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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화재의 원인중의 하나는 직렬 아크이다. 최근까지 아크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 신호에 푸
리에 변환, 웨이블릿, 또는 통계적 특징 등을 활용하여 아크 검출을 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다양한 불규칙 아크 파형 때문에, 실
제 환경에서는 아크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부족한 특징 데이터를 증가시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신호를 변분 모드 분할을 통해 원신호를 분할한 후 통계적 특징을 추출한다. 변분 모드 분할으로부터 추출한 통계
적 특징의 성능이 원신호로부터 얻은 특징보다 개선된 성능을 얻는다. 아크 분류기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고, 14,000개의 학습 데이
터에 적용한 결과 VMD의 사용이 약 4%의 아크 검출 성능을 높혔다.

Abstract

The serial arc is one of factors causing electrical fires. Over past decades,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to detect arc 
occurrences. Even though frequency analysis, wavelet and statistical features have been used, arc detection performance is degraded 
due to diverse arc waveform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method that could increase the feature dimension, thereby 
improving the detection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use variational mode decomposition (VMD) to obtain multiple decomposed 
signals and then extract statistical features from them. The features from VMD outperform those from no-VMD in terms of 
detection performance. Further, artificial neural network is employed as an arc classifier. Experiments validated that the use of 
VMD improve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by up to 4 percent, based on 14,000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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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소방방재청의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화재의 원
인중전기적 요인이 22.4%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전기적
요인 중 미확인 단락이 26.5%로 가장 많고, 절연 열화에
의한단락 25.7%, 접촉불량에의한단락 8.2% 등으로나타
났다. 이러한 전기화재 원인의 공통점은 아크(arc)를 동반
하는것이다. 그림 1은정상신호와아크신호의한가지예
를 보여준다.

(a) (b)

그림 1. 정상 신호와 아크 신호의 예. (a) 정상신호 및 (b) 아크신호
Fig. 1. An example of normal and arc signals. a) normal signal and 
(b) arc signal

아크 신호 검출을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분야에서는일반적으로 아크검출을분류의 문제
로해결한다. 정상및아크의 2 클래스이므로, 이진분류기
(binary classifier)로 모델링한다. 신호의 상관도(correla- 
tion), 주파수 특성, 및 스펙트럼 등을 이용하는 신호처리
기법및 SVM(support vector machine), 결정트리등을이용
하는기계학습기법들의 성능을개선할수있는심층신경

망이최근관심을받고있다[1-6]. 신경망모델로는심층신경
망[1~4], 출력 부분에 분류기를 결합한 자기부호화기(auto- 
encoder)[6] 등을 활용한다. 입력신호에서아크검출에필요
한 특징(feature)을 찾은 후에, 이 특징을 입력으로 분류모
델을 학습하여 아크신호를 검출하게 된다. 특징으로는 주
로 주파수(frequency), 통계적 특징(statistical feature) 등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특징으로는 푸리에 변환[7], 웨이블릿(wave- 

let)[8,9,10]을이용하여정상과아크를분별할수있는특징들

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찾은후에 이를 활용하여검출한다. 

이외에도 시간 및 주파수 신호에서 통계적 특징을 추출한

후에 아크 검출에 이용하기도 한다[7-10]. 그러나 상기 방법
들은특정환경에서는높은검출률을얻을수있지만, 다양
한 전기 부하(load)에서 발생하는 아크 신호는 파형(wave- 
form)의다양성으로서로상이한특성들을가지고있다. 따
라서 특정 부하에서 발생하는 아크 특성이 다른 부하에서

는발생하지않기때문에검출성능이저하된다. 시간신호
(time-domain signal)를직접 입력으로사용하는 방법은 주
파수변환이 생략되어 처리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나, 분류에 필요한 특징 정보의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들에 비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간신호에서 주파수 특성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 데이
터만 사용할때에는 주로 통계적 특징을 이용한다. 그런데
통계적특징은 시간 신호에서얻을수있는특징의한계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간신호로부터 아크 분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특징의 추출이 가능해야

