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산업화의 진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인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날로 증 되고 

있어, 매년 8-9%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

한 전력수요의 급증에 비한 전력공급의 확보와 함께 

다양화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에 한 고객욕구 등이 

두됨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 분야에 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 4천여 건의 화재사고가 발

생하고 있으며 2017년 전기화재 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44,178건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에 의해 전기설비로 정의되지 

않은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를 제

외하면 전기화재는 8,011건으로 18.1%의 점유율을 나

타냈다. 전기화재로 인해 사망 32명, 부상 185명, 재산

피해 약 1,04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1). 

이러한 전기화재의 원인 중 접촉불량(불완전 접속)

에 의한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795건으로 전체 전기화

재 비 9.9%의 점유율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12년 743건에서 2017년 795건으로 최근 7년 동안 꾸

준히 지속되었다1).

불완전한 전기적 접속에 의해 직렬아크가 발생할 경

우에 아크 불꽃이나 열 등에 의해 절연체를 손상시킴

으로써 단락으로 진전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중요한 전

기화재의 매커니즘이다2). 아크전류와 아크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전력은 도체저항이 낮은 경우일지라도 수십-

수백 ㎾의 높은 전력이 발생되므로 이로 인한 에너지

에 의하여 전기화재위험성이 높다3). 또한 접촉불량으

로 인해 화재가 진전되다 보면 전선의 피복을 탄화시

켜 2차 단락(합선)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접촉불량이 아

닌 단락으로 인한 화재로 분류될 수 있고 화재발생 이

후 접속부가 열에 의해 변형이 되거나, 접촉불량되어 

이탈된 전선이 외부 도체에 닿아 2차로 지락을 일으키

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함에 따라 정확하게 감

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접속부에서 화재 점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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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접촉불량은 구리(Cu) 또는 구리계열 합금(황동 등)

에서 발생하며 화재로 진전되기 때문에 접속부의 발열 

메커니즘과 특성에 관한 연구와 접속부에서 화재를 미

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화재를 유발하는 구리

(Cu)전선 접속부의 발열특성과 산화물의 증식 특성 및 

직렬아크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직렬아크 감지기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전선의 단면적과 부하전류를 변화시켜 화재를 

유발하는 접속부의 발열특성과 아산화동(Cu2O)증식에 

한 실험적 증명을 통하여 정상 접속부와 발열접속부

의 판별 방법에 관한 유효성에 하여 검증함으로써 

동산화물의 발열 및 아크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접촉불량에 의한 전기화재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아산화동

전선 접속부의 접촉이 좋지 않으면, 그 부분의 접촉

저항이 증가하여 발열하고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접촉 도체의 표면을 산화시켜 산화피막이 형성된다. 

이 산화피막은 전선의 접촉면에 한정되고, 내부로 확

(a) 2 min

(b) 8 min

(c) 28 min

Fig. 1. Photographs showing the growth progressing of the 
copper oxide at 1.17 A.

Fig. 2. Resistance-temperature characteristic of Cu2O. 

 되지는 않는다. 전선이 구리나 구리의 합금인 경우, 

도체가 전기회로의 개폐시 아크에 의해 고온이 되면, 

동의 일부가 산화하여 도체 표면에 산화구리(CuO)나 

아산화동(Cu2O)을 생성시킨다. 산화구리(CuO)는 구리

나 탄산구리를 태워서 만드는 흑색의 재료이며 아산화

동(Cu2O)은 산화구리(CuO)가 산화할 때 생기는 적색의 

결정성 재료로 이러한 산화물이 생성, 증식, 발열하는 

현상을 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이라 한다4,5,6).

Fig. 1은 전선 1 mm, 1.17 Arms에서 산화물의 증식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Fig. 2는 지름() 2 mm, 길이 7 

mm의 아산화동의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 변화를 나타

낸 실험치로, 상온 부근에서는 큰 저항 값을 갖지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항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95

0℃를 전후로 급감하고 1,050℃ 부근에서 최소가 되며 

이후는 저항이 증가한다7).

2.2 아산화동 증식 실험

전선 접속부에서의 직렬아크에 의한 산화물 증식 특

성과 직렬아크 감지기법 개발을 위한 직렬아크 발생 

장치(SAGS ; Series Arc Generation System)를 제작하였

으며, 실험장치의 기본 모델을 제작하였다.

Fig. 3에 직렬아크 발생 실험장치(SAGS)의 동작 순

서를 나타낸다. 제어기로 Exciter에 RPM 신호를 주면 

내부 진동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Fig. 4는 직렬아

크 발생 장치의 구성도와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좌측은 Exciter들 설치하고 우측은 좌우, 앞뒤, 상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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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erating sequence of series arc generator. 

