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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the electrical and thermal signal such as ignition possibility, ignition time, thermal 
characteristics and arc fault power that are associated with electrical fire in case of the occurrence of series arc at IV wiring used for 
interior wiring at commercial power source. In order to analyze the signal, series arc was induced by generating the constant vibration 
through vibrating device in the one phase (R phase) and ignition possibility was analyzed along the condition of current value by adding 
cotton material to the contact point of wiring. The ignition time is shortened as the electric current value increased, burning time is not 
associated with current value and the temperature rose up to 740 °C though it was not ignited. It was checked out that the temperature was 
the energy source enough that can generate the fire related with insulation aging of wiring and the inflammable. The possibility of 
electrical fire by series arc was shown as more than 12% at 5A, more than 42% at 20A and arc showed 27W at 5A, 180W at 20A.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electrical fire exists at the condition as above and the circuit breaker did not operate. This data can be 
used as the reference value for the investigation of electrical fire or development of the circuit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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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4년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화재

의 원인 중 전기적 요인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전기적 요인 중 미확인 단락이 26.5%로 가장 많고,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25.7%,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8.2%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기화재 원인들의 공통

점은 아크를 동반하는 것이다. 비록 아크가 불안정한 

현상으로서 화재를 야기할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아크가 지속되고, 아크 발

생지점의 온도가 10,000 ~ 15,000℃이상일 경우 주변 

가연물에 전기 화재를 야기할 수 있다1).
위와 같이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이나 지락 등으로 

동반되는 아크가 병렬회로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

락으로 귀결되면서 매우 큰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배선용 차단기(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또

는 퓨즈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접촉불량이나 

반단선 등이 발생하는 직렬회로에서 아크에 의한 전류

는 부하의 임피던스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차단기 

용량보다 낮은 전류값일 경우에 차단동작을 하지 않는

다2). 이런 현상에서 발생되는 아크를 미국에서는 직렬

아크(Series Arc)로 지칭하고, 2002년 NEC 코드에서 주

거시설의 침실에 의무적으로 아크차단기(AFCI, Arc 
Fault Circuit Interrupter)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 NEC 코드에 설치장소 확대 및 직렬아크의 식

별기능을 추가하였음에도 전기화재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3). 이런 이유로 직렬아크에 의

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PVC 전선에서의 직렬

아크에 대한 분석, 직렬아크의 발화특성과 같은 연구

가 국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직렬아크의 전류파형 분석 또는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전선에서 아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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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발화능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선의 접속부에서 직렬 아크

를 유도하고 전기적 및 열적신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렬 아크 발생지점에 섬유물질(Cotton material)
을 추가하여 전류 조건에 따른 발화유무 분석, 발화시

간 및 아크로 인한 전력, 전류 크기별 발화온도와 같은 

4가지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데이터는 직렬아크에 관

한 차단기술의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2. 옥내배선에서의 직렬아크현상

전선은 압착, 진동, 구부러짐, 반복되는 접속 및 탈

착, 접속부의 느슨해짐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손상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전선의 결함보다는 오

래된 사용기간 사용상의 부주의, 안전의식 부족 등 사

용자의 인적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콘센트에서 과도한 힘으로 반복되는 플러그의 접

속 및 해체 또는, 전선의 끝을 잡아당기는 일이 장기간 

반복되었을 경우에 잠재적으로 도체의 파괴로 인하여 

직렬아크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4). 전선의 끊김은 

주로 전기배선 및 배선기구의 접속부분에서 접촉불량

과 반단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전선에 흐르는 통

전전류는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병렬

아크의 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직렬아크의 전류는 부하전류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

에 차단기의 정격전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단

기 등의 회로방호장치가 동작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아크전류는 계속 발생하게 되고, 축적된 

에너지에 의해 전기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아크전류와 아크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전력은 도체저항이 낮은 경우일지라도 수십-수백 ㎾의 

Fig. 1. Series arc circuit

높은 전력이 발생되므로 이로 인한 에너지에 의하여 

전기화재위험성이 높다5). Fig. 1은 회로의 단일 전선이 

서로 단선되거나 찢어짐이 발생하여 노출된 나선이 접

촉 및 떼어짐이 반복되거나 진동으로 인해 접촉불량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직렬아크의 회로도이다.
즉, 직렬아크의 전류가 차단기 용량(20A)보다 낮은 

저전류값 일지라도 가연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는 아

크로 인한 불꽃과 저전류에 의한 열이 축적되어 화재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한 전기적 접속에 의해 

직렬아크가 발생할 경우에 아크 불꽃이나 열 등에 의

해 절연체를 손상시킴으로써 단락으로 진전될 수 있으

며, 이 또한 중요한 전기화재의 메커니즘이다6). 직렬아

크 발생 시 옥내배선을 보호할 수 있는 아크회로 차단

기(AFCI)가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서, 주택 및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옥내배선서 직렬아

