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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에 누적된 도전성 분진에 의한 아크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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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general, the causes of the electrical fire are overcurrent, short circuit, poor contact, etc. This study is aimed to recognize the
risk of electric arc to prevent electrical fires due to the conductive dust accumulated on the circuit breaker.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the method that conductive metal dust collected from the field is being accumulated on the experimental electrodes with gap of 13
mm until the arc is generated. In case that arc was generated, the amount of conductive dust was measured and the thickness was
calculated. This experiments was conducted by particle size. In order to distinguish particle size, mesh size(60~100, 100~150, 150~200,
200~250mesh) was classified using a sieve. As the results of experiment for each of the particle siz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differences in the generation of arc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dust accu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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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2년도 소방방재청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
요인별 화재현황에 따르면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23.42%, 과부하 11.4%,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9.0%,
트래킹에 의한 단락 6.9%, 압착에 의한 단락 6.4%, 누
전 4.6%, 반단선 1.4%, 층간단락1.06%, 미확인 단락
25.95%, 기타 9.2%를 차지하고 있다1). 특히 아크는 다
양하게 발생하는데 전기접속부의 접촉 불량에 의한 아
크와 금속성 및 기타 분진으로 전기회로 외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는 트래킹으로 인한 아크로 구분할 수
있다. 열악한 운전환경과 습기, 작은 금속조각, 오염 등
은 전기적인 도전경로를 형성시키고, 완전한 단락을
형성하기까지의 고장전류는 배선용차단기에 의해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차단기는 정격전류를
초과해야 작동하므로 정격전류이내의 고장전류는 아
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치명적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 시킨다2).
†

접속불량의 경우는 전선접속부의 불량, 단자대에 대
3)
한 불량 등의 많은 연구가 이행되어 왔다 . 일반 전선
간의 단락은 순간적으로 방전이 발생하지만 도전성 분
진에 의한 단락은 도전로인 트래킹이 먼저 형성되고
점차적으로 방전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도전성
및 기타 분진으로 인한 트래킹이 발생되는 아크에 대
한 연구로는 분진이 전극 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
에서 전압이 인가되면 국부적으로 전계의 집중과 누설
전류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 관한 연구4-6)가 있다. 또한
트래킹을 만들고 아크 발생시의 열적 특성을 분석한
7)
연구 가 있으나, 입자 크기별로 분진 누적에 의한 아크
의 발생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전성 분진의 입자크기별로
아크발생 누적높이를 도출하고자한다. 연구된 결과는
도전성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도전성 분진으로 인
한 아크발생 위험성을 제시함으로써 전기 화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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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전성 분진의 누적 실태
금속을 가공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장소에서는 도전
성 분진이 발생된다. 비산하는 금속 분진으로 인하여
전기설비주변에 누적되어 전기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Fig. 1의 (a)는 20 A 누전차단기 윗부분
에 누적된 도전성 분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접속단자
부분에 누적되어 있는 경우는 전기적인 아크의 발생위
험이 있다. (b)의 경우에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커버
나이프 스위치의 상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접속단자 부
분에서 분진의 누적에 의한 위험성과 연결전선이 노후
화 되어 내부 심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사
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매우 큰 상태이다. Fig. 1의
(c)와(d)는 3상 전동기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로서 선로를
접촉시키는 부분에 사진과 같이 분진이 누적되어 있으
며 직접 선로사이에 분진으로 인한 도전로의 형성으로
아크의 위험성이 있으나 설비 담당자는 위험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전기설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실험 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도전성 분진에 의한 입자크기에 따른 아크발생두께
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실험 장치를 설치하
였다. 장치의 주된 구성으로는 220 V의 전원과 분진의

(a)

(b)

(c)

(d)

Fig. 1. Iron dust accumulated on the top of the circuit breaker
and electrical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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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generation of arc.

낙하과정에서 현장에서와 유사하게 낙하가 일어나도록
진동판을 설치하여 진동을 발생시켰으며, 0.5 m/sec의 기
류를 발생시켜 분산이 일어나도록 FAN을 설치하였다.
유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SHILLA FIRE FIGHTING CO.,
LTD사의 MODEL SFC-1 열선식 유속계를 사용하였다.
Fig. 3은 사용된 유속계를 나타내고 있다. Fig. 4는
사용된 실험전극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험전극의
간격은 차단기의 규격과 동일하게 13 mm로 설정하였
다. 도전성 분진과 접촉되는 실험에 사용한 전극은 일
반적으로 전기 선로에 사용되는 재질인 동판을 사용하

Fig. 3. Anemometer.

