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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택 기 과부하로 인한 기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주택 자동화를 한 DSP 기반의 디지

털 주택 과부하 경보기를 실험 제작하 다. 그리고 주택 과부하 경보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서 인공 으로 과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 과부하 경보 성능 평가 시스템을 설계, 개발, 구축하고, 과부하 시험을 통해 개발된 주택 과부하 

경보기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특히, EMTP-RV를 이용하여 과부하 시험 모델을 개발하고 과부하 시험을 모의, 계측결과와 비

교함으로서 과부하 성능 검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digital home electric overload alarm system based on DSP for smart home automation which can minimize 

electrical fire damage caused by an home electrical overload was made experimentall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home 

electrical overload alarm technology, an electric overload alar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hich can artificially generate 

the electrical overloads was designed, developed, and construc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overload alarm developed by 

the overload test was verified. In particular, an overload test EMTP model based on EMTP-RV was developed, and 

simulation and measurement results obtained from the overload test were compared, and the reliability of overload 

performance verification results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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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정용 기는 주택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한 기 자제품들에 기를 공 하는 에 지원이

지만 정격용량 이상의 부하가 사용될 때 정격이상의 

류를 흘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1]. 그림 1은 

1988-1992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특정 기부품들의 

기화재원인을 분석하여 얻어진 연간 평균 기 화

재 원인별 분포도를 보인다. 단락  지락고장이 

48[%]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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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기화재 분포(1988-1992)

Fig. 1 A distribution of electrical fire in USA(1988-1992)

따라서 주택에는 기 과부하부터 화재를 방지하기 

해 인입구 배 반에 차단기들이 설치된다. 하지만 

여름철 냉방기 등 격한 부하의 증가는 차단기가 동

작하기 에 과열로 인한 기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400건이 발생되어1) 인

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 

부하의 리가 요구된다. 지 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센서  마이크로 로세서 제어 그리고 사

물 인터넷 기술을 용하여   기 사용의 안

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참고문헌[3-12]에서는 가정용 분 반의 효율  리 

 운 을 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일반 마

이크로 로세서를 사용하여 류  류를 동시

에 처리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해서 다  채 에 한 고속 신호처리가 가능

한 DSP 기반의 과부하 경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13]에서는 DSP를 기반의 주택 기 과부하 경보 알

고리즘이 개발된다. 하지만 과부하 경보 성능을 검증

하기 한 성능 평가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  DSP를 기반으로 격

한 부하 증가 시 신속하게 과부하 여부를 단하여 

차단기를 동작시켜, 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주택 자동화를 한 DSP 

기반의 디지털 주택 과부하 경보기를 [13]을 기반으로 

실험 제작한다. 다음 과부하 검출 성능의 유효성을 검

1) 기과부하사고방지법, 한국 기안 공사

증하기 해서 주택 기 과부하 경보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 과부하 성능 평가 시스템을 설계, 개발, 

구축하고, 인공 인 과부하 시험을 통해 주택 과부하 

경보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

히, EMTP-RV를 이용하여 과부하 시험 모델을 개발

하고 과부하 시험을 모의, 계측결과와 비교함으로서 

과부하 성능 검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Ⅱ. 주택 기 과부하 경보기 설계

주택 기 화재 경보기는 기 과부하나 을 감

지하면 기 이벤트를 경보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주택 기 화재 경보기는 CT로부터 류와 ZCT로부

터 상 류를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 

그림 2. 주택 기화재 경보기의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for home electric fire alarm 

device with the wireless communication

이것을 실 하기 해서는 CT 류, ZCT 류를 

한 2개의 ADC 채 이 요구되며, 각 채 에 해서 

고속 샘 링  RMS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

반 인 정수형 로세서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채 에 한 고속 신호처리가 

가능한 DSP가 주제어장치로 채택된다. 그림 2는 디

지털 주택 기 화재경보기의 구성을 보인다.

2.1 DSP의 ADC 동작 구조 

그림 3은 과부하 경보기의 핵심역할을 하는 DSP의 

ADC 구조를 보인다. 그림 3에서 SYSCLKOUT은 

DSP 자체에서 만들어 ADC에 공 하는 시스템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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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Hz)을 표시한다. ADC에 시스템 클락이 들어왔

을 때, 시스템 제어 블록에서 ADC 동작 활성화를 결

정하고, 고속 리스 일러 설정에 따라 시스템 클락

이 분주되어 ADC 동작 클락이 결정된다[15]. 