크 고장에 의한 발화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Fig. 2와 같이 분전반, 진동 장치, 저항

성 부하발생장치, 오실로스코프 및 프로브, 열화상카

메라로 구성되었다. 분전반은 과부하 및 단락보호 겸

용 메인 차단기(20A)에 누전차단기(20A)로 분기 3회로

를 구성하였다. 전기배선은 옥내배선으로 사용되고 있

는 IV 1.6 ㎟으로 배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로의 

임피던스를 순저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상용전원 220 V, 60 ㎐인 회로의 Hot-line에 0에서 20A
까지 조절 가능한 저항성 부하발생장치(우선제어시스

템, WSM-86)를 연결하여 전류값을 조절하였다. 또한, 
3,000 rpm의 전동장치를 전선 접촉지점에 배치하여 진

동을 가했다. 전기신호 측정기인 고성능 오실로스코프

Fig. 2.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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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tronix사, TDS 3054B)를 사용하였고, 아크발생지점

에서의 전압강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프로브

(Tektronix사, P6119PB)를 아크발생 지점의 양단에 배

치하고, 전류범위 1～2 ㎄까지 측정 가능한 클램프 프

로브(Tektronix사, A622)를 부하측에 배치하여 신호들

을 도출하였다.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측정된 신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인 LabVIEW를 

사용하였으며 아크발생지점에서의 열적특성은 열화상 

카메라(FLIR, T4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2 실험방법

Fig. 3은 전선 접촉지점에서의 실험장치를 구현한 

개략도와 실제를 나타내었다. Fig. 3의 b와 같이 분전

반과 아크발생지점까지의 전선(분전반-ⓓ-ⓕ-1)을 진동

장치 위에 배선하고, 고정전극부터 부하까지의 전선(ⓕ
-2-부하)은 고정시킴으로서 hot line에 직렬아크를 발생

시켰다. 저항성 부하발생장치를 사용하여 회로에 5A, 
10A, 15A, 20A을 인가하고, 발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가연물질로 사용되는 면 섬유물질(Cotton Material, 
30×150 ㎜)을 사용하였다7). 면 섬유물질의 발화관련 

특성면 섬유물질이 아크발생지점의 전선을 감아서 면 

섬유물질이 발화되는 시점까지 또는 전선에서의 온도

상승이 정지할 때까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서 전류별 면 섬유물질의 발화유무, 아크발생시간, 발
화시간, 발화지속시간, 아크전류 및 전압을 분석하여 

전류별 발화가능성, 전류별 발화시간, 전류별 발화온

도, 아크전력을 도출하였다. 실험회수는 각 전류조건별 

50회 실시하였고, 실험조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대기온

도 20℃, 습도 35%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4. 결 과

4.1 발화가능성 분석

Fig. 4는 각 전류조건별로 50회씩 실험을 실시하여 

섬유물질의 발화 가능성을 도출한 그래프이다. 그 결

과, 발화 가능성은 전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A 조건에서 직렬아크가 발생할 

경우에 50회 시험 중 섬유물질에 착화가 일어난 횟수

는 6회로 발화 가능성이 0.12(12%)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20A 조건에서의 발화가능성은 0.42(42%)
로 나타났다. 20A 조건의 경우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

전류 20A로 인하여 차단기가 trip된 경우가 있었으나, 
그 이하의 조건에서는 발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

단기가 trip되지 않아 직렬아크로 인해 전기화재가 발

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1은 전류별 발화가능

a) geometry of contact point

b) Experimental setup of contact point

c) Cotton material at contact point

Fig. 3. Geometry and experimental setup of contact point.

Fig. 4. Ignition possibility of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and at the currents of 5-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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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gnition possibility of rated 70℃ IV wiring at 220 V

Current (A) 5 10 15 20

Ignition
possibility 0.12 0.20 0.36 0.42

성을 나타내었다.

4.2 발화시간 분석

Fig. 5는 각 전류조건별로 발화시간과 발화지속시간

을 나타내었다. 4.1절에서 섬유물질에 착화가 발생한 

실험에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발화시간은 간

헐적으로 발화가 발생하는 것은 배제하고, 발화가 전

소로 이어졌을 때의 최초 발화시간으로 정하였고, 발
화부터 전소까지의 시간을 발화지속시간으로 정의하

였다. 
5 A 조건에서의 발화시간은 97.75초, 발화지속시간

은 5.84초를 나타냈으며, 20 A 조건에서의 발화시간은 

74.35초, 발화지속시간은 4.45초를 나타내었다. 발화시

간은 전류값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었지만, 발화지속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부하전류 값이 지속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전류별 발화시간 

및 발화지속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와 표이다.