만, 검출 성능을 개선할수 있다. 이 문제를해결하고자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신호를 변분 모드 분할(Variational 

Mode Decomposition: VMD)을 이용하여 검출 성능을 개
선하는방법을제안한다. VMD는시간신호를 R개의신호
로분할하는기술로최근주목을받고있는기술이다[11]. 원
신호뿐만아니라 VMD 모드신호로부터통계적특징을추
출하여, 특징의 차원을 증가시킨다. 아크 분류기로는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다. 실험에서는 원 시간신호에서 직접 통
계적 특징을추출한것과, VMD로부터얻은신호들로부터
추출한 통계적 특징의 아크 검출 성능의 비교를 통해서, 
VMD가 아크의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VMD는시간신호를여러개의시간신호로분할하는기
법이다. 따라서 푸리에변환, 웨이블릿을 적용하는 것은 적
합하지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상기기법들은고려하
지 않는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다음장에서는신호를분
할하는 방법인 VMD의 개념에 대해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제안방법을설명한다. 실험결과는 Ⅳ장에서소개하고, 마
지막으로 Ⅵ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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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변분 모드 분할

변분모드분할(Variational Mode Decomposition: VMD)
는입력신호를모드(mode) 신호   (r=1, ... ,R)로분할하는

신호처리기술이다[11]. 들은주신호를처리하는동안특

정 희소(sparsity) 속성을 갖는다. 신호분할 과정에서 중심
파동 가 결정되고, 각 모드 은 를 중심으로 모인다. 

VMD는비재귀적 적응기법이다. VMD 모드는 시변진폭
및위상을갖는정현파로생성된다. 신호 에대해모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s  (1)

Wiener 필터는 VMD 모델을설계할때사용되며이것은
VMD 알고리즘의 가장중요한 부분중 하나이다. VMD의
다른 중요한 부분은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과 주
파수 이동이다. VMD 분할은 Lagrangian multiplier  , 모
드 개수 , 및 DFCF(data fidelity constraint parameter) 
의 3가지 파라메터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복원의 품질

제약조건이고, 는 서로 다른 모드에서 얻어진 주파수의
범위를 결정한다.

■ VMD 알고리즘 :
Step 1. 반복횟수   에서, 번째모드 의스펙트럼

와 중심 주파수 
′가 생성된다. ∈…R. Lagran- 

gian multiplier 
′는 =1에서 시작된다.

Step 2.  에서, 의스펙트럼은다음과같이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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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드의 중심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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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grangian multiplier는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4)

는 Lagrangian multiplier 갱신 파라메터이다.
Step 3.     . 미수렴시에는 Step 2부터다시시작
한다. 수렴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그림 2는시간신호에 VMD를적용하여얻어진모드신호

(a) (b)

      그림 2. 입력신호 및 VMD로 얻어진 4개의 모드 신호. (a) 정상 신호 및 (b) 아크 신호
      Fig. 2. Input signal and its decomposed four modes. (a) normal signal and (b) arc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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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여준다. 정상신호및아크신호를각각 =4로 4개의모
드신호로분할한다. 그림 2(a)는정상신호, 2(b)는아크신호
이다. 1행은입력신호  , 2~5행은모드신호    

를 보여준다. 은 저주파 성분을 가지고, 이 증가하면

모드신호는고주파성분을가짐을알수있다. 모드신호들
은신호의특성차이를보다잘보여준다. 이차이는아크검
출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Ⅲ. 제안 방법

본 장에서는 아크 분류를 위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데, 신경망의 입력으로 통계적 특징을 사용한다. 입력으로
원신호의 통계적 특징과 VMD 모드신호의 통계적 특징을
신경망으로 학습시키고, 검출 성능을 비교 검증한다.

1. 통계적 특징

아크 검출을 위해 사용된특징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서론에서언급한것처럼, 본논문의목적은아크분류성능
의 개선을 위한 VMD의 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징을 제안하지 않고, Chakravorti1 등이 사용한 특징을
사용한다[12].

