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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development of integrity evaluation instrument for the power line surge protective device. A reliable 
power supply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by highly advances in IT technology. 
However, the lightning incidence also increased with the recent extreme weather events. In Korea, in order to protect the electrical system 
from lightning surge, SPD(Surge Protective Device) has been used for these past 30 years. However, the method of diagnosing the safety 
of the SPD in the industry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SPD integrity evaluation system was composed of a variable DC power source 
unit, voltage-current sensor and the embedded controller. In order to measure V-I characteristics of MOV, 3 type samples were degraded 
by impulse current generator. After impulse tests, the varistor voltage of all samples and nonlinearity coefficient were decreased. It 
confirmed the utility of the developed equipment by this experimental test and the reliability of SPD is expected for surge accident 
prevention when applied to industrial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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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을 통해 고도화된 정보통신 

사회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과 더불어 낙뢰 발생 빈도도 증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력계통의 사고를 비롯하여 

산업플랜트 설비의 고장, 소손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이러한 뇌서지로 부터 시스템을 보호

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약 30여년 전부터 SPD(Surge 
Protective Device)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IEC 62305 
규격의 국내 적용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현재 일반 산업플랜트 및 수용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원용 SPD는 대부분 ZnO기반의 MOV(Metal Oxide 
Varistor) 소자를 선간 또는 선-대지간에 배치하여 구성

된다. 이러한 MOV 소자는 뇌서지 전류에 대응하여 비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소자로써 과도전압 인가시 이를 

MOV 소자의 제한전압으로 억제하여 부하기기를 보

호하게 된다2-3). 그러나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뇌격전류의 반복적인 침입 또는 지락사고 등에 의해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일시과전압에 대해서는 MOV 
소자의 소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락상태

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MOV소자의 소손시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전원계통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면 열폭주에 의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PD 열
화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
내에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발효와 더불어 낙뢰사고 예

방에 대한 조치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화된 상황이나 

현재까지 산업현장에서 SPD에 대한 건전성을 진단하

는 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

가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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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

업플랜트 및 일반 수용가 등의 SPD 설치현장에서 적

용 가능한 평가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SPD 열화 평가 기법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원용 서지보호기 대부분

은 자체적으로 열화상태를 진단하는 기능이 없으며 수

십년간 열화상태에 대한 평가나 검증없이 사용되고 있

다. 이는 설비의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 운

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

라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교체시점을 알 수 없는 등 유

지관리에 매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일찍부터 대두되어졌으나 현재 저압 전

원용 서지보호기에는 고장시 이를 표시하는 단순한 기

능만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2.1 일시과전압에 의한 SPD의 소손특성

전원선로의 고장이나 지락사고 등에 의해 선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정격전압보다 큰 과전압을 일시

과전압(TOV; Temporary Overvoltage)이라 한다. 전원용 

서지보호기에 주로 사용되는 MOV는 뇌서지, 개폐서

지 등과 같이 전압은 매우 높지만 지속시간이 수백 

㎲ 정도로 매우 짧은 과도 전압에 대해서는 전압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소자의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60 Hz의 상용교류 전원에 대해서는 보호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며 소자자체가 소손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지속시간이 수십~수백 ㎲인 서지에 비해 고장시 과전

압은 수백 ms ~ 수초 이상 지속되므로 상대적으로 매

우 큰 에너지가 MOV에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이 소손된 MOV의 고장상태는 대부분 단락상태로써 

Fig. 1. Burning accident of SPD by the temporary overvoltage.

정상상태시 무한대에 가까웠던 저항이 수 Ω 정도로 

낮아지며 이로 인해 전원계통의 단락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Fig. 1은 산업현장 조사시 발견된 SPD 소손 사례로 

일시과전압에 의해 내부 보호소자가 소손된 것으로 추

정되며 소손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원계통에 연결되

어 있어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었다.

2.2 누설전류 측정에 의한 열화 평가 기법

SPD의 열화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바리스터 전압의 저감 정도 및 제한전압의 

변동 상태 등을 검출하는 기법이 있으나 이는 특수한 

시험 장비를 필요로 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간이적으로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는 내장된 퓨즈 같은 분리기의 이상유무를 LED 램프

로 표시하는 고장표시법, 서지 침입횟수를 적산하여 

판별하는 서지카운터 표시방법,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이상유무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고장표시법은 

