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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전기안전공사 2015년 전기재해 통계에 의하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2.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17.5%, 기계적 요인에 의

한 화재가 10.2%로 나타났다. 저압설비의 사고는 4,451

건이 발생하여 약 76.4%를 점유하였다. 그리고 고압설

비의 사고는 80건이 발생하여 약 1.4%를 점유했으며, 

특별고압설비의 설비는 1,293건이 발생하여 약 22.2%

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 

일반적으로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송전선과 

배전선을 거쳐 공급되며, 전선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해서 제어기기 및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

고 전기설비 기계기구 등의 특성에 따라 전압은 결정

되며, 전기를 안전하게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해 분전

반을 설치하게 된다.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분전반에 

대한 기준은 KS C IEC 61493-1, SPS-KEMC 2102-610, 

JSIA-300 등이 있다2-4).

전기설비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유형은 누전, 과부하, 

접촉 및 접속 불량 등이 있다. 누설전류는 절연되어 있

는 장소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말하며, 정상 상태에

서는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절연물에 붙은 먼지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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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bricate a sensor module to detect the resistive leakage current (Igr) in real time that occurs to 
low voltage electric lines and to verify its reliability. In the case of the developed sensor module, wires are inserted into the zero current 
transformer (ZCT) and current transformer (CT) in advance and then the branch line is connected to the circuit breaker. The measurement 
result of the resistance of the distribution panel equipped with the developed sensor module shows that the resistance is 0.151 mΩ between 
the R and R phases, 0.169 mΩ between the S and S phases, and 0.178 mΩ between the T and T phases, respectively. The insulation 
resistance measured at AC 500 V and 1,000 V is 0.08 MΩ between the R, S, T and N phases, respectively. Then, the insulation resistance 
measured at DC 500 V is 83.3 GΩ between the R, S, T and G terminal,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applied withstanding voltage is AC 
220 V/380 V/440 V and it was found that characteristics between all phases are good. This study measured the standby power by installing 
the developed sensor module at the rear of the MCCB and switching the circuit breaker on sequentially. The standby power is 1.350 W 
when one circuit breaker is turned on, 1.690 W when 2 circuit breakers are turned on, and 4.371 W when 10 circuit breakers are turned on. 
This study also verified the reliability of the standby power of the distribution panel equipped with the developed sensor module using the 
Minitab Program (Minitab PGM). Since the analysis shows the statistical average of 1.34627 in the reliable range of normal distribution, 
standard deviation of 0.001874, AD of 0.554, and P value of 0.140, it is found that the distribution panel equipped with the developed 
sensor module has high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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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표면을 통해서 흐르는 성분과 절연물 중에 존재

하는 불순물이나 이온 때문에 내부를 통해서 흐르는 

성분이 있다5-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압용 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저항성 누설전류(Igr)를 실시간 검출하기 위한 센서 모

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센서 모듈을 분전반

에 설치하고 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및 대기전력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미니탭 프로그램(Minitab PGM)을 이

용하여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대기전력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제작된 센서 모듈의 특성 분석

Fig. 1은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특성 

해석을 위한 과정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개발된 분전

반에 대한 저항 측정은 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Resister 

Hitester, 3541, 0~1000 V, Hioki Co., Japan) 각상의 전원

측과 부하측 사이를 측정하였다. 저항 측정 중에 발생

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4단자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영점을 보정하였다.

그리고 절연저항 측정은 절연저항시험기(Insulation 

Resistance Tester, TOS 9201, Kikusui Electronics Corp., 

Japan)를 이용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의해 반복 측정하여 

측정 오차를 줄였다. 또한, 내전압 측정은 내전압전압시

험기(AC/DC Withstanding Voltage, TOS 9201, Kikusui 

Electronics Corp., Japan)로 측정하였다. 대기전력은 대기

Characteristics Analysis Preparation of Distribution Board
Temperature : 20℃∼22℃, Humidity : 18±2%

Resistance 
measurement
R, S, T, N

30 times

Power supply of measuring instrument and stereoscopic 
photograph photographing

Digital Camera D90, 2009, Nikon, Japan

Analysis of results of measurements

Insulation 
resistance 

measurement
R, S, T

AC 500/1,000 V

Standby power 
measurement

30 times 

Withstand voltage 
measurement

R, S, T
AC 220/380/440 V

Fig. 1. Procedure for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a) Front (b) Rear

(c) Inside (d) Side

Fig. 2. A stereoscopic photograph of the sensor module for 
detecting Igr real time.

