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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총 화재 43,413건 중 부주

의에 의한 화재가 22,621건(52.1%), 전기화재는 7,563

건(17.4%)으로 발생하였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는 절연열화, 미확인단락, 단락, 과부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1~3년 주기

로 점검자가 직접 방문하여 전기설비의 점검을 실시하

고 있으며, 정기점검 7대 항목인 절연저항, 인입구 배

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옥내 및 옥외배선, 접

지상태, 그 밖의 항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전

기설비는 점검당시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사고의 전

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시상태 계

측 기술뿐만 아니라, 이상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

간 감시 기능을 통해 사용자나 관계인에게 상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기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전기안전 감시요소인 과전류, 과전압, 저항

성누설전류, 전력 등을 LoRa(Long Range) 통신기술을 

이용한 전기안전 원격감시 장치 개발과 성능검증에 대

하여 제시하고, 저항성누설전류 측정기술 및 일반용전

기설비 원격감시장치의 기반기술을 위한 기초연구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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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전기안전 원격감시장치의 개발

2.1.1 전기안전 감시항목 결정

IoT 기반 전기안전 원격감시장치의 개발에서 점검업

무의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수전전압, 

부하전류, 활선절연저항, 누전트립, 과부하, 단락트립, 

정전 등의 감시항목을 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다5). 

Table 1. Online check list on periodic inspection

Check elements Contents

Voltage Overvoltage monitoring

Load current Overcurrent monitoring

Insulation Resistance Earth leakage Event record

Earth leakage trip Earth leakage breaker trip by Zero Current

Overload/Short circuit trip Circuit breaker trip by Overcurrent

Blackout Power OFF

2.1.2 원격감시장치 구성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Table 1

과 같이 온라인 감시 요소를 결정하고, 전기안전 IoT 장

치의 설치장소로 Fig. 1과 같이 계량기 2차측 간선보호용 

차단기 2차측에 설치하였다. 이때 누전차단기를 통해 전

원을 공급하고 ZCT와 CT를 통해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를 감시한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통신이 이루어지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통신이 이루어진다.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설

Fig. 1. Connection layouts of electrical safety IoT devices and 
databases. 

치될 전기안전 IoT장치는 센서, 보정장치, 중앙처리장

치, 통신장치, 메모리로 구성되었고, 전기설비의 절연저

항, 저항성누설전류, 부하전류 등을 데이터를 계측하도

록 구성하였다. 전기안전장치의 감시요소별 기준치는 수

전전압(220±13 V이내), 부하전류는KSC IEC 60364-5-52 

배선방법을 적용하고, 저항성 누설전류는 1.1 mA이하

로 설정하였다. 장치를 통해 측정되는 감시요소는 전압, 

부하전류, 영상전류(저항성 누설전류 순시값), 역률 정

보를 취득하면 고장코드는 정상상태(0), 절연불량(1, 저

항성누설전류>1.1 ㎃), 과전류발생(2, 부하전류>인입선

허용전류), 이상전압발생(3, 220±13 V 초과) 누전트립(4,

영상전류>누전차단기부동작 전류), 과부하 트립(5, 부

하전류>주차단기 용량), 정전발생(6, 누전, 과전류, 장치

전원공급 중단), 경보단계로 장치를 구성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일반용 전기설비에서 감시하고 데이터를 취득

하여 전송을 위해서는 최근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LoRa(Long Range) 통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고객의 전기설비인 말단에서 데이터를 취득하

여 전송하게 되면 통신망을 거쳐 전기안전자동화 서버

로 데이터가 전송하게 된다. 전기안전자동화 서버는 

Fig. 1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모니터링 서버로 구

성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는 고객의 정보, 고장발

생기록, 데이터처리, 이벤트 분석 등을 거쳐 모니터링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모니터링 서버에서는 Web

기반으로 구성하고,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통해 전기설비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전

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119 

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5-7).

 

Fig. 2.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IoT. 

