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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유효성분 설 류 감지 모듈 개발

한 오
*

Development of mA Level Active Leakage Current Detecting Module

Young-Oh Ha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mA  유효성분( 항성) 설 류를 감지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다. 감지된 설 류를 

기술표 규격에서 규정하는 0.03  이내에 차단을 할 수 있도록 16 bit 신호처리 로세서인 MSP430 로세

서를 사용하여 모듈을 구 하 다. 개발된 모듈은 스마트그리드의 스마트분 반에서 감 방을 한 모듈로 

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the active leakage current detection module based on a MSP430 processor, 16bit signal processor. This module can be 

operated in a desired trip threshold within 0.03 seconds as specified in KS C 4613. This developed module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as a module for 

prevention of electric shock in smart distribution panel of smar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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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안 처 앙소방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감 사고는 총 569명으로 사고 발생시 은 비 오고 

습한 여름에 몰려있다. 감 사고 사상자를 살        

펴보면 8월이 가장 많고(71명, 12.5%), 이는 제일 

은 11월(29명, 5.1%)에 비하면 7.4%나 높은 수치이다. 

6월부터 8월까지 감 사상자를 모아보면 184         

명으로 32.3%에 달한다. 이런 감 사고가 많은 이유

는 습도와 물기에 의한 이 쉬운 계 요인 탓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 땀으로 인해 인체 항이       

감소하고, 얇고 짧은 옷을 입어 기에 노출되는 부

가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감 사상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직은 기시

설을 다루는 만큼 감 사상자 수도 36.2%로 가장 많

았으며, 다른 직종들은 비슷비슷한 수치인데 다       

만 5세 미만 어린이 부상자는 어른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 다. 사고가 난 배경을 보면 기공사

나 설비 보수작업  사고가 난 경우가 217명, 38.1%

로 가장 많았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장난

이나 호기심으로 기설비를 만졌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7.9%로 나타났다[1].

국내의 기안 기  KS C 4613에 의하면 차

단기(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ELCB)는 일반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109-114, vol. 12, no. 1, Feb. 28 2017, t. 81,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17.12.1.109



JKIECS, vol. 12, no. 01, 109-114, 2017

110

장소에서 합성 설 류 30mA(의무사항), 합성 설

류 15mA 이하(권고사항)에서 0.03  이내에 원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생체 실험 결과

에 의하면 일반 으로 인체는 유효성분( 항성) 류 

약 5mA(어린이, 노약자는 그 이하에서 부터 약한 경

련을 시작하여 약 30mA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차단기는 유효성분 설 류와 용량성 

설 류의 벡터합인 합성 설 류를 기 으로 하는 

차단특성을 갖기 때문에 유효성분 설 류는 물론 

용량성 설 류에 의해서도 트립된다. 따라서 실제 

감   기화재에 향을 미치는 유효성분의 항

성 설 류와 선과 지 간에 지정 용량 는 

디지털 장비 원공 기의 고조 에 의한 무효성분의 

용량성 설 류를 각각 분리하여 차단기의 트립 

동작 류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상차 측정 방식의 유효성분 설

류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6bit 신호처리 로

세서인 MSP430을 메인 로세서로 하는 mA  유효

성분 설 류 감지  자동차단 모듈을 개발하여,  

세계 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에서의 스마

트분 반에 용될 수 있는 감지  차단 모듈로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6].

Ⅱ. 유효성분 설 류 검출  자동차단 
모듈

본 연구에서는 상차 측정을 이용한 항성 설

류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7-8]. 이 방법은 실

효치 계산, 상차, 역률계산을 CPU에서 직  처리해

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고가의 MCU가 필요하지만 

로그램을 통해 항성 설 류 검출이 가능하고 추

가 으로 력량과 용량성 설 류도 구하는 것이 

가능하여 상차 측정을 이용한 항성 설 류 검

출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그림 1은 유효성분 설

류 검출을 한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먼  원

압을 검출하고 교차 을 검출한 뒤, ZCT에서 입력

되는 합성 설 류와 연산 처리하여 항성 설

류 을 구한다. 연산 처리를 통해 구해진 항성 

설 류가 임계값보다 크면 릴 이를 차단하고, 차단임

계값보다 작으면 통과시킨다. 

그림 1. 유효성분 설 류 검출 알고리즘 순서도
Fig. 1 Active leakage current detecting algorithm      

          block diagram

본 연구에서는 주 제어모듈로 MSP430F47187를 사

용하 다. 그림 2는 MSP430F47187의 내부 구조도이

다. RISK CPU는 외부에서 CPU에 로그래 을 하

는 JTAG/Debug 모듈과 연결되고, 이를 통해 래쉬/

롬, 램, 워치독, 주변 모듈과 메모리 엑세스 버스

16-bit와 메모리 데이터 버스16-bit 데이터를 서로 교

환하게 된다. 메모리 엑세스 버스는 MSP430에서 

비한 다른 여러 종류의 주변장치 모듈들과도 엑세스

를 하기 해 다이 트로 연결되며, 메모리 데이터 버

스는 MSP430의 버스 컨버  모듈을 공유함으로서 

MSP430의 8-bit의 주변장치 모듈들과 데이터를 교환

하게 된다[9].