그림 3. DSP의 ADC 구조

Fig. 3 ADC structure of DSP

그림 3에서 ADCINX(0~7)은 입력 아날로그 값을 

의미한다. 동시에 최  16개 아날로그 값을 읽을 수 

있는데, 디지털 값 변환은 동시가 아닌 순차 으로 처

리된다. SOC(Start of Conversion)를 한 시작신호

는 CCS 로그램(소 트웨어 )으로 받는 방법,  

ePWM을 통하여 주기 으로 받는 방법 그리고 외부

GPIO(XINT2)핀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방법 등 총 3

가지 방법이 있다. 시 스는 ADC 컨트롤 지스터 

설정에 따라 병렬 시 스와 종속 시 스가 있는데, 병

렬 시 스일 때는 시 스가 1, 2로 분리가 되고 종속 

시 스인 경우는 하나로 통합되는데, 일반 으로 종속 

시 스가 사용되다. 12 비트 ADC 모듈에서 입력 아

날로그 값을 12비트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 후에 16비

트의 Result Registers에 장하는데 이때 한 개의 

Result Register 디지털 값은  MSB순으로 장된다. 

일반 으로 편하게 사용하기 해서는 변환된 값을 

오른쪽으로 4 쉬 트해서 사용한다.

2.2 과부하 경보 알고리즘 설계

DSP는 ADC가 CT로부터 정해진 샘 링 속도로 

류를 샘 링하여 장한 데이터를 읽어 들여 한 주

기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 다음 식 (1)과 같이 RMS 

값을 계산한다. 식 (1)에서 N은 한 주기 동안의 샘

링 개수, ik는 k번째 류의 샘 링 값을 표시한다.

 



 




 

 다음, 류 RMS 값 I가 미리 설정된 과부하 경계 

값 ITH보다 크면 과부하 상태로 결정하고 기 과부

하 경보를 송. 기 과부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기 과부하 경보 알고리즘

Fig. 4 Electric overload alarm algorithm

그림 4는 과부하 발생 시 과부하 검출  경보를 

한 과부하 경보 알고리즘에 한 흐름도를 보인다.

III. 성능 평가 시스템 개발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기 과부하 경보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먼  과부하 경보 성능 검증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 다. 다음, DSP 기반의 과부하 경보기를 실험

으로 제작하 다. DSP로는 싱크웍스(주)에서 제

공되는 TMS320F28335 모듈을 채택하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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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택 과부하 경보 검증 시스템 설계

Fig. 5 Home electric overload alar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design

  

그림 5는 과부하 경보 검증 시스템의 설계 결과를 

보인다. 압 220/12V, 용량 150VA의 단상 변압기, 

류 측정용 항 0.1Ω 5W, 부하용 10Ω 100W 그리

고 과부하 실험을 해 설계된 10Ω 100W 항과과부

하 시험 스 치로 구성된다. 단, 류측정을 해 CT 

신 류측정용 항 0.1Ω 5W를 사용하 다.

그림 6. EMTP 모델

Fig. 6 EMTP model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성능 평가 시스템 설계의 유

효성을 확인하기 해서 EMTP-RV를 이용하여 모델

링 한 후, 과부하를 모의하 다. 그림 6은 EMTP 모

델 그리고 그림 7은 EMTP-RV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이는데, 정상 상태와 과부하 상태가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EMTP-RV 시뮬 이션 결과

Fig. 7 EMTP-RV simulation result

그림 8. 주택 과부하 검출 성능 검증 시스템 사진

Fig. 8 Home electric overload detec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icture

그림 8은 그림 5에 보인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실

험 으로 제작된 기 과부하 경보 시험 시스템의 

체 사진을 보인다. 그림 8에 보인, 주택 과부하 경보 

검증 시스템 하에서 과부하 시험 스 치를 반복 으

로 동작시킴으로서 검증을 실행하 다. 과부하 시험 

스 치는 평시에는 OFF되는데, 10Ω 100W 항에 의

해 1.2A가 흐르기 때문에 주택 과부하 경보기는 과부

하 검출에 실패한다. 반면에, 과부하 시험 스 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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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되었을 때 10Ω 100W 항에 의해 2.4A가 흐르

게 된다. 그림 9는 DSP에 의해서 샘 링된 류 형

을 보인다, 이때 과부하 경보기는 과부하를 검출, 과

부하 경보를 발생시킨다. 부하 시험 스 치를 이용한 

수차례의 과부하 시험에서 기 과부하 경보기가 정

상 으로 과부하를 검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개발

된 과부하 경보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9. 시험 스 치가 ON 되었을 때 류 형 

Fig. 9 Current waveform when test which is on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택 과부하시 DSP를 기반으로 과

부하 여부를 신속히 단하여 기화재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스마트 주택 자동화를 한 DSP 기반

의 디지털 주택 과부하 경보기를 실험 제작하 다. 그

리고 주택 과부하 경보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서 기 과부하 경보 성능 평가 시스템을 설계 개

발 구축하 고, 과부하 시험을 통해 주택 과부하 경보

기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특히, EMTP-RV를 이용

하여 과부하 시험 모델을 개발하고 과부하 시험을 모

의, 계측결과와 비교함으로서 과부하 성능 검증시스템

의 신뢰성과 함께 과부하 화재 경보 기술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 된바와 같이, 주택 과

부하 경보 기술을 개발하 다. 따라서 차후,  경

보 기술과 주택 단독 화재경보기와의 무선연동기술 

개발을 계속 으로 추진할 정이다. 

  이 논문은 2018년도 남서울 학교 교내 연구비

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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