전력측정기(Standby Power Tester, HPM-100A, AD Power, 

Korea)를 사용하여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대기 모드(standby mode)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30회 반복 측정하였

고, 실험이 진행될 때 실험실의 온도는 20℃~ 22℃, 상대 

습도는 18±2%를 유지하였다.

Fig. 2는 저항성 누설전류(Igr)를 실시간 검출하기 위

해 제작한 센서 모듈의 실체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센

서 모듈의 크기는 33 × 50 × 40 (가로×세로×높이, mm)

이며, 차단기의 후단에 연결하도록 설계하였다. 연결 

및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단자는 부스바(bus bar) 형태

로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측정된 신호를 외부로 안전

하게 전송하기 위한 커넥터를 센서 모듈의 하부에 설

치하였다11).

Fig. 3은 개발된 센서 모듈의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

다. 누전차단기(RCD)의 후단에 제작된 센서 모듈을 안

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와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를 먼저

Fig. 3. Cross-sectional diagram and name of developed sensor 
module.



이병설⋅최충석

J. Korean Soc. Saf., Vol. 33, No. 1, 201830

끼우고 분기선을 차단기에 접속 시키는 구조이다. 그리

고 관리시스템과 연결할 커넥터를 센서 모듈의 하부에 

배치하였고, 분전반의 바닥에 쉽게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부 덮개를 설치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그리고 CT의 전류비는 1,000 : 1이며, ZCT의 입

력전류는 25 mA, 출력 전압은 17 ~ 21 mV이다. ZCT 및 

CT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관리시스템의 제어기를 통해

서 회로의 상태를 실시간 판정하여 표시 창에 표시함으

로써 관리자 및 관계자는 전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특성 분석

Fig. 4는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각 상

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실체 사진

이다. 전기설비의 전선로는 도체와 기기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체와 접속(촉)부에는 필연

적으로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것으로 도체의 재질, 단면적, 길이 등

에 따라 저항 값이 달라진다. 저항측정기는 4 단자기법

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정밀기기로 밀리옴 단위

까지 측정할 수 있다. 저항을 측정하는 단계마다 저항

측정기를 ‘0’ 점 조정함에 따라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오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각 상의 접

Fig. 4. Stereoscopic photograph for resistance measurement 
of distribution board.

Table 1. Resistance measurement result of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Clause Resistance between each terminal, mΩ

Phase R - R S - S T - T

Resistance 0.151 0.169 0.178

촉 저항은 R상의 전원측과 R상의 부하측(R-R), S상의 

전원측과 S상의 부하측(S-S), T상의 전원측과 T상의 부

하측(T-T) 사이를 측정하였다.

Table 1은 각 상의 접촉 저항을 측정하여 정리한 것

이다. 각각의 저항은 동일한 조건에서 30회 반복 측정

하였으며, 측정된 값에 대한 산술적 평균(Arithmetical 

Average) 저항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R상과 

R상 사이는 0.151 mΩ이었고, S상과 S상 사이는 0.169 

mΩ이었다. 또한, T상과 T상 사이는 0.178 mΩ으로 분

석되었다. 즉, 저항 측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

된 모든 부분의 접촉 저항은 수십 밀리옴 이하로 확인

된바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저항 특성

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절연

저항 실험을 위해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절연저항측

정기(Insulation Resistance Tester, TOS 9201, Kikusui 

Electronics Corp., Japan)는 AC/DC 절환 기능이 있는 제

품이며, 일정한 간격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절연저항 실험은 해당 규격에 따라 그것

Fig. 5. Stereoscopic photograph for insulation resistance 
measurement of distribu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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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절연 내력이 분전반에 장착되는 것으로 인해 손

상되지 않는다면 분전반의 부품에는 형식시험을 시행

하지 않아도 된다. 분전반이 IEC 60364-4-41에 따르면 

이것은 Class Ⅱ의 장비에 해당되며, 전체 절연에 의한 

보호에 따라 노출된 도전부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보호 

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도체는 별도의 회로로

써 간주되어야 한다. 실험의 신뢰성을 위해 동일한 조

건에서 30회 측정이 진행되었다. 개발된 분전반에 대

한 절연저항 측정은 AC/DC 500 V/1,000 V 각각의 전

압을 인가하였다. 또한, 개발된 분전반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전압의 인가는 60 s로 설정하였다.