Features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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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계적 특징.  ,  , 는 평균, 메디안, 표준편차이다.
Table 1. Statistical features.  , ,   are mean, median, and 
standard deviation of .

통계기반특징은표 1에서보여진다. 은이산입력

신호이고, 표준화된 신호  는 다음 식과 같다.

    (6)

여기서 은 의 메디안(median) 값이다.
개의 모드 신호에서는 두 모드 신호간의 연관성을 얻

을수있는특징을얻을수있다. 예를들어두모드신호의
교차 상관도(cross correlation)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모드
신호 과 의교차상관도시컨스 는다음과같

이 정의된다.

 










 



  ≥ 

   

(7)

여기서 은 인덱스로 시간이동(time shift) 파라메타이
다. 
신호의표본개수가 개일때, 는   개의계수

를 갖는다. 각각의 신호에서 VMD 모드들은 서로 다르고, 
이를 분류하려 할 때 몇몇 특징들은 교차상관도에서 추출

되는데, 특징들은 표 2에서자세히 기술된다. 은 번째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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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드 교차상관도 기반 특징들
Table 2. Mode cross correlation-based features

표 1은 원신호에서 얻어지는 7개의 No-VMD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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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VMD 피처는 표 1의 7개 및 표 2의 5개

의 특징 
 i∈로 구성되기 때문에, 12개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4이면 4개의 모드신호로부터 교차상관도
는총 30개가얻어지는데, 실험결과분별력이좋은것으로
판단된 =1과 =3을선택하여두모드신호간의 5개의특
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No-VMD의 특징 차원은 7이고, 
VMD의 특징 차원은 12이다.

2. 아크 분류 심층 신경망

제안방법의흐름도는그림 3에서보여진다. No-VMD는
입력신호에서표 1의통계적특징을얻은후에, 이특징벡
터를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으로 학습한
다. VMD에서는원신호의특징및표2의 VMD의특징으로
특징 벡터를 구성한 후에 DNN으로 입력된다. 두 개 모두
동일한구조의 DNN의입력으로사용된다. 출력은이진분
류로정상또는아크로분류한다. 학습된모델의분류정확

도를 비교하여 VMD의 성능 개선을 조사한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신경망은 DNN(Deep Neural Net- 

work)을 기반으로 한다. 입력 노드의 수는 입력될 특징 벡
터의 차원과 동일하다. 출력층은 아크 신호와 정상신호만
을분류하는이진분류(binary classification)이므로두개의
노드를갖는다. 은닉층은 1~3개의층으로구성되며, 편의상
각각 H1-DNN, H2-DNN, H3-DNN으로 한다. VMD의 성
능을검증하기위하여다음 3가지은닉층노드개수를사용
한다; (a) H1-DNN (512), H2-DNN (256–128), H3-DNN 
(128–64–32), (b) H1-DNN (256), H2-DNN (128–64), 
H3-DNN (64–32–8), 및 (c) H1-DNN (128), H2-DNN (64
–32), H3-DNN (32–16–8).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다양
한깊이및폭을사용한다. 출력층에서는활성함수로 Soft- 
max 함수를사용하고, 이외의모든계층에서는 ReLU이다. 
가중치초기화는 He 초기화를사용하고, 학습률은 0.001이
다.

그림 3. 제안 방법의 전체 흐름도.
Fig. 3. The overall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그림 4. 실험에 사용한 심층 신경망 모델
Fig. 4. Deep neural network used in experiments



79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2019년 9월 (JBE Vol. 24, No. 5, September 2019)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정상신호와 아크신호 데이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연구원에서아크 생성기(arc generator)를 이용하여 제
작하였다. 총 7개의 부하(load)  (∈…)가있으며, 