그림 2. MSP430F47187 내부 구조
Fig. 2 MSP430F47187 inn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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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개발된 mA  유효성분 설 류 감지 

모듈  주변 회로부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메인 로

세서는 16bit 신호처리 로세서인 MSP430을 사용하

다[9]. 상용 원 220V와 속단자 사이의 기  연

결을 ON/OFF하기 한 릴 이부, 속단자에 흐르는 

류  압을 감지하는 센서부와 주변회로로 구성

되어 있다. 항성 설 류 검출 모듈에는 센서부로 

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연산하여 유효성분 설 류를 

검출하는 MSP430과 발진을 한 크리스탈, 항성 

설 류 검출 시 알림을 한 Buzzer로 구성되어 있

다. 원부에는 SMPS와 유효성분 설 류 검출 시 

차단을 한 릴 이로 구성된다. 

그림 3. 유효성분 설 류 검출 모듈  원부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active leakage current 
detecting module and power supply part 

그림 4는 개발된 유효성분 설 류 검출  자동

차단 모듈의 실물사진을 나타낸다. 원선에 흐르는 

류를 검출하기 해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CT)를, 합성 설 류를 검출하기 해 상변류기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ZCT)를 모듈의 

주변회로로 추가하 다. 

그림 4. 유효성분 설 류 검출 모듈 사진
Fig. 4 Active leakage current detecting module image

Ⅲ. 실험  고찰

구 한 항성 설 류 검출 모듈의 성능을 확인

하기 하여 IEC 61008-1 규격의  테스트 회로를 

기반으로 제작된   Leakage Analyzer를 사용하

다.   Leakage Analyzer는 항성 설 류와 용량

성 설 류에 해 각각 ±3%의 허용오차를 가진다. 

그림 5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된 모듈 

테스트를 한 실험환경의 회로 구성도이며, 그림 6은 

실제 실험환경을 나타낸다. 한 성능 테스트 실험에

서 유효성분 설 류와 용량성 설 류의 값을 일

정하게 설정하기 해 십진 항기, 십진용량기를 사용

하 다.

그림 5. 유효성분 설 류 검출 모듈 실험 회로
Fig. 5 Active leakage current detecting module 

experime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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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효성분 설 류 검출 모듈 실험 환경
Fig. 6 Active leakage current detecting module 

experiment environment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성

분 설 류인 6mA를 차단 임계값으로 설정하고, 표

안 규격인 0.03  이내에 차단하는지 실험하 다. 

그림 6와 같이 6.5mA의 유효성분 설 류, 20.0mA

의 용량성 설 류 즉, 합성 설 류 20.0mA를 통

과시키고 상변류기에 오실로스코 의 1번 채 을 

연결하여 유효성분 설 류의 형을 확인하고, 2번 

채 은 릴 이에 신호가 나오는 부분에 연결하여 

항성 설 류가 차단되는 형을 확인하 다.

그림 7. 6mA 유효성분 설 류 차단 형
Fig. 7 6mA Active leakage current blocking signal

표 1은 유효성분 설 류 차단 임계값을 6mA 설

정하고 유효성분 설 류가 각각 5.5mA  6.5mA 

일 때 실험결과 값으로, 용량성 설 류의 변화에 상

없이 항성 설 류만을 감지하여 차단됨을 알 

수 있다.

표 1. 유효성분 설 류 차단 상태
Table 1. Active leakage current blocking state

resistive 

leakage 

current 

capacitive 

leakage 

current 

synthesis 

leakage 

current

trip

state

5.5mA 5mA 7.3mA pass

5.5mA 10mA 11.4mA pass

5.5mA 20mA 20.7mA pass

6.5mA 10mA 11.8mA trip

6.5mA 20mA 20.9mA trip

6.5mA 30mA 30.5mA trip

그림 7은 유효성분 설 류 5.5mA, 6.0mA  

6.5mA에서 각각의 용량성 설 류의 변화에 한 

차단특성을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8. 5.5mA, 6.0mA, 6.5mA 유효성분 
설 류에서의 감도특성

Fig. 8 Sensitivity characteristics at active leakage 
current(5.5mA, 6.0mA, 6.5mA )

그림 8은 오실로스코 로 측정한 유효성분 설

류 차단한 시간 신호이며, 그림 9는 차단시간의 정확

성을 검증하기 하여 30번의 차단실험을 반복하 을 

때, 26ms∼30ms 사이에서 동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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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효성분 설 류 차단시간
Fig. 9 Active leakage current blocking time

그림 10. 유효성분 설 류 차단시간
Fig. 10 Active leakage current trip time

Ⅵ. 결  론

국내의 기안 기  KS C 4613에 의하면 차

단기는 일반 장소는 의무사항으로 30mA, 습기장소에

서는 권고사항으로 15mA 이하에서 0.03  이내에 

원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체 실험 결과에 의

하면 일반 으로 인체는 유효성분( 항성) 류 약 

5mA(어린이, 노약자는 그 이하)에서 부터 약한 경련

을 시작하여 약 30mA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차단기 가지고 있는 기

재해의 험성을 보완하기 하여 유효성분 설 류 

검출 알고리즘을 용한 mA  유효성분 설 류 검

출  자동차단 모듈을 개발하 다. 개발된 모듈의 정

량  성능평가를 해 UL 943 Class A(6mA±1mA)

를 기 으로 하 으며, 그 결과 유효성분 설 류 

6mA±1mA에서 0.03  이내의 차단특성을 보여 을 

확인하 다.

개발된 mA  유효성분 설 류 검출  자동차

단 모듈을 메인 로세서로 16 bit 신호처리 로세서

인 MSP430을 사용하여 구 함으로써, 향후 스마트그

리드에서 BEMS, FEMS  HEMS 등에서 리 설치

될 스마트분 반에 용될 수도 있도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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