MOV에 이상이 발생하여 단락상태가 지속된 경우 퓨

즈의 융단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예방적인 관점이 아

닌 사후 조치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열화상태를 판별하

기는 어렵다. 서지 침입횟수를 측정하여 판별하는 경

우에도 인가되는 서지전류의 크기에 따라 MOV의 내

성 정도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회수로만 판별하기에는 

신뢰성에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누설전류의 분석에 의한 방법이 시

도되고 있다4-5).
MOV기반의 서지보호기의 누설전류 측정에 의한 열

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MOV소자는 ZnO 
성분으로 구성되며 계통 전압이 직접 인가되므로 상시 

미소한 누설전류가 흐르게 된다. MOV는 Fig.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커패시터와 비선형 저항의 병렬 조합으

Fig. 2. Equivalent circuit of 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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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가화 할 수 있으며, 전체 누설전류는 저항성 누설

전류와 용량성 누설전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량성 누설전류는 MOV의 유전율 및 표유 정전용

량에 기인하는 것으로는 MOV의 열화시에도 큰 변화

없이 일정하므로 열화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사

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일정 전압과 온도에서 누설전

류의 저항성 성분은 비선형소자인 MOV의 전압-전류 

특성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인가전압

에 따라 비선형소자의 저항성 누설전류는 급격하게 증

가하므로 MOV의 열화진단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성 누설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간 또는 선-
대지간에 연결된 각각의 MOV 소자에 흐르는 전체 누

설전류 및 양단 전압을 측정하고 커패시터 보상법 또

는 용량성 전류 상쇄방법 등과 같은 기법을 적용하여

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90% 이상의 서

지보호기는 Fig. 3과 같이 하나의 박스형 함체에 선간 

Fig. 3. Example of general SPD circuit.

Fig. 4. Leakage current measurement of SPD.

및 선-대지간 보호모드에 MOV 소자를 각각 적용한 형

태로 소자 각각에 흐르는 독립된 누설전류를 함체 외

부에서 측정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Fig. 4와 같이 SPD의 접지선

에 누설전류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접지선에서 측정할 경우 MOV 소자 각각에 흐르는 누

설전류가 아니라 선간 및 선-대지간에 연결된 모든 

MOV 소자에 흐르는 합성전류이며 3상용 SPD의 경우 

서로 상쇄되어 신뢰성 있는 전류의 측정이 어렵다. 중
성선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선간에 위치한 MOV의 누

설전류 외에 분리기의 이상유무를 표시하기 위한 부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합성되어 측정되므로 열화의 지

표가 되는 누설전류를 대표하는 값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산업플랜트에서는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인버

터, SMPS, UPS 등과 같은 고속 스위치 동작을 이용하

는 부하가 많이 사용되며 이는 노이즈 소스로 작용하

여 접지선에 고조파 및 노이즈 성분이 많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측정된 미소 누설전류는 신뢰성이 저

하되며 누설전류의 허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경

험적인 값에 의해 열화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IEEE 62.33에서는 MOV의 바리스터 전압이 10% 이

상 저감시 열화가 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6).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MOV의 바리스터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이러한 열화진단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종래에 실험실 수준에서 고전압 파워

서플라이, 측정용 프로브, 오실로스코프 등의 특수 장

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3. 측정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리스터 전압 측정법에 근거한 

SPD 건전성 평가 장치의 구성 예를 Fig. 5에 나타내었

다. 바리스터 전압이란 MOV소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직류 전류 1 mA가 흐를 때의 소자 양단에 걸리

는 전압을 의미한다. 이는 MOV 선정시 기준이 되는 최

대연속사용전압(MCOV; Maximum continuous operating 
voltage)보다 큰 값으로 열화가 진행시 바리스터 전압은 

점차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Fig. 5와 같이 본 측정장치는 DC 15 V의 입력을 받아 

최대 1.2 kV의 직류전압을 생성하는 플라이백 컨버터 형

태의 DC-DC converter, 보호모드별 측정을 위한 릴레이

부, 전압, 전류 센싱을 위한 측정부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장석훈⋅김영진⋅김성주⋅김재형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4, 201542

Fig. 5. Block diagram of SPD integrity evaluation instrument.

(a) Output voltage waveform of flyback converter

(b) MOV test voltage waveform

(c) MOV test by the integrity evaluation instrument

Fig. 6. Integrity evaluation instrument and characteristics of 
output voltage.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Fig. 6에 시제

작된 측정시스템 및 출력전압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측정이 시작되면 플라이백 컨버터를 통해 출력전압

