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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분말에 의한 아크전류의 파형 및 실효값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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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aimed to make an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the parallel arc waveform and RMS of current at the electrical 
tracking state by conductive powde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in this paper, field state investigation at metal processing companies in 
Chung-Nam province area was conducted. With the field state investigation, conductive powder were collected from metal processing 
companies. By experiment on electrical connector(breaker, connector) over which the conductive powder were scattered, arc waveform and 
RMS of current were measured. The measured waveform and RMS(root-mean-square) of current were analyzed to describ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electrical arc by the conductive powder. It was proved that conductive powder on electrical connector can flow electrical current 
enough to make electrical fire with high thermal energy. Also the change of sine waveform and RMS of current can be use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al fire and fault signal by conductive powder.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aper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prevention of electrical fires occurred at the metal process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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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도 소방방재청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요인

별 화재현황에 따르면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24.9%, 미확인

단락 24.4%, 과전류 11.8%,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8.9%,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 6.9%, 트래킹 6.4%, 누전 및 지락 

4.7%, 층간단락 1.1%, 순으로 나타났다1). 이렇게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50 % 이상의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도전성 분

말의 경우는 1차적으로 트래킹을 형성하고 2차적으로 단락

을 형성하여 최종 단락화재를 생성 한다2). 도전성 분말의 경

우, 전기차단기 위나 각종 단자부 및 배선에 장기간 누적으로 
인하여 차단기 및 단자부의 본체나 전선 피복 등의 절연열

화가 발생된다. 또한 트래킹을 형성하여 차단기에서는 단

락과 각종 단자부에서는 단락 및 누전을 발생시키는 원인

으로 작용하게 되어 그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3).
도전성 분말로 인한 단락회로의 메커니즘은 도전성 분

말의 누적과 관련이 있는데, 소량의 누적에서는 별다른 이

상을 보이지 않다가 트래킹을 형성할 정도로 누적되면 단

락과 동시에 스파크 및 열을 동반하게 된다. 이런 특징으

로 인하여 해당 개소에 가연물이 존재하면 발화되어 전기화

재가 발생할 수 있다4). 실제로 도전성 분말을 발생하는 금

속 가공소의 관리자에 의하며, 도전성 분말에 대한 그 위

험성은 인지하지 못하며,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금속 분말이 
전기설비 윗부분, 각종 스위치 주변, 차단기의 단자에 누

적되어 있어도 분말의 청소 및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가공소는 현재 전기설비규정에 의하여 누전차단

기와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 과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를 차단하여 감전 방지 및 전기설비를 보호하고 있다5).
그러나 도전성 분말로 인하여 발생되는 절연열화 및 단

락, 아크나 스파크에 대해서 분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및 배선용 차단기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며, 그 개소에서는 

아크 및 열적 축적이 지속 된다6). 이런 도전성 분말의 누

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징후는 아크 및 열적 신호가 해

당되며, 열적 특성은 아크로 인하여 발생되는 징후로 아크 
신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면 된다. 현재 도전성 분말이 발

생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공장 특성에 맞는 아크신호를 분

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어떤 전기재해 취약장소를 불

문하고, 아크에 대하여 병렬 및 직렬아크로 구분하여 AFCI 
(Arc Fault Circuit Interrupter)의 성능개선 및 특징, 감지에 

관한 논문이 대부분이다7,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전성 분말이 발생하는 현장을 특

성화하여 이를 재현한 후 해당 개소에서 발생되는 아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 및 충청지역의 철 혼

합 분말을 발생하는 금속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차단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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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대에서 금속분말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시료를 바탕으

로 비산 및 누적되어지는 형태와 유사하게 낙하시키는 방법

으로 아크를 발생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류 파

형 및 실효 값의 변화를 정상상태와 아크상태로 구분하여 데

이터를 도출하였다. 본 데이터는 도전성 분말이 발생되는 공

장이나 제조업에 대한 절연열화로 인한 단락 및 미확인 단

락, 트래킹에 대한 화재조사 자료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

전교육용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2. 도전성 분진 발생 현장 및 전류 특성

2.1. 도전성 분진 발생 현장 및 실태

대전 및 충청지역의 금속 가공공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실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금속 가공업체의 경우 비

산하는 금속 분말로 인하여 전기설비주변에 누적이 되어 전

기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분

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철 분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동 분말과 기타분말이 혼합되어 있었다.
Fig. 1의 (a)는 콘센트의 외부 보호커버가 파괴 되어 내

