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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고장 검출 기능을 가지는 지능형 분 반 개발

고윤석*․이서한**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t Switchgear Prototype with Arc Fault Detection Capability

Yun-Seok Ko*․Seo-Han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택의 기화재 방지를 해 아크고장 류로부터 아크 진단 기능을 가지는 지능형 분 반이 

개발된다. 지능형 분 반의 주 제어장치는 단상 력 리를 지원하는 단상 력 리 장치와 아크 류로부터 아

크 고장을 진단하기 한 아크 진단 장치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단상 력 리 장치와 아크진단장치의 시

작품이 설계, 제작되며, 기화재의 원인을 분 반으로부터 원격 서버 시스템에 송하기 해서 주제어장치와 

아크 고장 진단 장치와의 연동기능이 개발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the prototype-making of the intelligent switchgear with arc fault diagnosis function required to prevent the 

electrical fire. The main control unit of the intelligent switchgear consists of a single-phase power management device and a arc fault 

diagnosis device. The prototype of the single-phase power management device and the prototype of the arc fault diagnosis device in 

this paper. In the device, the cooperation function with the arc fault diagnosis device is developed to transmit the cause of the 

electrical fire to the remote serv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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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 으로 기화재는 과부하나 에 의해서 발

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미국의 소방안 회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기화재의 상당 비율이 아크

고장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1-2]. 하지만 아크고

장 류는 그 크기가 부하 류의 크기와 비슷하고 간

헐  특성을 가지며 발생시 도 측하기 어렵기 때

문에, 부하 류나 상 류의 실효값 크기에 근거하여 

고장을 차단하는 기존의 차단기 메커니즘으로는 고장

단에 의한 차단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미국, 독일 등을 

심으로 주택 내의 아크 고장 류를 단하기 한 방

법론들 해 많은 심이 집 되어 왔다. 지 까지 아

크고장 단 방법론을 결정하기 한 수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3-5]. 최근 들어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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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짐으로서 디지털 방법론들에 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참고문헌 [6]에서는 이산 리에 변환이

나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아크진단 용의 가능성

을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크고장진단기능을 가지는 지능형 

분 반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며,  수용가 

기사용을 리하기 한 단상 력 리 장치, 아크고

장 류로부터 아크고장을 검출하기 한 아크고장진

단 장치의 시작품을 제작하고 아크고장여부를 원격서

버에 송하기 한 연동 기능이 개발된다. 

II. 스마트 그리드 망

최근, TV, 냉장고 등 주택내의 사용 기기들은 필요

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망에 속하여 정보 

공유  제어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디바이스

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 지역에서는 일반 기 

수용가들 집 앞까지  이블이 설치되는 가정 내 

이블 방식 즉, FTTH(: Fiber to the home)가 

리 보 되고 있다. 

그림 1. 스마트 그리드 망

Fig. 1 The smart grid network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과 설치의 편리성 등을 장

으로 하여 농어  지역 등을 심으로 기존의 력

선을 활용하는 력선 통신(PLC)방식이나 무선통신 

방식 등이 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응하여 기존의 력망에 다양한 정보기술(IT)을 목

하여 력 공 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

보를 교환함으로써 에 지 감  안정성을 극 화

하고자 하는 차세  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이 큰 심을 받고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스마트 그

리드 시 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통신에 근거한 기화재 방지를 한 지능형 분 반

과 원격 리 시스템에 한 구성을 보인다. 

III. 지능형 분 반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택의 아크고장 진단 기능

을 고려한 지능형 분 반의 하드웨어 구성 도는 그림 

2에 보인다[7]. 

그림 2. 지능형 분 반 구성도

Fig. 2 The configuration of intelligent switchgear

디지털 분 반[8-9]과는 달리 원부에 하나의 과

류 차단기를 두고 분 반 주 제어장치를 설치한다. 

