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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ecord type receivers that are operated in large industrial sites have strength in preventing fire. However, because of its 
long circuit lines and multiple detectors, the receivers are vulnerable to lightning, noise, and breakdown of equipments, resulting in 
malfunction. In case of malfunctioning of detection circuits of main protection areas, such as electrical room and server room, potential 
release of gaseous extinguisher agents may lead to property and life damage.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ponder that initiates the solenoid valves, with respect to various electromagnetic and lightning inflow conditions. Based on 
the measured data, we analyzed the systematic problems of the transponder. In order to prevent receiver malfunctions, a sequential 
circuit was configured with two additional transponders and a timer. The circuit was tested with a simulator with preference and delay 
circuit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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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산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R형 수신

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말단인 감지기가 화재를 감

지하여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전송하면 자기 고유의 

신호를 전용통신 선로를 통해 중계기에 전달한다. 수
신기는 디스플레이에 화재발생 경계구역을 문자로 표

시하고 수신기가 전기적인 고유 신호로 변환하여 해당

설비의 중계기로 전송하면 중계기가 솔레노이드를 작

동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신기에서

는 화재감지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중계기가 

동작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방화셔터가 오동작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공중에 

분포되는 노이즈 및 뇌방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서지 

등 전자기파가 소방제어장치나 통신설비에 영향을 미

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2).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소방제어설비의 오동작은 각

종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특히 가스계 소화설비의 

경우 가스약제 방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며 

Co2 약제를 사용하는 변전실 등에서는 작업자 및 점검

자가 사망에 이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3). 하지

만 소방제어설비의 에러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나 평

가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하여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주

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치중해서 대안이 이루어지다 

보니 중계기 시스템의 자체적 오동작에 대해서는 취급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파에 의한 중계기의 

오동작 가능성을 살펴보고 뇌 서지 및 중계기 자체 고

장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기

술하고자 한다. 

2. 소방제어설비 오동작 요인 도출 

현재 산업현장에서 소화설비 오동작에 따른 위험장

소로 인지되고 있는 장소는 변전실 등과 같은 가스계

소화설비를 사용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소화설비 오동

작이 발생하였던 변전실을 대상으로 전자기파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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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lfunction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 system by 
the noise

Noise characteristics Damage Noise types

Accompanied by 
a strong surge current

- Equipment and board damage 
- Communication equipment 

damage 
- Loss of life

Lightning 
surge 

Internal charge storage 
device signal interference

- IC and component damage 
- Malfunction of equipment

Signal noise
Electrostatic

감지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계와 자계를 

변전실 구역에서 수직거리 1 m, 수평거리 2 m 단위로 

측정하고 중계기로 연결된 RS-485 통신선로의 노이즈 

유입여부 및 낙뢰 유입에 따른 중계기 오동작을 파악

하기 위해 서지시험 및 회로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소방제어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노이즈가 유입경로에 따른 설비피해 특성이다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이즈 중 소방제어설비 에러

로 인한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실증 실험을 하였으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제어설비에 우선회로 

및 지연회로를 사용하여 중계기 오동작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즉, 시스템의 자체적인 에러 원인뿐 만 아

니라 외부 노이즈 유입에 의한 에러가 소방제어 설비

에서 발생하여도 오동작을 제어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도모할 수 있다.

2.1 전자기파에 의한 오동작 위험요소 

변전실과 같은 전자기파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저압을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감지기 및 중계기는 직접

Fig. 1. The magnetic field measurements in the substation.

Fig. 2. Magnetic field and electric field the distribution of the 
in E column of the substation.

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화설비 오동작이 

발생하였던 변전실에서 배전반을 A, B, C, D, E로 열

을 나누어 60 ㎐의 극저주파 대역의 전압 및 전류에 의

한 전계 및 자계를 측정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Fig. 2에서 보듯이 자계가 가장 높게 나타

난E열은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 및 UPS 주변에서 

710 mG가 측정되었으나 인체에 대한 Table 3의 피폭

기준 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5). 전계는 모두 Table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방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

기준 값 이하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전자기계 측정결과를 토대로 통신선로를 통

한 전자기계가 유도될 수 있는 해당 중계기에서 전압

파형을 분석한 결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이즈

가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2. Immunity test standards of transponder 

Frequency range Amplitude modulation Electric field

80 ㎒ ∼ 1000 ㎒ 80% AM (1 ㎑) 10 V/m

Table 3. Reference magnetic field of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 

Item
Magnetic field (mG)

Public Professionals

ICNIRP 2,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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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munication line noise of the transponder.