부에 도전성 분말이 다량으로 누적된 상태였고, (b)의 경

우에는 5년 정도 사용된 콘센트로, 콘센트 상단부에 많은 

도전성 분말이 누적되고 트래킹을 형성할 정도이며 가끔 

차단기가 트립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c)는 배선용 

차단기로써 설치가 약 10년 정도 되었으며, 도전성 분말

의 누적 강도가 매우 높아,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트래킹 

형성을 통한 단락이 우려되며, (d)는 (c)와 설치년도가 같

으나, 누적분포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하게 누적되어 있었

다. 이렇게 차단기나 단자부의 도전성 분말의 누적은 이

(a) (b)

(c) (d)
Fig. 1. Iron powders cumulated on the top of the circuit breaker 

and electric equipments.

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트래킹을 형성하여 단락 및 아크 
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4).

2.2. 도전성 분말에 의한 전류 특성

도전성 분말로 인한 단락회로의 메커니즘은 도전성 분

말의 누적과 관련이 있는데, 적은 누적에서는 별다른 이

상을 보이지 않다가 트래킹을 형성할 정도로 누적되면 단

락과 동시에 아크 및 열을 동반하게 된다. 아크의 발생은 

전류 파형과 RMS의 변화를 가져온다. 아크의 전류 파형의 
변화는 UL1699와 유사하게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2는 일반적인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의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크전류 발생시 정상전류와 다르

게 전류가 영(zero) 인 지점 흔히 어깨 부분이라고 부르는 

“shoulders”가 발생 한다9).

3. 실험구성 및 방법

본 실험은 차단기 및 단자대에서의 트래킹 형성 가능

Fig. 2. Waveform of arc voltage and current9).

(a) SEM (b) Electron scales

Fig. 3. Analysis and measurement devices for particle size of con-
ductiv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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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SEM photos of powder(a) and enlarged powder(b).

성에 대한 도전성 분말의 누적 입자크기를 분석 하였다. 
분말의 입자크기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였다. SEM
의 규격으로는 Carl Zeiss NTS GmbH 73447 Oberkochen을 

사용했고, 도전성 분말의 낙하에 의한 누적으로 아크가 생

성될 때의 분말의 양은 0.1mg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OBC 
(Ohyo Balance Corp, Japan) 측정기를 이용하였다. Fig. 3의

Fig. 4.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equipment for arcing and 
normal states.

(a)는 SEM기기이며 (b)는 무게측정기를 나타내었다. 아크 

및 단락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파형 분석을 위하여 NI- 
9215와 전류 프로브를 이용하였고, 파형의 저장 및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장치로는 LabVIEW의 Signal Express를 통

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였다10-14).
Fig. 4는 실험장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전성 분

말의 누적 상태는 누전차단기의 20 cm 위에서 분말을 자

유 낙하시켜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면 두 극 사이에서 아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아크 발생 전의 정상상태와 아

크가 발생한 시점을 아크상태로 하여 전류의 파형특징 및 

실효 값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1. The size distribution ratio of powder.

size of powder(µm) distribution ratio(%)

powder≤10 µm 48.27%

10 μm < powder ≤ 20 µm 17.73%

20 μm < powder ≤ 30 µm 18.43%

30 μm < powder ≤ 40 µm 5.67%

40 μm < powder ≤ 50 µm 2.83%

50 μm < powder ≤ 60 µm 2.83%

60 μm < powder ≤ 70 µm 2.83%

70 μm < powder ≤ 80 µm 0.70%

80 μm < powder ≤ 90 µm 0.70%

90 μm < powder 1.41%

The total amoun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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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도전성 분말의 입자 분포 분석

Fig. 4에서 대부분의 입자의 분포도가 마이크론 단위로 밀집

되어 있고 이는 공기의 이온화를 발생하기에 충분하며, 그 개
소에 아크 및 단락을 일으킬 수 있는 분포도로 확인되었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된 도전성 분말

의 입자분포를 크기별로 Table 1에 나타내었다.