(a) schematic diagram of series arc generator

(b) experiment equipment

Fig. 4.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구리전선에서 시간에 따른 구리 산화물의 증식특성

을 실험하였다. 시료는 실험에 용이하도록 단선을 선

택하였으며 주택용 옥내 배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허용전류 14 A의 1 mm(단면적 : 0.785 ㎟), 길이는 7 

cm 두 개의 전선을 약 200~300번 접촉시켜 아크로 인

해 전선의 단면에 산화물을 발생한 후 실험하였다. 이 

때 부하 측에 연결된 저항을 조절하여 1-20 A가 흐르

도록 구성하였다.

2.3 시간에 따른 산화동 증식

2.3.1 양단 전압 특성

Fig. 5는 구리전선 1 mm에 110Ω의 저항을 연결하

여 220 V의 전원을 투입, 2 A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 

여 접촉면 양단에 아산화동이 생성된 후 나타난 전압

과 전류의 파형으로 3주기를 나타냈으며, 2시간(120분) 

동안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a)와 같이 1분 후 정(+)에서 부(-) 또는 부(-)에서 정

(+)으로 전류가 변할 때 교차지점에서 1 ms 이내에 상

(a) 1 min 

(b) 60 min

(c) 120 min 

Fig. 5.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copper oxide according 
to time. 

승시간과 45.9%의 오버슈트와 최 값 5.91 V의 피크를 

나타내는 파형이 측정되었으며, (b)와 같이 60분 후 1.3 

ms 이내의 상승시간과 9.1%의 오버슈트와 최 값 10.1 

V의 파형 유지한 후, (c)와 같이 120분 후 1.3 ms 이내

의 상승시간과 2.7%의 오버슈트와 최 값 14.15 V의 

파형을 나타내며 피크의 크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때 전류의 파형은 초기에 최

값 2.99 A에서 120분 후 최 값 2.92 A로 일정하게 유

지하였다. 따라서 제한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시간

에 따라 산화동 증식에 따른 저항이 증가하고 이에 따

라 산화물 양단전압(Vglow)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6은 Fig. 5의 시간에 따른 산화물 양단전압

(Vglow)의 순시값(rms)으로 1분 후 전압은 략 6 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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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lowing Voltage of copper oxide according to time. 

나타냈으며, 15분경과 후 7 V, 30분경과 후 8.3 V, 60

분경과 후 10 V, 90분경과 후 12.2 V, 120분경과 후 

14.2 V를 나타내며, 산화물 양단에 직선적인 전압 증가

로 초기 6 V의 전압에서 시작하여 략 10분당 0.68 V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산화동의 증식은 시간에 따

라 일정 비율로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3.2 증식 길이

Fig. 7은 구리전선 1 mm에 110 Ω을 연결하고 220 

V의 전원을 인가하였을 때 증가하는 산화물의 증식 길

이를 나타낸 것으로 30분경과 후 5.9 mm, 60분경과 후 

11.8 mm, 90분경과 후 17.7 mm, 120분경과 후 23.4 

mm로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며 나타내며 산화물에서 

생성된 저항은 직선적인 저항 증가로 략 10분당 1.95 

mm씩 증가하였다.

Fig. 7. Growth length of copper oxide according to time. 

2.3.3 소비 전력

Fig. 8는 구리전선 1 mm에 110 Ω을 연결하고 220V

의 전원을 인가하였을 때 각각 소비전력의 값을 나타

낸 것으로 1분 후 략 11.5 W를 나타냈으며, 15분경

과 후 13.5 W, 30분경과 후 15.8 W, 60분경과 후 19 W, 

90분경과 후 22.8 W, 120분경과 후 26.2 W를 나타내며 

산화물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직선적인 전압 증가로 

략 10분당 1.2 W씩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Fig. 8. Power consumption of copper oxide according to time. 

지속적으로 증식하며 산화물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계

속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4 저항

Fig. 9는 구리전선 1 mm에 110 Ω을 연결하고 220 

V의 전원을 인가하였을 때 나타난 저항값을 나타낸 것

이다. 1분 후 생성된 산화물의 저항은 3 Ω에서 15분경

과 후 3.6 Ω, 30분경과 후 4.3 Ω, 60분경과 후 5.4 Ω, 90

분경과 후 6.5 Ω, 120분경과 후 7.6 Ω을 나타내며 산화

물에서 생성된 저항은 직선적인 저항 증가로 략 10

분당 0.38 Ω씩 증가하였다. 산화물에서 저항은 산화물

의 증식길이에 따라 증가하며 양단에 걸리는 산화물의 

전압과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따라서 산화물의 생성은 높은 열이나 접속부에서 접

촉아크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은 실험으로 증명되었고 

Fig. 9. Resistance of copper oxide according to time

Fig. 10.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normal copper wire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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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구리전선에서는 Fig. 10과 같이 

접촉시 약간의 아크는 발생하지만 전류파형은 변화하

지 않았다.