Fig. 4. Communication circuit and signal block of RS-485.

일반적으로 R형 중계기 통신방식은 Fig. 4와 같이 

RS-485 통신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대부분 제조사

별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원선과 통신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정용 보일러

의 유선 리모컨처럼 전원에 통신신호를 중첩시켜 사용

한다6). 
즉, Table 4의 C-MOS Level과 유사한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R형수신기 통신파형을 측정한 결과 Fig. 5와 같

으며 High Level은 min 20V이상에서 동작하고 Low 
Level은 max 15 V 이하에서 동작하며 임계값은 17.5 V

Table 4. Standard input voltage of C-MOS Level

Item
Input voltage (V)

“1” “0”

C-MOS Level 3.5 min 1.5 max

Fig. 5. Communication waveform of transponder (10ms). 

이다. 따라서 측정된 노이즈는 수십 mV 이하로 측정되

고 있어 동작 Level (High, Low)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형수신기 오동작 원인을 외부 노이즈에 의한 

통신 에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통신선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트위스트 페어 선을 사용하였고 

금속관에 포설하여 외부 전자계로부터 영향을 차단하

도록 시공되었으며 전계와 자계가 통신선로에 유도가 

되더라도 RS-485 통신모듈을 채택하고 있는 R형 수신

기는 전계와 자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외부 서지에 의한 오동작 위험요소

외부 서지 유입에 따른 오동작 원인분석을 하기 위

해 Fig. 6 및 Fig. 7에서와 같이 소방중계기의 전자회로 

기판 및 솔레노이드에 뇌서지와 같은 충격파형을 중계

기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동작여부를 확인하였다.
중계기는 통신선로와 출력 접점간 서지 시험에서 오

동작이 발생하였으며, 시험할 수 있는 중계기가 많지 

않고 시험 중 기판 고장이 발생하여 다양한 서지 시험

은 한계가 있었으나 Table. 5의 서지 시험 레벨에 의거

하여 시험한 결과 시험전압 Level 4인 4.0 kV까지는 오

동작 현상은 없었으나 실제 낙뢰전압은 그 이상 유입

Fig. 6. The measuring device and surge generator.

Fig. 7. PCB circuit of transponder and surge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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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EC 61000-4-5 surge test level

Level Test voltage ±10% (kV)

1 0.5

2 1.0

3 2.0

4 4.0

x Special

Remarks ; x is an unspecified value which can be greater, smaller or 
in between the upper values above. X may be specified in the 
manufacturer’s product data sheet

될 수 있고 정전기 전압이 최대 수십 kV인 부분을 감

안하면 시험 전압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

여 시험한 결과 7.0 kV부터 중계기 이상 동작 현상이 

발생하였다7).
중계기 1개로 구성된 방식은 제일 단순한 구조로 통

신 에러, 중계기 에러, 수신기 에러 등 여러 문제점에 

취약한 구조이다. 소방중계기의 내부 전자릴레이 접점

의 기본구조는 Fig. 8과 같이 CPU에서 접점신호가 출

력되면 릴레이가 동작하기 때문에 기기고장 또는 자체

오동작 의해 쉽게 릴레이 출력신호가 방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CPU 내부의 펌

웨어를 다양한 출력조건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중계기의 오동작 방지를 위한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중계기 2개를 직렬로 구성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중계기 자체적인 고장 등 

다양한 문제점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지가 유입 시에는 2대가 모두 근접한 거리에 있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계기가 1개로 구성된 

방식과 해석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지에 의해 중

계기 릴레이 접점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SPD(Surge Protection Device) 설치가 필요하다. 

Fig. 8. A relay driver circuit.

Fig. 9. Transponder of serial type. 

2.3 중계기 고장에 의한 오동작 위험요소

노이즈 또는 서지에 의한 오동작 외에 수신기의 간

헐적 오신호로 중계기가 오동작 하거나 중계기 자체고

장으로 중계기 릴레이 출력이 방출되는 현상이 발생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2개의 중계기 

출력 접점에 Fig. 10과 같이 우선회로 및 지연회로를 

사용하여 중계기 오동작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회로는 수신기 및 중계기 내부 요소들과 관련된 사고 

요인들의 연쇄동작을 순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을 제시함으로써 중계기의 오동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에 큰 장점을 찾을 수 있다. 