4.2. 도전성 분말에 의한 아크발생

도전성 분말에 의한 아크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단기 위에서 분말의 낙하에 의한 누적으로 작은 아크의 

생성이 시작되었고 점차적으로 누적의 양을 증가시킬 때 

Fig. 6과 같이 아크의 형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위의 Table 2는 누전차단기의 20cm 위에서 분말을 자

유 낙하시켜 분말의 누적으로 아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분말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실험한 결과 분말의 특성상 

아크를 발생하는 무게가 매 실험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낙하시키는 형태가 동일하지 않고, 누적되어지

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분말의 직경, 이물질의 혼입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아크를 발생시키는 무게가 일

정한 규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4.3 파형 변화 분석

(a) Start of arc (b) Growth of arc (c) Enlargement of arc
Fig. 6. Spark photos on the leakage circuit breaker.

Table 2. Weight of iron powder in short circuit4).

NO initial weight of 
iron powder(g)

last weight of 
iron powder(g) weight(mg)

1 21.8952 21.1496 145.6

2 21.1496 20.9648 184.8

3 20.9648 20.9289 35.9

4 18.6115 17.6674 944.1

5 17.6674 17.3350 332.4

6 17.3358 16.7258 610

7 16.7258 16.0575 668.3

8 16.0575 14.8601 1197.4

9 14.8601 14.6597 209.4

10 23.0944 22.0976 996.8

(a) The current waveform without arc(normal- state)

(b) Deformation of the waveform with arc(1) 

(c) Deformation of the waveform with arc(2) 
Fig. 7. The current waveform without arc and with arc.

아크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상태에서의 전류파형은 Fig. 
7의 (a)와 같이 전류파형이 전형적인 왜곡이 없는 정현파

를 보여주고 있다. Fig. 7의 (b)와(c)의 원안에 표시한 부분

은 아크의 발생순간에서의 파형의 변화이며, Fig. 2에서 제

시한 아크 특성인 Shoulder의 생성9)과 추가적으로 전류파

형의 최대값에서 파형의 왜곡도 관찰되었다.

4.4. 전류 실효값의 변화

정상상태의 전류 실효 값의 경우는 사용부하에 의해 안

정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반면, 누적 도전성 분말에 의한 

아크 발생 순간에 전류 실효 값이 높게 증가한 것을 나타

내었다. Fig. 8의 (a)는 정상상태로 전류 실효 값의 변동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b)~(d)의 다양하게 아크

방전시의 발생순간에서 순간의 전류 실효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크 발생을 일으킬 정도의 누

적이 되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류 실효 값의 변화

를 가져왔다. 도전성 분말로 인한 아크 발생시에 누전차단

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작동되지 않았다. 다음 Table 3은 도

전성 분말에 의한 아크의 발생에 따른 전류 실효 값의 변

화를 시간(초)순으로 나타내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성 분

말이 차단기 위나 각종 단자부에 누적되어 트래킹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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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ording of change of RMS without arc (b) Recording of change of RMS(1) with arc

(c) Recording of change of RMS(2) with arc (d) Recording of change of RMS(3) with arc 
Fig. 8. Recording results of current without arc and with arc of RMS value.

Table 3. The Changes of the current.

NO Time (sec) RMS(mA) NO Time(sec) RMS(mA)

1 0.5 130 10 5.0 200

2 1.0 130 11 5.5 130

3 1.5 130 12 6.0 150

4 2.0 180 13 6.5 180

5 2.5 160 14 7.0 140

6 3.0 150 15 7.5 140

7 3.5 185 16 8.0 130

8 4.0 130 17 8.5 130

9 4.5 130 18 9.0 130

하였을 때, 해당 개소에서의 파형 변화 및 실효 값 특성을 

분석하여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도전성 분말은 누적과 관련이 있으며, 차단기 및 단

자부에 트래킹을 형성할 정도로 누적되면 해당 개소에서 

순간적으로 높은 열과 아크를 발생시켰으나 정상 상태인 배

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도전성 분말에 의한 아크를 인

식하지 못하여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성 분말을 발생

하는 작업장에서는 아크경보설비나 아크차단기와 같은 안

전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2) 도출된 본 데이터는 도전성 분말을 발생시키는 작업

장과 도전성 분말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전

기화재 위험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도전성 분말로 인한 트

래킹 생성 신호를 발견하였다. 
3) 트래킹을 형성했을 때는 정상 전류 순시 값과 다르게 

아크파형인 Shoulder가 형성되었고, 도전성 분말이 비산과 

함께 전류 실효 값이 정상과 다르게 순간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가 사라졌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도전성 분말을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아크 경보기나 차단기의 
설치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아크 파형의 Shoulder 
생성과 트래킹의 주요 신호인 전류 실효 값의 급격한 패

턴변화를 인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며 현재 진행 

중임을 밝혀둔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2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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