FFT of Current b) THD of Current

Fig. 12. Current signals for arc at P sundea rice soup restaurant.

터는 전류의 파형과 RMS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FFT는 아크가 발생하였을 때에 2.7 kHz까

지 증폭수준이 존재하였다. 아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THD는 약 4.2%로 일정하였으며 아크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THD가 약 6.3%까지 증폭하는 공

통적인 현상을 보였고, 아크 발생횟수를 증가함에 따

라 증폭현상도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Fig. 12는 

P순대 국밥 상가에서의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6. 결 론

본 논문은 전기화재 취약장소인 재래시장 상가의 

과전류 및 아크전류에 대한 신호특성을 분석하기 위

한 연구로, 재래시장 상가의 35개소의 실태조사에서 

분전반에서 국부적인 열적특성을 보인 4개 상가의 전

기부하를 모의하여 과전류, 아크전류 신호특성을 분

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아

래와 같다. 

1) 현장실태 조사 결과 J국밥과 J콩나물국밥 상가

의 전체 사용 전력량은 유사하나 동력부하의 사용량

은 J콩나물국밥 상가가 3배 높고, 분전반에서의 열적

특성도 높았다. 또한, 부하를 모의한 과전류실험에서

도 J콩나물국밥상가에서 더욱 높은 열적특성을 보임

으로서 현장실태 조사의 열적특성과 일치하였다. 따

라서 유사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상가 중 동력부하의 

사용량이 높은 상가에서 더욱 높은 열적특성을 보

일 것으로 판단된다.

2) H콩나물 국밥 상가와 P순대국밥 상가는 사용

전력량은 다르지만 동력부하의 사용량이 유사하였다. 

부하전류의 FFT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P상가의 경

우 고주파수 영역의 성분이 3 kHz까지 존재한 반면 

H상가는 2.3 kHz까지 존재하였다. 그러나 THD의 

경우 두 상가 모두 진폭이 4% 수준으로 비슷했으나 

진폭의 증폭수준은 H 상가에서 최대 9%까지 높게 나

타난 반면 P상가에서는 5~6%정도의 비교적 낮은 증

폭현상을 보였다.

3) 아크 신호의 경우 시간영역에서는 상가별 부하

특성에 따른 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

파수 영역인 전류의 FFT와 THD 신호의 변화는 정상

상태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전류의 FFT는 모든 

상가의 부하특성에서 아크가 발생하였을 때 주파수

의 증폭현상이 1.3 kHz 이후에도 존재하였으며, THD 

경우에도 주파수의 왜곡현상이 확연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파수 영역의 FFT, THD신호는 아크의 존

재유무를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

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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