는각각정상신호와아크신호의데이터로구성된다. 표 3은
데이터의 7가지부하종류를보여준다. 부하별정상신호및
아크신호를생성하였다. 는부하로조광기(dimmer)와백
열등(incandescent lamp)을 사용하여 얻은 신호이다, 샘플
링주파수는 16kHz이다. 따라서신호의한주기에서 269개
의 샘플을 얻는다. 2 주기에서는 538개의 샘플이 있다. 각
신호데이터에는아크(1), 정상(0)으로 해당레이블이할당

Signal Load

 dimmer(100%) + Incandescent Lamp

 dimmer(50%) + Incandescent Lamp

 SMPS(220V → 24V, 5A) + Resistance 10 Ohm

 Air Compressor (UDS3040)

 Heater (Weak, Half-Wave Rectification)

 Heater (Strong)

 3 Fluorescent Lamps (FL40EX-D)

표 3. 아크 데이터의 부하 종류
Table 3. Load types of arc signal

된다. 
학습신호는 2주기의 538 샘플을 가지며, 부하별아크신
호는 1,000개, 정상신호는 1,000개의데이터를수집하였다. 
따라서총 1,000x7x2= 14,000개의학습데이터를생성하였
다. 그림 5는표 3의  ,  , 의정상신호와 아크신호의

예를보여준다. 이신호로부터통계적특징을추출한다. 각
학습 데이터는 정상이면 레이블을 0, 아크이면 1로 클래스
를 할당하여, 지도학습 이진 분류 신경망으로 학습한다. 
비교설명을위해서그림 5의 의정상신호와아크신호

의 VMD 모드신호는 그림 6에서보여진다. 2~5행의 =4
개의 모드 신호를 관찰하면, 입력신호보다 신호의 차이가
큼을알수있다. 실험에서는 R > 4이면 VMD의처리시간
이증가하는반면에, 뚜렷한성능개선은없다. R=2, 3이면
검출성능의 저하가 발생하기 떄문에, 실험에서는 =4를
선택하였다.
그림 7은통계적특징의분포를보기위해서입력데이터
를 t-SNE(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로
시각화한 그림이다. t-SNE는 특징의 차원을 2차원 또는 3
차원으로 축소하는 기술인데, 최근접점을 2~3차원으로 매
핑해 차원을 축소한다[13]. No-VMD와 VMD 모두 통계적
특징이 만족스럽게 arc([0,1])과 정상([1,0])으로 분류되는
것을알수있지만, 일부공간에서겹침이발생한다. 이것은

(a) (b) (c)

그림 5. 정상 및 아크 신호의 예. 1행은 정상, 2행은 아크임. (a)  , (b)   및 (c) 

Fig. 5. Examples of normal and arc signals. Top: normal, Bottom: arc. (a)  ,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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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가까운성능을얻는것이쉽지않다는것을보여준
다. 서론에서언급한것처럼본연구는통계적특징과아크
분류의 성능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VMD가
No-VMD보다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실험에서사용한데이터의정제및 DNN의구현은MAT- 

LAB 2018a 버전에서 이루어졌다. 입력 데이터의 80%는
학습데이터로사용하고 20%는테스트데이터로사용하였다. 
동일한구조의신경망모델에 No-VMD 특징및 VMD 특징
을각각입력으로사용하여학습시킨후테스트단계에서분

류 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를 측정하였다. 
그림 8~10은 H1-DNN부터 H3-DNN까지 DNN에서 이
진분류데이터셋의분류정확도를비교한그래프이다. 수
평축은 에폭이고 200으로고정하였다. 수직축은분류정확
도이다. 은닉층의뉴런개수는은닉층의개수에따라, [128, 
64-32, 32-16-8], [256, 128-64, 64-32-16], [512, 256-128, 
128-63-32]의 3종류를 사용한다. 그림의 1행은 No-VMD, 
2행은 VMD이다. 전체적으로 VMD가 No-VMD보다향상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b)

그림 6. S4의 2-cycle 신호의 VMD 모드 신호. R=4.  (a) 정상신호 및 (b) 아크신호
Fig. 6. VMD mode signals of 2-cycle of S4. R=4. (a) normal and (b) arc signals. 