다음으로 각 분기선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각 

분기선로로부터 과부하 는  발생 시 회로를 차

단하도록 설계한다. 한, 각 차단기들은 자체 동작기

능은 물론, 외부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동작되는 구조

를 가지도록 설계함으로서 원을 On/Off하기 한 

릴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주제어장치가 단상

력 리 장치와 아크고장진단 장치로 설계된다. 그림 

1에서 CT(: Current Transformer)는 류의 크기를 

얻기 한 류센서를 표시하고, ZCT(: Zero 

Sequence Transformer)는 감지를 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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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류 크기를 얻기 한 상 류 센서를 표시한

다. 분압회로는 220V에서 디지털 회로에서 처리가 가

능한 압신호를 얻기 한 1000 : 1회로를 나타낸다. 

IV. 아크검출능력을 가지는 주제어장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택 아크고장 검출능력을 

가지는 지능형 분 반의 주 제어장치는 그림 3과 같

이 단상 력 리 장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다[7]. 

그림 3. 아크고장검출능력을 가지는 주제어 장치 

Fig. 3 Design of the arc fault diagnosis device 

단상 력 리 장치에서 력신호처리기는 류센

서 CT와 압센서 회로로부터 류신호 i(t), 압신

호 v(i)를 받아 압 실효값 VRMS, 류 실효값 

IRMS, 피상 력 P, 유효 력 Pr, 그리고 유효 력량

(에 지) 데이터 E를 주기 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마

이크로 로세서는 주기 으로 단상 력 신호 처리기

로부터 력정보를 얻어 내부 처리를 거친 후, 

EEPROM에 기록하고 LCD에 디스 이하며 필요에 

따라 주택 는 원격 리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아크고장 진단 장치에서 AD 컨버터는 CT로부터 

주기 으로 류 샘  신호를 기록한다. 마이크로 로

세서는 샘 링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아크고장 단 기

법에 근거하여 아크고장 여부를 단, 그 결과를 아크 

출력 핀에 출력, 차단기(외부 명령에 의해서 동작하는 

동작 메커니즘을 가지는 MCCB)에 회로 차단 명령을 

내리거나 단상 력 리 장치로 하여  아크고장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자기 동작성능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버튼을 설계, 테스트 버튼이 

러질 경우, 내장된 아크고장 형을 기반으로 아크

고장 단 기법에 근거하여 아크고장 여부를 단 출

력 핀에 출력하도록 설계, 구 한다. 단상 력 리 장

치는 기본 인 력 리 업무이외에 아크고장진단 장

치의 출력 핀을 주기 으로 감시, 아크고장으로 단

되는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주택 는 원격

지에 치하는 원격 리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설계한

다. 주택 아크고장 단 장치에서 로세서는 암 코어 

기반의 32비트 마이크로 로세서가 채택되며, 아크고

장 형의 데이터 신호처리를 한 AD컨버터로는 아

날로그 디바이스사의 12비트 ADC가 채택된다. 

단상 력신호처리기의 신호처리 메커니즘은 그림 4

와 같다(Analog Device). 그림 4에서 순시 압에 

한 v2(t), 순시 류에 한 i2(t) 그리고 순시 력  

p(t) 등은 모두 실효 값 성분 외에 2조  성분을 포함

하기 때문에 역필터 LPF2는 이들 신호들로부터 2

조  성분을 제거하여 실효 값 V2, I2, P를 출력한다. 

그림 4는 기본 신호처리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해 

단순화된 것이며, 특히 단 무효 력 처리 부분은 생략

되었다. 

그림 4. 력신호처리 메커니즘

Fig. 4 Electric power signal processing mechanism 

V. 지능형 분 반 시작품 제작

본 연구에서는 기 수용가의 단상 력을 리하기 

한 단상 력 리 장치, UL1699에 의해 아크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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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부터 아크고장을 검출하기 한 아크고장진단 장

치의 시작품을 제작하고[10-11] 단상 력 리정보는 

물론, 아크고장여부를 원격서버에 송하기 한 주제

어장치와 아크고장진단장치 간의 연동 기능이 개발되

었다. 