Fig. 4. Electrode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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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였으며, 현장과의 차이점은 낙하하는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고 모두 전극사이에 누적되도록 장치를 구
성하였다.
사용된 도전성 분진은 철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표준체를 사용하여 큰 분진을 걸러내고 60
mesh 이하인 분진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5는 누적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장치의
특징으로는 입자의 이동로에 0.5 m/sec의 유속을 발생
시켜 분진누적의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누적을
진행하였다. 전극 판에 전압(220 V)이 인가되는 상태에
서 진동판을 작동시켜 누적을 진행시키고 아크가 발생
하면 자동으로 누적을 중지하고 누적된 분진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3.2 실험용 분진과 실험
작업장에서 수집한 도전성 분진을 각 크기별로 선별
하기 위하여 표준 매쉬체를 사용하여 구분을 하였다.
사용한 매쉬 규격으로는 60, 100, 150, 200, 250 mesh를
적용하였다. Table 1은 매쉬단위와 mm 단위를 비교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분진의 선별은 먼저 60 mesh를 사용하여 비교적 큰
입자를 걸러내고 60 mesh를 통과한 분진을 100 mesh체
를 사용하여 통과한 분진과 통과하지 못한 분진을 구
분하여 60부터 99 mesh까지의 분진을 실험용 분진의
한 단위로 선별을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100-149
mesh, 150-199 mesh, 200-249 mesh, 모두 4종류의 분진
Table 1. Comparison units : Mesh an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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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60

100

150

200

250

mm

0.221

0.14

0.104

0.074

0.061

Fig. 6. Conductive dust particles.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the weight and volume of dust
Particle units (mesh)

g / 10 

mg / 

60-99

34.29

3,429

100-149

28.63

2,863

150-199

27.88

2,788

200-249

24.69

2,469

단위로 실험용 분진을 준비 하였다. Fig. 6은 표준체를
사용하여 선별한 분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는 분진의 무게와 부피와의 관계를 측정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10 
의 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입자 크기별로 선별한 분진
의 10  의 무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
 당 무게로 환산 하였다. 1  당 무게를 기준으로
아크 발생 분진의 무게를 측정하여 분진의 체적과 무
게와의 결과를 비교하여 아크 전극사이의 거리와 폭을
계산하면 아크발생시 누적되는 분진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4.1 아크발생 무게 및 Risk 분석
표준체를 사용하여 분진의 크기 구분은 60-99,
100-149, 150-199, 200-249 mesh 4종류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종류별로 실험은 50회를 수행하였으며
분진의 특성상 동일한 무게에서 아크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7은 분진의 누적에 의한 아크
발생(a)과 누적된 분진의 상태(b)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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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tion frequency of the arc (100-149 mesh)
Weight (mg)

190

200

210

220

230

240

250

Frequency

1

2

9

12

18

7

1

Arc frequency (%)

2

4

18

24

36

14

2

Arc risk

2

6

24

48

84

98

100

4.1.3 150-199 mesh

Table 6은 60-99 mesh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고,
분진 150-199 mesh의 아크가 발생한 분진 무게, 빈도
및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a)

(b)

Fig. 7. Photos for arc(a) and accumulated conductive dust(b).

Weight (mg)

4.1.1 60-99 mesh

Table 3은 60-99 mesh 크기의 아크실험을 실시한 결
과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4는 Table 3을 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최소 160 mg의 분진에서 아크를 발생하
고 최대 210 mg에서 아크가 발생하였다. 누적되는 분
진이 180-190 mg 부근에서 64% 아크발생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누적되는 분진이 많아질수록 아크발생 누
적빈도와 위험도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 Weight of the particles of dust in arcing (60-99
mesh)
No Exp

Table 6. Generation frequency of the arc (150-199 mesh)

Arcing dust weight (mg)

Exp
1-10

180

190

190

180

170

170

180

200

200

190

Exp
11-20

200

170

190

190

180

210

170

190

180

190

Exp
21-30

190

180

200

180

200

200

180

190

190

210

Exp
31-40

200

170

180

180

180

200

190

180

170

190

Exp
41-50

160

180

190

180

190

180

160

190

180

19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30

Frequency

1

3

3

10

15

10

4

3

Arc frequency (%)

2

6

6

20

30

20

8

6

1
2

Arc risk

2

8

14

34

64

84

92

98

100

4.1.4 200-249 mesh

다음 Table 7은 60-99 mesh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
였고, 분진 200-249 mesh의 아크가 발생한 분진 무게,
빈도 및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7. Generation frequency of the arc (200-249 mesh)
Weight (mg)