Fig. 5. Ignition time and burning time of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and at the currents of 5–20 A. 

Table 2. Ignition time and burning time of rated 70℃ IV wiring 

at 220V

Current (A) 5 10 15 20

Ignition Time (s) 97.75 90.54 82.88 74.35

burning time(s) 5.84 6.28 3.33 4.45

4.3 발화온도 분석

Fig. 6은 각 전류조건별로 발화시의 최고온도와 비

발화시의 최고온도를 나타내었다. 발화온도는 5 A 조
건에서 779℃, 20 A 조건에서 1355℃으로 나타났다. 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대기온도 20℃, 습도 

35%인 밀폐된 공간에서 부하전류 5 A인 회로의 직렬

아크가 발생한 경우에 12%의 확률로 전기화재가 발생

할 수 있으며 97 초 만에 착화되어 최고온도 800℃ 정

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일정온도는 5 A에서 779℃, 10 A
에서 845℃, 15 A에서 1,095℃, 20 A에서 1,355℃로 나

타났다. 섬유물질의 연소점(Fite points)은 210℃로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

지기 때문에 발화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발화되지 않는 경우, 즉 비발화시의 아크발생

지점에서의 최고 온도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발
화에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는 진동으로 인하여 전선이 

이탈한 경우이며, 섬유물질에 그을음 및 연기가 발생

하고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최고온도는 5 A에서 610℃, 
20 A에서 740℃를 나타났다. Fig. 7은 5, 15 A의 최고

온도 및 온도그래프를 나타내었다.

4.4 아크 전력분석

Fig. 8은 전선 접속부에서 직렬아크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전류의 파형 및 RMS를 나타낸 그래프이

Fig. 6. Ignition temperature and non-ignition temperature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and at the currents of 5–20 A. 

Table 3. Ignition temperature and non-ignition temperature of 
rated 70℃ IV wiring at 220V

Current (A) 5 10 15 20

Ignition Temp.(℃) 779 845 1095 1355

Non-ignition Temp.(℃) 610 645 700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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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est Ignition temperature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5A, 779℃ b) Ignition temperature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5A

c) Highest Ignition temperature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15A, 1095℃ d) Ignition temperature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15A

Fig. 7. Ignition temperature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and at the currents of 5, 15 A. 

Fig. 8. Waveform of arcing current.

다. 아크가 발생하면 전류가 감소하고 전류파형은 전

류의 영점에서 미세한 Shoulder 현상이 발생하는 특징

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아크발생 시 전류의 RMS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Fig. 9와 같이 5 A, 10 A, 
15 A, 20 A 전류조건에서의 직렬아크로 인해 감소되는 

전류는 4.24 A, 8.25 A, 12.51 A, 16.2 A로 나타났다. 전
류의 감소량은 15-19%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Fig. 9. Current and Voltage RMS rated 70 ℃ IV wiring at 220 V. 

전류 및 전압파형을 측정한 Data를 바탕으로 각 전

류조건에서의 아크 전력을 도출하였다. 5 A 조건에서

의 전력은 27 W, 20 A 조건에서의 전력은 180 W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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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oke emissions at cotton material 

b) Initial ignition of emitted gases

c) Transition from ignited gases to ignition of cotton

d) Extinction of the flame

e) After Ignition

Fig. 10. Ignition processes at IV wiring at 220 V.

타내었다. Fig. 9는 각 전류조건에서의 전류 및 전압 

RMS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Fig. 10은 아크발생지점에

서 직렬아크 발생 시 섬유물질의 발화과정을 나타낸 

사진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전원에서 옥내배선으로 사용되

고 있는 IV 전선에서 직렬아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부하전류 조건 에 따른 발화가능성, 발화시간, 열적특

성, 아크 전력을 각각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발화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20 V 상용전원, IV 

전선에서 직렬아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5 A에서 12%, 
20 A에서 42%의 발화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발화

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단기가 trip되지 않았다.
2) 발화시간은 부하 전류조건이 증가함에 따라 발화

시간은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발화이후의 발화지

속시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크

로 인한 전기화재의 발화되기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변

수임을 확인하였다. 
3) 섬유물질의 발화시 온도상승은 부하전류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발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도 최대 740°C까지 도달하였고 절연피복의 절연열화

를 가속하거나 발화하기에 충분한 온도로 작용하였다. 
4) 아크전력은 5 A에서 27 W, 20 A에서 180 W을 나

타내었다. 아크발생로 인하여 전류파형은 영점에서 미

세한 Shoulder현상이 나타났고, 아크발생 시 전류의 

RMS가 15-19% 수준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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