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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Fault Current is an electric discharge which is 

occurred in two opposite electrode. In this paper, arc 

current control algorithm is designed for the 

interruption of arc fault current which is occurred in 

the local electric network. This arc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electric fire. Arc fault in electrical 

net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low current, high 

impedance and high frequency. Conventional arc 

current controller does not have the arc current 

interrupt function. Hence, Controller of arc current is 

designed for the interruption of arc fault current 

which has the modified arc characteristics.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기환경에서 발생하는 아

크방전에 의한 전기 안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에서 사용한 정격전압 120V에서 250V, 정격전류 

5-150A의 전류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대상으로 하였

다. 아크방전은 전원선 및 중성선 사이에서 발생하는 

병렬성 아크방전, 전원선이 단선 되거나 전기 기구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직렬성 아크

방전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직

렬성 아크방전과 병렬성 아크방전 두가지로 한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하 국외에서

도 아크방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으

며, 근래에 와서, 누전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와, 단락, 

서지 등을 검출하고 보호해주는 장치들이있음에도 불

구하고 전기에 의한 화재등 피해가 줄어들지 않음으로

써 아크 방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전기

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아크방전에 의한 화재 발생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아크방전 검출방식은 누전검출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추가적으로 작은 기능을 넣음으로써 검출

하고 부하로의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여

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 결과 그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아크방전 현상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센서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아크방전현상

을 검출하고 부하로의 아크방전 전류를 차단할 수 있

는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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