2.1.3 원격감시장치의 회로설계 및 시험

인가전압, 부하전류, 영상전류의 순시값을센서와 아

날로그 증폭회로를 통해 0~5V의 값으로 설정하여 

ADC에 입력하였다. MCU에서는 출력 값들을산출하여 

LoRa 통신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증폭회로에 

대한 출력파형은 Fig. 3, Fig. 4, Fig. 5으로 출력을 나타

내고 있으며, 개발된 원격감시 장치의 무선통신 수신

데이터를 Fig. 6과 같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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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put waves of amplified load currents. 

Fig. 4. Output waves of amplified power supply voltages. 

Fig. 5. Output waves of amplified zero currents.

Fig. 6. Wireless received data of electrical safety IoT devices.

2.2. Curve Fitting을 이용한 저항성 누설전류 측정 

2.2.1 저항성누설전류(Igr)의 측정방법 도출 

Curve Fitting은 측정된 데이터를 이상적인 직선이나 

곡선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이다6).상용주파수에서는 최

소한 반주기 이상 데이터가 취득되어야만 결과 값이 

도출된다. 고저항성 전기누전이 발생하고 있는 충전부

에서는 감전사고 발생시 또는 절연상태 불량인 설비에

서 지락사고 발생시 저항성 누설전류(resistive leakage 

current)의 측정속도가 트립 속도보다 늦으면 트립의 원

인을 밝히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빠르게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을 원격 감시장치에 적용하여 감시 장치에서 저항성 

누설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인가전압(V), 영상전류(Ig)

를 측정하고 샘플링 주기(∆)에 따라 순시 값이 ADC

를 통해 디지털 값으로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때 센서

로 부터 측정된 파형이 하드웨어 필터를 통해 구형파

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샘플데이터 값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각 , 라 하면 식(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은 첫 번째 측정된 데이터이고, 는 두 번

째 측정된 데이터이다. 를 식(2-2)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을 대입하여 에 대해 식(2-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식(2-3)에 전압(V), 영상전류(Ig)의 측정 데이

터를 대입하면, 식(2-4)과 같고 각각은 전압(V), 영상전

류(Ig) 파형의 진폭을 나타며 RMS값으로 식(2-5)과 같

이 정리한다. 여기서 누설전류에 대한 역률을 나타내

기 위해 식(2-6)과 같이 정리 할 수 있고 저항성 누설

전류를 식(2-7)과 같이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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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저항성누설전류(Igr) 산출결과 시뮬레이션

상기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Fig. 7과 같이 

누전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여, MATLAB 툴

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샘플링을 수행 할 

때마다 센서로부터 측정된 2개 값을 참조하여 저항성 누

설전류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MATLAB으로 구현하고 

산출된 값의 안정도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7. A Structure diagram of simulation of short circuits.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Fig. 8과 같이 전압, 영상

전류의 정상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8. Simulation results of voltage and zero current.

2.3 원격 감시장치 성능시험 및 결과

2.3.1 누설전류 발생 실험 및 결과

1) 저항성 누설전류 실험

저항성 누설전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전압과 영

상전류의 위상차를 측정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누설 유

효전력과 전압 실효값을 측정하여 산출하는 방법이 있

다5). 본 연구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측정하여 

저항성누설전류를 산출하였다. 전기안전장치의 저항성 

누설전류의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Fig. 9과 

Fig. 9. Devices of electric safety reliability test of IoT basis.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저항성 누설전류의 경보기

준치인 1.1[㎃]발생시 전기안전관제 서버에서 경고알림

이 동작하는지를 실험 하였다. Fig. 9과 같이 누설전류 

시험기를 이용하여 저항성 누설전류(11 ㎃)를 공급하

여, 누설 전류계에서 그 전류가 측정되었을 때, 전기안

전 관제 Web서버의 프로그램에 설정된 경고 알림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누설전류측정기에서 저항성 누설전류 10.882 ㎃가 

Fig. 11과 같이 측정되었으며, 전기안전감시시스템의 

WEB서버 화면에서도 Fig. 10과 같이 10.70 ㎃ 표시 및 

누전경보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저항성 누설전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누설전류 조건

별로 시험하여 측정결과 평균오차 0.97% 오차로 장치 표준

기준 목표치 ±5% 범위에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Measurement of Resistive Leakage Currents.