(a) (b)

그림 7. 시각적 분류를 위해 t-SNE로 얻은 통계적 특징 분류. (a) No-VMD 및 (b) VMD
Fig. 7. t-SNE visualization of classification. (a) No-VMD and (b) V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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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9. 신경망으로부터 얻은 분류 정확도. (a) H1-DNN (256), (b) H2-DNN (128-64) 및 (c) H3-DNN (64-32-16)
  Fig. 9. Classification accuracy of DNN. (a) H1-DNN (256), (b) H2-DNN (128-64) and (c) H3-DNN (64-32-16)

(a) (b) (c)

그림 8. 신경망으로부터 얻은 분류 정확도. (a) H1-DNN (128), (b) H2-DNN (64-32) 및 (c) H3-DNN (32-16-8)
Fig. 8. Classification accuracy of DNN. (a) H1-DNN (128), (b) H2-DNN (64-32) and (c) H3-DNN (3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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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No-VMD와 VMD의분류 정확도를 숫자로표시
한 것이다. 그림 8의 H1-DNN에서 No-VMD는 (Train, 
Test)=(91.84%, 91.57%), VMD는 (Train, Test)=(98.34%, 
98.59%)로 증가분(increment)은 (Train, Test)=(6.50, 7.02)%
로 성능이 개선됨을 알수 있다. DNN의 구조에 따라 다소
편차는있지만, 평균증가분은 (Train, Test)=(4.44%, 3.97%)

을얻었다. 각각세가지의깊이와폭을가지는신경망모델
모두에서 VMD를 사용할때가 No-VMD보다 정확도가 향
상되는 것을확인할수 있다. Test의최대증가는 그림 8의
H1-DNN(128)에서 7.02%이고, 최소 증가는 그림 9의
H2-DNN(128-64)의 1.37%이다.

Figure DNN Model No. of nodes
No-VMD VMD Increment

Train Test Train Test Train Test

Fig. 8

H1-DNN 128 91.84 91.57 98.34 98.59 6.50 7.02

H2-DNN 64-32 94.68 94.59 99.13 98.82 4.45 4.23

H3-DNN 32-16-8 92.84 93.70 99.08 98.84 6.24 5.14

Fig. 9

H1-DNN 256 94.51 94.18 97.31 96.70 2.80 2.52

H2-DNN 128-64 94.68 95.15 97.20 96.52 2.52 1.37

H3-DNN 64-32-16 93.33 93.80 97.90 97.58 4.57 3.78

Fig. 10

H1-DNN 512 94.30 94.17 98.46 98.47 4.16 4.30

H2-DNN 256-128 94.75 95.17 99.01 99.18 4.26 4.01

H3-DNN 128-64-32 94.74 95.46 99.18 98.78 4.44 3.32

Avg. 93.96 94.20 98.40 98.16 4.44 3.97

표 4. No-VMD와 VMD의 분류 정확도 성능 비교 (단위: %)
Table 4. Comparison of classification accuracy of No-VMD and VMD (unit: percent)

(a) (b) (c)

그림 10. 신경망으로부터 얻은 분류 정확도. (a) H1-DNN (512) (b) H2-DNN (256-128) 및 (c) H3-DNN (128-64-32)
Fig. 10. Classification accuracy of DNN. (a) H1-DNN (512) (b) H2-DNN (256-128) and (c) H3-DNN (12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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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전기신호에서 발생하는 아크신호의 검출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높은수준의검출률이필요하다. 기존의아크검출
기법들은 다양한 특징을 사용하지만, 완벽한 성능을 얻는
것이 어렵다. 본논문에서는전기신호의통계적특징을이
용하여 아크 검출을 하는 기법에 VMD를 추가하여 검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신경망기반으로증명하였다. 다
양한깊이와 폭을 가지는신경망모델에 적용한결과모델

구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Train, 
Test)=(4.44%, 3.97%)의성능향상결과를얻었다. VMD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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