그러나 산화물이 증식된 이후 접속시 큰 아크와 함

께 전류 파형에 Shoulder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구리전선에 산화물을 1.5 mm를 증식시킨 

후 전선을 접속시켰을 때 나타난 개시아크 사진으로 

(a)와 같이 1 A에서는 약하게 아크가 발생했지만 (b), 

(c)와 같이 3 A에서 5 A에서는 노란색의 강렬한 아크

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상은 (d)와 같이 청백색의 강한 

아크가 발생하였다8).

Fig. 12는 구리전선에 산화물을 1.5 mm를 증식시킨 

후 전선을 접촉시켰을 때 나타난 파형으로 (a)는 1 A를 

흘렸을 때 전류파형이 5주기 동안 4주기에서 Shoulder

(a) 1A

(b) 3A

(c) 5A

(d) 10A

Fig. 11. Oxidized copper wire contacts the starting.

(a) 1A

(b) 2A

(c) 3A

(d) 10A

(e) 15A

Fig. 12. Start voltage and current of oxidized junction per current

가 발생하였으며 아산화동이 증식할 때 전류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b)와 (c)는 2 A와 3 A의 전

류가 흐를 동안으로 5주기 동안 3주기에서 Shoulder가 

발생하였고 (d)와 같이 10 A의 전류가 흐를 때 5주기 

동안 2주기, (e)와 같이 15 A의 전류가 흐를 때 5주기 

동안 1주기에서 Shoulder가 나타나며 전류의 크기에 따

라 Shoulder의 유지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화된 접속부분에서 전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높은 에너지로 인해 짧은 주기에서 아산화

동이 비산되고 강한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산화물 접촉시 나타난 아크는 최  5주기(반주기 

10주기) 이내에 shoulder가 나타나 산화물 개시 아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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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6주기(반주기 12주기)에서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화물이 있는 구리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크기에 따라 아크의 발생 횟수, 시간, 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선 접속부에서 산화물 증식 특성과 

산화물 증식 이후 직렬아크 특성을 제시하였다. 접촉불

량의 전선에서 전류, 시간, 전압, 전선의 면적, 산화물 

크기 등에 따라 아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촉불량

으로 인한 전기화재의 발생 조건을 예측할 수 있고 사

후 보다 명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에서 아산화동 증식시 산화물의 양단전압은 구

리전선 1 mm에 략 2 A가 흐를 경우 10분당 0.68 V

가 상승하고 략 4 A가 흐릴 경우 10분당 0.3 V가 상

승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높고 전류가 높을수록 산화물 

양단의 전압은 낮게 발생하였다. 이는 전류가 상승할

수록 산화물의 저항이 낮아져 산화물 양단의 전압이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산화동 증식시 산화물에서 소비전력은 시간

에 따라 같은 전류에서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과 비례

하였으며 전류에 비례하였다. 구리전선 1 mm에 2 A

가 흐를 경우 10분당 0.5 W씩 상승하고, 략 4A가 흐

를 경우 10분당 1 W씩 상승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상

승하였고 산화물의 저항은 3 Ω을 시작으로 10분당 

0.38 Ω씩 증가하였으며, 4 A가 흐릴 경우 1 Ω을 시작

으로 10분당 0.083 Ω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부하전류

가 2배일 때 4.6배 감소하고 두 배의 두께에 해서는 

근사하게 나타났다.

아산화동의 증식은 양단의 전압과 흐르는 전류, 그

리고 저항에 따라 다르게 증식하였다. 구리전선 1 

mm에서 략 1 A의 전류가 흐를 경우 아산화동은 증

식하지 않았으며 약 2 A에서 가장 길게 증식하였다.

산화물이 생성되지 않은 정상 전선의 경우 아크는 발

생하지 않았으며 산화물이 생성된 이후에는 아크가 발생

하였다. 따라서 구리계열의 접속부는 산화물이 생성되어 

저항이 높아진 상태에서 접촉시 아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산화물을 략 1.5 mm를 증식시킨 구리전선을 접

촉시켰을 때 전류가 높을수록 짧은 주기에서 shoulder가 

나타났으며, 최  5주기(반주기 10주기) 이내에 shoulder

가 나타나 산화물 개시 아크는 초기 6주기(반주기 12주

기)에서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기적인 접속이 불안정할 경우 아크가 발생

할 수 있는 전기적인 환경적 조건에서 아크의 발생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전선의 접촉불량에 의한 전기화재

의 환경적인 조건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향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인 조건외의 주변 환경조건(온

도, 습도 등)을 추가하여 연구하고 나아가서 실제 발화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220 V 상용전원, IV 

1.6 ㎟ 전선에서 직렬아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5 A에서 

12%, 20 A에서 42%의 발화가능성이 확인된바 있다9). 

따라서 실제 전기의 사용환경에서 실효적인 조건을 추

가하고 실제 발화로 이어지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다

면 보다 명확한 접촉불량에 의한 화재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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