Table 2는 개발된 분전반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나

타낸 것이다. 절연저항은 AC 500 V 및 1,000 V에서 각

각 30회를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에 대한 평균 저

항을 계산한 결과 R상과 N상 사이(R-N), S상과 N상 사

이(S-N), T상과 N상 사이(T-N)는 0.08 MΩ으로 분석되

었다.

Table 2. Insulation resistance measurement result of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at AC 500 V, 1,000 V

Phase
AC
Voltage

Insulation resistance between each lines

R - N S - N T - N

500 V
1,000 V

0.08 MΩ 0.08 MΩ 0.08 MΩ

Table 3은 개발된 분전반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나

타낸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절연저항은 R상과 접지

단자 사이(R-G), S상과 접지단자 사이(S-G), T상과 접

지단자 사이(T-G)를 각각 측정하였다. DC 500 V를 인

가한 절연저항은 83.3 GΩ이었고, DC 1,000 V를 인가

한 절연저항은 10.8 GΩ으로 측정되었다. 즉, 모든 단자 

사이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범위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험이 완료된 

후에 각각의 차단기를 작동시켰을 때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내전압 

실험(withstanding voltage test)을 위해 나타낸 실체 사진

이다. 전기설비의 내전압 실험은 쇠붙이의 절연부에 일

정 시간 전압을 인가하여 규정 이상의 누설전류, 섬락, 

Table 3. Insulation resistance measurement result of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at DC 500 V, 1,000 V

Voltages

Insulation resistance

Applied DC voltage

500 V 1,000 V

Between each terminal
(R, S, T - G) 83.3 GΩ 10.8 GΩ

Fig. 6. Stereoscopic photograph for withstanding voltage 
measurement of distribution board.

절연파괴 등을 유발시킬지를 확인하여 재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내전압측정기(AC/DC Withstanding 

Voltage, TOS 9201, Kikusui Electronics Corp., Japan)는 

AC/DC 기능이 있는 제품이며, AC는 0 ~ 6 kV, DC는 0

~ 5 kV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내전압 인가 시간

은 0 ~ 60 s까지 러닝(running)하였고, 반복적으로 인가도 

가능한 장치이다. 개발된 분전반에 대한 내전압 인가는 

60 s동안 실시하였으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30회 측

정하였다.

Table 4는 개발된 분전반의 내전압을 측정하여 나타

낸 것이다. 내전압은 AC 220 V/380 V/440 V 등에서 각

각 30회를 반복 인가하였으며, 측정된 값에 대한 산술

적 평균을 계산한 결과이다. 각각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R상과N상 사이의 최대 전류가 다른 상 사이에 인

가된 것보다 약간 높게 흐르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T

상과 N상 사이의 최대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상(phase) 사이의 특성은 양

호(Pass)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전압 실험이 완료된 

Table 4. Withstanding voltage measurement result of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Phase

Voltage

R - N S - N T - N

Result Current
mA

Result Current
mA

Result Current
mA

220 V P 11.2 P 6.62 P 3.78

380 V P 19.8 P 19.0 P 11.8

440 V The measurements were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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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ereoscopic photograph for standby power measurement 
of distribution board.

후의 차단기의 작동 상태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판정

되었다. 그러나 440 V의 인가 내전압에서는 내전압시

험기의 용량 한계로 측정이 불가능했다.

Fig. 7는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대기

전력 측정 실험을 위해 나타낸 실체 사진이다. 개발된 

분전반의 대기전력은 대기전력측정기(Standby Power 

Tester, HPM-100A, AD Power, Korea)를 사용하였으며, 

분전반의 대기 모드(standby mode)에서 측정하였다. 개

발된 분전반의 대기전력은 센서를 1개씩 켜짐(ON) 상

태로 하고 측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단계는 30회 측정

하였으며 실험의 오차를 최소로 하였다.

Table 5는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대

기전력을 측정한 것이다. 차단기 후단에 설치된 센서

를 순차적으로 켜짐 상태(S1 ON ~ S10 ON)로 절환하

고 30회 반복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값에 대한 산술

적 평균을 계산하였다. MCCB에서 분기한 차단기 1개

를 켜짐(ON) 상태일 때 대기전력은 1.350 W, 차단기가 

Table 5. Standby power measurement result of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Power
No.