Fig. 11. An alarm of leakage current operated by electric safety 
remot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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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measured resistive leakage current(Igr)

Condition

Measurement result[㎃]
Error

(③-④)① Igr ② Igc ③ Leakage 
Current Meter

④ Monitoring 
device

Igr=0 0.0 0.0 0.0 0.038 -

Igr=1.0 1.0 0.0 1.04 1.059
- 0.019  
(1.8%)

Igr=1.5 1.5 0.0 1.42 1.437 - 0.017  
(1.2%)

Igr=2.0 2.0 0.0 1.94 1.934 0.006
(0.3%)

Igr=2.5 2.5 0.0 2.46 2.412 0.048  
(2.0%)

Igr=3.0 3.0 0.0 2.94 2.929 0.011
(0.4%)

Igr=3.5 3.5 0.0 3.37 3.350
0.02

(0.6%)

Igr=4.0 4.0 0.0 3.91 3.891
0.019
(0.5%)

Igr=5.0 5.0 0.0 4.84 4.791 0.049
(1.0%)

2) 용량성 누설전류 실험

상기의 저항성 누설전류 실험조건과 달리 이번에는 

용량성 누설전류에 대하여 시험조건을 Fig. 12과 같이 

재구성하여 용량성 누설전류 10.94 ㎃를 인가하였을 때 

측정된 용량성 누설전류는 10.749 ㎃임을 확인하였다.

전기안전 감시시스템에서의 영상전류는 10.48 ㎃가 

표시되고, 용량성 누설전류는10.46 ㎃로 나타났지만 저

항성누설전류는 0.59 ㎃로 경고 기준값의 1.1 ㎃이하 이

 

Fig. 12. Capacitive leakage current’s simulation.

Fig. 13. Result of capacitive leakage current’s monitoring.

므로 용량성 누설전류에 대해서는 Fig. 12과 같이 경고 

이벤트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전압․전류 실측 결과

부하변동에 따른 전압 및 전류 측정 시험은 Fig. 14

과 같이 구성하여 부하별 조건에 따른 실험결과 실측

데이터와 원격감시데이터는 Table 3과 같이 측정되었

으며, 장치 표준 기준 목표치인 ±5% 범위에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Fig. 14. Voltage and current measurement test according to 
load variation.

Table 3. Measured voltage and current data

Division

Measurement result

Contents Measuring 
instrument Remote Error(%)

No load
Test

 Voltage(V) 218.9 213.6 2.4

current(A) 0.2 0.194 3.0

Full load
Test

 Voltage(V) 214.6 211.8 1.3

current(A) 13.6 13.426 1.3

light ON
Heater OFF

 Voltage(V) 219.5 217.4 1.0

current(A) 0.4 0.399 0.3

4) 정전실험

회로의 전원을 임의로 개방하여 정전회로 구성시 

Web 서버상에서 정전이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5. Power failure indication information on server when 
circuit power is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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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일반용 전기설비는 법정점검주기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이후 전기설비의 여러 조건과 상태가 변동되기 

때문에, 사고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점

검자가 직접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전기재해를 예방하

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개발된 전기안전 장치

는 아크, 누설전류, 전압, 전류 등을 감시하고, 재래식 

통신방식에 따른 비용 및 설치환경 등의 문제로 보급

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 전기점검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LoRa(Long Range) 통신기술을 이용하

여 전기안전 주요 감시 요소인 과전류, 과전압, 저항성 

누설전류, 전력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원격감

장치를 개발하고, 성능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락

사고 발생시 저항성 누설전류 측정 속도가 차단기 트

립 속도보다 늦으면 트립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저항성 누설전류를 더욱 빠르게 산출할 수 있는 수식

을 도출하여 원격감시장치 개발에 적용하였다. 저항성

누설전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산출하

였으며, 실제 전기안전 관제서버에 적용하여 저항성 

누설전류의 경보치인 1.1 mA 초과시 동작 경고 알림이 

동작하는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저항성 누설전류에 대

한 조건별 신뢰성 시험결과 평균오차 0.97%로 장치 표

준기준 목표치 ±5%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활

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건의 부하에 대하여 Test-Bed

를 구축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더 많

은 현장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원격감시를 통해 축적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기재해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의 기초연구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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