이 발생하며 이 때 전압과 전류가 디바이더 회로와 션

트 저항을 통해 측정되고 저역통과필터 및 증폭기로 

구성된 signal conditioning circuit을 거쳐 A/D 변환기로 

인가된다. A/D 변환되어 측정된 전류값이 목표값에 도

달될 때 까지 출력전압을 PID 컨트롤러를 통해 PWM 
듀티비를 조정하여 선형적으로 증가시킨다. 출력전압

을 증가시키며 측정되는 전류값은 연속적으로 데이터

화 되며 0.1 mA가 흐를 때의 바리스터 양단전압 및 1 
mA 전류가 흐를 때의 바리스터 전압을 측정하고 이후 

3 mA가 흐를 때까지 계속해서 전압을 증가시켜 상태

를 측정하고 종료한다.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바

리스터 전압 및 비선형 계수를 측정하고 V-I 특성 곡

선을 모니터에 출력하도록 구성하였다. 전류 측정을 

위해 사용된 A/D 변환부는 입력 전압레벨이 최대 3.3V
인 12bit 모델을 적용하였고 신호 증폭부의 이득을 100
배로 설정하였으며 상용 고정밀 측정장치(Keyiley社 모
델명 2010)와의 비교 실험을 통해 0.1 mA에서 3 mA 
까지 5% 이내의 오차 범위에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Fig. 6(a)는 무부하 상태에서 플라이백 컨버터의 출

력전압을 측정한 것으로 출력전압이 선형적으로 최대 

1.34kV 까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저

압 수용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SPD의 정격전압을 

초과하는 값으로 바리스터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파형으로 적합하다. Fig. 6(b)는 MOV시료를 대상으로 

측정기의 출력전압파형을 측정한 예이다. 본 논문에서

는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고 측정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출력전압의 상승시간을 달리하는 방법

을 적용하였다. Fig. 6(b)의 A구간에서는 바리스터의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근사값을 찾기 위한 것으로 전류

가 0.1 mA에 도달할 때까지 빠르게 전압을 상승시킨

다. 이후 근사값에 도달하게 되면 B 구간 같이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키며 데이터의 반복측정 및 평균화 값을 

연산하도록 하였다. 구간 C는 측정종료 후 인가전압을 

방전시켜 초기화 하는 구간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

해 산업플랜트에서 보호모드가 다채널인 보호기의 측

정 및 다수의 SPD 측정시 측정정확도는 유지한 채 시

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MOV 소자 열화 시험 및 측정 장치 성능 분석

4.1 임펄스 인가에 의한 MOV 소자 열화 시험

최근 국내 전원 계통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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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MOV소자 3종에 대해 인위적인 열화상태를 

모의하기 위해 임펄스 인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에 사용된 MOV소자 및 사양을 Fig. 7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모든 시료는 최대 방전전류내량이 8/20 ㎲ 
표준뇌임펄스 전류를 기준으로 공칭방전전류 In 20 
kA, 최대 방전전류 내량 Imax 40 kA인 소자이다. 공
칭 방전전류는 반복적인 임펄스전류에 대해서 정상적

인 동작을 나타내는 정격전류를 의미하며 최대방전전

류란 최소 1회 인가시 동작을 보장하는 최대 임펄스 

전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MOV 소자가 과도한 뇌격전류에 의

해 열화된 상태를 모의하기 위해 Impulse current 
generator를 이용하여 8/20 ㎲ 표준뇌임펄스 전류 20 kA
를 10회 인가하고 후속하여 40 kA 전류를 5회 인가하

였다. 임펄스 전류 인가 후 시제작된 측정장치를 이용

하여 인가시험 전, 20 kA 인가 시험 후, 40 kA 인가시

험 후 각각 바리스터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8에 임펄스 인가 시험장면 및 측정파형의 예를 

나타내었다. Fig. 8(b)는 시료 A에 20 kA의 임펄스 전

류 주입시 측정된 파형으로 각각 바리스터의 제한전압, 
인가된 에너지, 인가전류의 파형을 의미하며 최대 20.8 
kA의 전류가 인가되었으며 그 때 MOV 양단의 최대전

압은 1.01 kV 이었음을 나타낸다.

Fig. 7. Tested MOV. 

Table 1. Specifications of MOV

Model

Varistor
Voltage

Maximum 
Continuous 
Operating 
Voltage

Maximum Peak 
Current
(8/20㎲)

V@1.0mA [V] AC
rms DC In

(10time) Imax

min max [V] [V] [kA]

Sample A
34S431 387 473 275 350 20 40

Sample B
34S681 612 748 420 560 20 40

Sample C
34S751 675 825 460 615 20 40

(a) Impulse Current Generator

Applied Current : 20 kA

Applied Current : 40 kA

(b) Measured waveform (Sample A)

Fig. 8. Impulse current injection test for MOV degradation.