Standby power, W

S1 ON S2 ON S3 ON S4 ON S5 ON

mean 1.350 1.690 2.020 2.340 2.690

Power
No.

Standby power, W

S6 ON S7 ON S8 ON S9 ON S10 ON

mean 3.022 3.349 3.684 4.029 4.371

Fig. 8. Statistical average of the standby power when a single 
sensor in the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is switched on.

2개 ON 일 때대기전력은 1.690 W, 차단기 10개를 켜

짐 상태로 하였을 때 4.371 W 정도가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이용

하여 전선로의 상태를 실시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Fig. 8은 개발된 분전반 센서를 켜짐 상태로 했을 때

의 대기전력 측정 결과를 나타낸 통계적 평균(Statistical 

Mean)이다. 개발된 분전반 및 누설전류 검출 장치의 측

정값은 통계적 분석 방법인 미니탭 프로그램(Minitab 

PGM)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계해석에서 적용되는 

AD(Anderson Darling)의 통계량은 데이터가 특정 분포

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낸다. AD 값이 작을수록 해

당 분포가 데이터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며, P값이 클수

록 특정 분포를 잘 따르는 것으로 P값(P-value)이 0.05보

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일부 데이터는 유의

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일직선에 가까

울수록 정규분포에 가깝고,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은 예측된 구간 내에 실제의 모평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확률이 95%를 의미한다. 개발된 분전반

의 대기전력의 측정에 대한 통계적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상한 값은 1.34697이며, 하

한 값은 1.34557이다. 또한, 통계적 평균은 1.34627이었

으며, 오차의 폭은 0.0014로 해석되어 대기전력은 양호

한 통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12-14).

Fig. 9는 개발된 분전반 센서를 켜짐 상태로 했을 때

의 대기전력 측정 결과를 확률도로 평가한 것이다. 정

규분포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평균은 1.346으로 분석 

되었고, 표준 편차는 0.001874로 해석되었다. 또한, AD

는 0.554로 ‘1’보다 적게 해석되어 분석이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며, P값은 0.140로 해석되어 신뢰성 역시 우

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즉, 개발된 분전반 센서를 켜짐 

상태로 하고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대기전력 특성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센서를 켜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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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gree of probability of the standby power when a single 
sensor in the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is switched on.

Fig. 10. Normal distribution of the standby power when a single 
sensor in the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is switched on.

태에서 해석하였을 때 역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 것

으로 확인되었다12-14).

Fig. 10은 개발된 분전반 센서를 켜짐 상태로 했을 

때의 대기전력 측정 결과를 정규분포에 대한 히스토그

램을 분석한 것이다. 정규분포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평균은 1.346으로 분석 되었고, 표준 편차는 0.0011874

로 해석되었다. 즉, 개발된 분전반의 센서를 켜짐 상태

로 하고 분석하였을 때 정규분포 그래프의 모형이 대

칭성을 갖고 있고, 측정값의 대부분이 중심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개발된 분전반의 대기전력 특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12-1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압용 분전반의 Igr을 실시간 검출

하기 위한 센선 모듈을 제작하였고, 신뢰성을 평가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개발된 분전반의 각 상에 대한 산술적 평균 저

항을 계산한 결과 0.151 mΩ~ 0.178 mΩ을 나타냈고, 

측정된 모든 부분의 접촉 저항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개발된 분전반의 절연저항은 R상과 접지단자 사

이(R-G), S상과 접지단자 사이(S-G), T상과 접지단자 

사이(T-G)를 각각 측정하였다. DC 500 V를 인가한 절

연저항은 83.3 GΩ이었고, DC 1,000 V를 인가한 절연

저항은 10.8 GΩ으로 측정되었다.

(3) AC 220 V/380 V/440 V 등에서 내전압 실험은 각

각 30회를 반복 실시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내전압 실험이 완료된 후의 차단기의 작

동 상태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4) 개발된 분전반의 대기전력 측정은 차단기 후단

에 설치된 센서 1개씩을 순차적으로 켜짐 상태로 절환

하고 진행하였다. 차단기가 1개 ON 일 때1.350 W, 차

단기가 2개 ON 일 때1.690 W, 차단기가 10개 ON 일 

때4.371 W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센서의 증가에 따라 

약 0.3 W가 증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개발된 센서 모듈이 탑재된 분전반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정규분포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평균은 

1.34627, 표준 편차는 0.001874, AD는 0.554, P값은 

0.140 등으로 해석되어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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