Fig. 10. Malfunction prevention system of transponder.

Fig. 11. Flowchart of malfunction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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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Fig. 10의 시퀀스 회로는 지정된 시간 이내에는 

동작하지 않고 중계기 동작순서가 바뀌면 오동작 방지

회로가 오동작으로 인식되는 구조이므로 지정된 중계

기가 먼저 동작해야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부가적으로 

솔레노이드 양단에 “a” 접점을 배치하여 솔레노이드로 

부터 유입되는 서지를 감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Fig. 11는 Fig. 10에 대한 동작 시퀀스를 순서도로 표

현한 것이다. 중계기 M1이 정상 동작일 경우 타이머가 

t 초 후에 작동되고 중계기 M2가 수신기로 부터 정상

적인 동작신호를 받으면 솔레노이드가 동작되지만, t 
초 이전에 중계기 M2가 작동되면 오동작으로 간주하

여 솔레노이드가 동작되지 않는다. 중계기 M2의 정상

적인 동작 시간은 수신기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타이머의 동작 시간 t 초는 중계기 M2의 동작 설정시

간 미만으로 조정한다. 

3.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방 중계기의 오동작방지 대책

으로 시뮬레이터를 Fig. 12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시뮬

레이터는 수신기와 통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회로를 분석하여 CPU 출력 Pin에서 신호를 Push 
Button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회로를 변경하였으며 지

연회로인 타이머는 솔레노이드 방출대기 시간인 30초
보다 작은 29초로 설정하였다. 

서지와 관련된 실험은 서지 유입 시 중계기 M1과 

중계기 M2가 동시에 동작 하는 조건을 재현하기 위하

여 M1 Push Button과 M2 Push Button을 거의 동시에 

ON시켜 중계기로 입력신호를 보냈을 때 타이머에 의

한 지연회로에 의해 M2는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동작 LED 램프는 점등되지 않았다. 
중계기 자체 고장에 의한 오동작 관련 실험은 시간

을 1초 단위로 변화시키고 개별적으로 M1 Push Button
과 M2 Push Button을 반복적으로 ON/OFF 시키면서 솔

레노이드 동작 LED 램프를 확인한 결과, M1이 먼저 

출력된 상태에서는 1초 후 M2 Push Button이 입력되지

만 29초 이하 시간이기 때문에 지연회로인 타이머가 

활성화 되지 않아 M2 중계기 출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M2 Push Button이 먼저 입력된 경우에는 중계기 동작

전원 자체가 투입되지 않는 우선동작 회로에 의해 솔

레노이드가 램프가 점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화재감지기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제외한 수신기의 

정상 동작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M1 Push Button이 

입력되고 타이머 접점이 활성화 된 시간인 29초 이후 

Fig. 12. Transponder malfunction prevention system simulator.

에 M2 Push Button을 입력한 경우 솔레노이드의 동작 

LED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4. 결 론 

R형 수신기의 중계기 오동작 원인으로 제시된 전자

기파 및 서지에 대한 각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대책을 제시하였다.
전자기파에 의한 오동작 위험요소 중 전계 측정값은 

모두 소방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값 이하

로 측정되어 변전실내 전계가 중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계의 경우 소방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값이 제시되지 않아 인체에 대한 피폭기

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게 측정된 장소에서도 

인체 피폭기준 보다 낮고 해당 중계기의 통신선로에서 

측정한 전압 파형을 분석한 결과 자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에 의한 서지 및 이상전압에 의한 오동작 위험

요소에 있어서는 7.0 kV 이상부터 중계기가 출력신호

를 송출하는 현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순간적인 이

상전압이 중계기에 유입될 경우 중계기가 오동작 또는 

고장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오동작 및 고장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직렬 구조의 중계기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나, 낙뢰에 의한 서지 특성은 직렬 구조의 중계기를 동

시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우선

동작 및 지연회로를 이용한 시퀀스 및 SPD를 적용할 

경우 서지와 같은 이상전압 유입 뿐 만 아니라 중계기 

자체의 열화고장에 의한 오동작방지 대책이 시뮬레이

션 결과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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