4.2 MOV의 V-I 특성 및 열화 상태 분석 

Fig. 9와 Table 2에 각 시료의 전압-전류 특성 곡선 

및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시료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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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ple A (34S431)

(b) Sample B (34S681)

(c) Sample C (34S751)

Fig. 9. V-I curve of MOVs.

열화시험 후 측정치가 모두 초기치의 5% 이내로 나타

났으며 시료 B와 시료 C의 경우에는 20 kA 10회 인가

시험에서는 양호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40 kA 5회 인

가후에는 초기치의 약 10% 정도 저하된 경향을 보였

다. IEEE std 62.33에서는 바리스터 전압이 초기치에서 

10% 이하로 저하되면 열화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리스터 전압은 소자에 1 mA 전류가 흐를 때 인가된 

직류전압으로 시료 A의 경우 바리스터 전압만으로는 

아직 열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

나 Fig. 9(a)의 전압-전류 특성 곡선에서는 40 kA 인가 

시험 후에는 약 300 V 인가 시점부터 누설전류가 흐르

기 시작하여 369 V에서 0.1 m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험전 소자의 경우 350 V 정
도에서부터 누설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421 V 인가

시 0.1 mA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4% 이상 저감하

였다. 이는 정격전압 보다 낮은 전압에서 누설전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시간 지속시 열폭주 현상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의 열화상태 표시를 위해 비선형 계수 

α 의 측정이 필요하다. α 계수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

된다7).

 log
log

V1 : 0.1 mA가 흐를 때의 전압값, 
V2 : 1 mA가 흐를 때의 전압값, I1 : 0.1 mA, I2 : 1 mA

시료 A의 경우 열화시험 전의 α 계수는 43.3이며 20 
kA 인가시험후의 α 계수는 39.1, 40 kA 인가시험후에

는 16.0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시료 B와 C
도 동일하게 40 kA 인가시험후 20 이하로 급격하게 저

하되었다. 정상상태에서 α 계수는 통상 25∼65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시료의 경우와 같이 20 이하로 나

타나는 소자는 열화가 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 
Fig. 10에 시제작된 전원용 건전성 진단장치를 이용

하여 산업플랜트에서 운용되고 있는 SPD에 적용하여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

분의 SPD는 선-대지, 중성선-대지간에 보호소자를 사

용하고 있으며 Fig. 10과 같이 한 함체에 보호소자와 

기타 부가회로가 담긴 형태이다. 또한 SPD의 유지보수 

및 단락전류 차단을 위해 SPD 전단에 차단기가 의무

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SPD 건전성 평가 측

정을 위해 차단기를 오프시켜 SPD의 공급 전원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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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ransition of varistor voltage and nonlinearity coefficient 

Sample / Condition
Varistor Voltage [V] Nonlinear 

coefficient
α0.1mA 1mA

A

Before Test 421 444 43.3

20kA 10times 412 437 39.1

40kA 5times 369 426 16.0

B

Before Test 632 655 64.4

20kA 10times 600 646 31.2

40kA 5times 521 588 19.0

C

Before Test 740 774 51.3

20kA 10times 686 762 21.9

40kA 5times 601 696 15.7

Fig. 10. Application of the integrity evaluation instrument.

단한 후 본 시험기를 이용하여 상태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선-대지 및 중성선-대지 간에 설치된 소자에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고찰

현대와 같은 정보통신 기반 사회에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은 기본적인 요소이다. 최근 기상이변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낙뢰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해 SPD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

으나 이들의 열화상태에 대한 검증 없이 장기간 사용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원용 SPD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장에 설치된 MOV(Metal Oxide Varisto) 기반 전

원용 서지보호기의 열화진단을 위한 진단시스템을 플

라이백 컨버터 타입 DC-DC converter, 전압, 전류 측정

센서 및 임베디드 제어기로 구성하였다.
2) 본 시스템은 MOV의 전압-전류 측정 곡선이 측정 

가능하며 바리스터의 누설전류 측정을 통해 바리스터

전압을 측정하고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열화여부의 

판별이 가능하다.
3) 임펄스 전류발생기를 이용하여 MOV소자를 인위

적으로 열화시키고 바리스터 전압을 측정한 결과 모든 

소자에서 바리스터 전압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일부 소자는 바리스터 전압이 5% 이내로 저감하

였지만 MOV 소자의 특성지표인 비선형 계수 α가 20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5) MOV 소자의 열화는 단순히 바리스터 전압만으

로 판별하기는 어려우며 V-I 특성곡선을 측정하여 비

선형계수 α의 변화도 측정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제작된 측정장치의 효용

성을 평가하였으며 산업플랜트 현장에 적용시 서지사

고 예방 및 SPD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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