670 680 690 700 710 720 730 740 750 760

Frequency

1

4

2

4

8

15

8

4

3

1

Arc frequency(%)

2

8

4

8

16

30

16

8

6

2

Arc risk

2

10

14

22

38

68

84

92

98 100

Fig 8은 각각의 분진입자(60-99, 100-149, 150-199,
200-249 mesh)에 대한 아크실험결과 각 분진의 평균아
크발생무게(mg)를 계산하여 나타냈으며, 계산된 결과
는 Table 8에서 나타내고 있다 분진의 입경이 큰 경우
에는 작은 경우 보다 낮은 무게에서 아크가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4. Generation frequency of the arc (60-99 mesh)
Weight (mg)

160

170

180

190

200

210

Frequency

2

6

16

16

8

2

Arc frequency (%)

4

12

32

32

16

4

Arc risk

4

16

48

80

96

100

4.1.2 100-149 mesh

Table 5는 60-99 mesh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고,
100-149 mesh의 아크가 발생한 분진 무게, 빈도 및 위
험성(risk)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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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verage weight distribution of dust in arcing (60-249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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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크발생 높이 분석
Table 2를 이용하여 분진의 무게와 체적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누적높이를 계산하였다. 각 아크발생분진의
무게는 평균무게를 적용하여 체적으로 환산하였다. 다
음 Table 8은 아크발생 평균무게와 체적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8. Relation between average weight and volume
Mesh

60-99

100-149

150-199

200-249

Weight (mg)

185

223

480

717

54

78

172

290

3

volume (mm )

Fig. 11. Accumulated thickness of dust in arcing (150-199
mesh).

4.2.1 60-99 mesh

아크발생 분진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게와 체
적과의 관계를 나타낸 Table 1과 Table 8을 활용하여
아크발생 누적 높이를 계산하였다.

Fig. 12. Accumulated thickness of dust in arcing (200-249
mesh).
Fig. 9. Accumulated thickness of dust in arcing (60-99 mesh).

60-99 mesh의 입자의 크기 분포는 60 mesh가 0.21
mm가 되고 99 mesh는 0.14 mm가 된다. 계산된 아크발
생 누적높이는 0.16 mm로 나타났으며, 60-99 mesh 입
자의 경우 0.14 mm보다 높은 누적에서 아크가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Fig. 9는 입자의 누적관계를 정면도로
표시하였다.

4.2.2 100-149, 150-199, 200-249 mash
60-99 mesh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세 가지 입자의

Fig. 13. Accumulated dust thickness in arcing (60-249 mesh).

아크발생 누적높이를 계산하여 Fig. 10, Fig. 11, Fig. 12
에서 나타내었다.
Fig. 13은 Table 1을 참고하여 각각의 분진입자군과
아크발생 평균누적높이(mm)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입
자가 큰 분진의 경우에는 낮은 누적높이에 의해서 아
크가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다.

5결론
Fig. 10. Accumulated thickness of dust in arcing (100-149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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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에 누적된 도전성 분진에 의한 아크 위험성

분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도전성 분진이 누전차단기의 상부에 누적되는 경우,
아크 발생으로 인한 전기화재의 위험성 및 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도전성 분진을 입자 크
기별로 선별하고 구성한 실험을 통해서 아크를 발생시
키는 분진의 무게를 측정하여 아크발생 누적높이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아크를 발생시키는 도전성 분진의 평균무게는 입
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험결과
60-99 mesh 분진의 경우 185 mg, 100-149 mesh 분진은
223.8 mg, 150-199 mesh 분진은 480.6 mg, 200-249
mesh 분진은 717.2 mg에서 아크를 발생하였다.
2) 각 입자의 분포별로 아크발생 분진의 무게에서
아크발생의 최소높이를 확인 하였으며, 60-99 mesh 분
진의 경우 0.143 mm, 100-149 mesh 분진은 0.204 mm,
150-199 mesh 분진은 0.48 mm, 200-249 mesh 분진은
0.83 mm의 누적높이에서 아크가 발생하였다.
3) 입자의 크기에 따라 아크를 일으키는 도전성 분
진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아크가 발생하는 누적두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큰 입자의 경우
는 누적 두께가 낮은 경우에도 아크가 발생되었고, 입
자가 작은 분진은 입자가 큰 분진보다 높은 두께에서
아크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도전성 분진을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일반 분진보
다 도전성이 높기 때문에 트래킹에 의한 전기화재의
위험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아크발생으로 인한 전기
화재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하
고 있는 다양한 금속성분의 분진에 의한 아크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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