5.1 단상 력 리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분 반의 주 제어장치  단

상 력 리 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기본회로

를 수차례 제작, 디버깅하 다. 다음, 검증된 기본회로

를 바탕으로 PCB를 실험 으로 제작, 로그램을 

용한 후, 성능을 검증  보완하여 완성도를 제고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 인 시작품들을 개발하

다.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시험 제작된 지능형 분 반

의 단상 력 리 장치의 시작품 사진을 보인다.

그림 5. 단상 력 리 장치의 시작품 

Fig. 5 Single-phase power management device

5.2 아크고장진단장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아크고장 진단장치의 시작품

이 설계, 제작되었다. 아크고장 진단알고리즘은 멀티-

퍼셉트론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구 되었으며[12-14], 직병렬, 아크고장발생장치로부터 

수집된 아크고장 형들을 학습하여, 아크고장을 검출

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된 아크진단 장치는 32비트 

로세서와 12비트 AD 컨버터로 설계, 구 되었다. 

로세서와 AD 컨버터 사이에는 SPI 통신을 통해 양

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 다. 특히, 자체의 아크진

단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테스트버튼이 설계되었으

며, 분 반과 연동을 통해서 아크진단 결과를 TCP/IP 

컨버터를 통해 원격 리 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연동기능이 설계, 구 되었다.

그림 6. 아크고장진단 장치의 시작품 사진

Fig. 6 The prototype picture of the arc fault diagnosis 
device

 그림 6은 아크고장 류로부터 아크고장을 검출하

기 해 시험 제작된 아크검출장치의 시작품 사진을 

보인다.

5.3 지능형 분 반 제작

그림 7은 그림 2에 보인 지능형 분 반 구성에 따

라 시험 제작된 아크고장진단 장치가 결합된 지능형 

분 반의 시작품 사진을 보인다. 그림에서 좌측 하단

부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크고장진단 장치를 보이

며, 우측 하단부가 단상 력 리 장치를 보인다.

5.4 아크고장진단장치 연동시험

아크고장진단 장치는 아크로 단되는 경우 아크고

장 여부를 할당된 출력 핀에 출력하는데, TCP/IP 통

신 포트가 설계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 으로 아크고

장 발생 여부를 원격 리 시스템에 알릴 수 없다. 따

라서 단상 력 리 장치의 TCP/IP 통신을 이용하도

록 설계, 제작되었다. 단상 력 리 장치는 기본 인 

단상 력 리 업무 외에 아크고장 진단장치의 아크고

장 출력 핀을 주기 으로 감시하다 아크고장 출력 핀

의 값이 "1"에서 “0”으로 변하는 경우 아크고장으로 

인식하고 아크고장여부를 TCP/IP 통신을 통해 원격

리 시스템에 송하도록 개발되었다. 



아크고장 검출 기능을 가지는 지능형 분 반 개발

 63

그림 7. 지능형 분 반

Fig. 7 Prototype of the intelligent switchgear

그림 8 원격 리 시스템의 솔루션

Fig. 8 Solution of remote management system

그림 8은 아크고장이 검출되는 경우 주제어장치와 

아크진단장치의 연동결과를 보인다. 그림에서 주제어

장치로부터 호스트 컴퓨터에 아크고장여부가 정확하

게 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 수용가의 단상 력을 리하기 

한 단상 력 리 장치, 아크고장 류로부터 아크고

장을 검출하기 한 아크고장진단 장치의 시작품을 

제작하 다. 아크고장 진단알고리즘은 다층 퍼셉트론 

구도를 가지는 인공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구 되었

다. 특히, 제안되는 아크고장진단 장치는 개발된 단상

력 리 장치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었

다. 아크고장진단 장치는 출력 핀의 상태를 “1”에서 

"0“으로 변화시켜, 단상 력 리 장치로 하여  아크

고장발생 사실을 원격 리시스템에 송하도록 함으

로서 아크고장진단  단상 력 리 장치와의 연동능

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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