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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통신 기반 ELB 류 제어시스템 구

( Implementation of  ELB Leakage Current Control System based on 

ZigBee Commun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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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발 과 더불어 가 기기의 발 은 으로 인한 감 , 화재 등 여러 가지 류의 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가정 

내 배 함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존의 차단기는 배 함에 설치되어 시 원을 차단해주는 기능만을 갖

는다. 한 집안 벽마다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된 가 기기들을 개별 으로 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차단기회로의 성능  회로를 분석하고, ZigBee기반의 센서를 이용하여 가정 내 가 기기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시하 다. 성능분석 결과, 제안된 ELB 류 제어시스템은 가 기기에 내장된 차단기 회로

를 응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가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 보다 을 쉽고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Abstract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onsumer electronic devices due to leakage, electric shock or fire, and 

many are exposed to the risk of leakage currents. Premises in the control cabinet, but the circuit breaker is installed, the 

existing circuit breaker shuts off when a short circuit in the control cabinet, installed only have the capability. Also 

connected to the outlet is installed byeokmada family of devices is not easy thing to check individually. In this paper, 

circuit breakers and circuit analysis and circuit performance, ZigBee-based premises of consumer electronics devices using 

sensors to monitor the health of the leakage can be presented on how. Performance analysis, the proposed ELB leakage 

current control system is built into the appliance leakage circuit breaker for each household appliances because the 

application can check the status of a short circuit, short circuit, over the existing system can be monitored easily.

      Keywords : ZigBee, ELB, Leakage current, Home network, Leakage current control system

Ⅰ. 서  론

재 홈네트워크의 발 에 따라 주거환경 속에서 가

기기들간의 네트워킹에 한 기업의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이용한 

홈오토메이션 구 이 실용화 되고 있다. 

무선 홈 네트워킹을 한 표 화된 기기들은 많이 있

지만, 최근에 RFID, Bluetooth, ZigBee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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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되고 있다. 특히 센서네트워크를 한 무선기술로 

ZigBee의 기술개발  표 화는 ZigBee Alliance와 

IEEE 802.15.4에서 진행되고 있다
[1]
.

사회의 발 과 더불어 가정내에서 기 에 지를 이

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 기기들의 사용이 늘

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 기기들이 늘 편안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류에 의한 감 사고 한 빈번

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가 기기의 으로 인한 감 , 

화재 등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되는 사례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닐 정도로 류의 험성은 심각하다[2].

가정 내 배 함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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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집안 벽마다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된 가 기기들을 

개별 으로 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류가 정상 인 류의 통로 이외로 흐르는 

류를 기존의 차단기들은 배 함에 설치되어 

시 원을 차단해 주는 기능만을 한다. 

최근에는 차단기에 무선 모듈을 용한 모델들

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 단계까지 활성화되지 

않았고, 아직 가정이나 회사 내에서는 배 함에 설치된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

기기 마다 개별 인 을 상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재 사용되는 

차단기의 성능  회로를 분석하고, 차단기회로

를 이용하여  상태확인  차단회로를 구성한다.

한 ZigBee 기반의 센서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가정 내 가 기기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시하 다. 

Ⅱ. ZigBee를 이용한 누전전류 제어기법

1. ZigBee 시스템  

ZigBee는 력, 가격, 소형을 특징으로 하는 

IEEE 802.15.4기반의 속의 데이터를 송하는 통신기

술이다. 무선주 수 역은 2.4GHz, 868MHz와 915MHz

를 사용하며 표 1은 IEEE 802.15.4의 특성을 나타낸다.

IEEE802.15.4는 ZigBee의 PHY계층과 MAC계층의 

표 을 정의하고 있다. ZigBee의 구조는 IEEE 802.15.4

를 포함한 계층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과 같

구 분 특 성

Data rates 250Kbps, 40Kbps, 20Kbps

addressing mode
 16-bit short, 64-bit IEEE 

addressing

Power 원 리  낮은 력소모 보장

채  속   CSMA-CA

주 수 역 2.4GHz, 868MHz, 915MHz

채  수

2.4GHz  - 16 channels

 915MHz - 10 channels

 868MHz -  1 channel

표 1. IEEE 802.15.4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 of IEEE 802.15.4.

이 ZigBee의 스택구조는 PHY, MAC, NWK, APS의 4

가지 계층 구조로 되어있다[4～5]. 

ZigBee의 PHY계층은 물리계층으로 직  Data를 무

선으로 주고받는 계층이다. IEEE 802.15.4에서는 868∼ 

868.6MHz 역에서 채  1개, 902.2∼928MHz 역에서 

채  10개, 2.400∼2483.5MHz 역에서 16개의 채 을 

사용한다. 

O-QPSK 변조방식은 2.4GHz 역에서 사용하며 

송속도는 최  250Kbps이다. 868MHz 역과 915MHz 

역에서는 BPSK 변조방식을 사용하며 송속도는 각

각 20Kbps와 40Kbps이다. 

ZigBee의 MAC계층은 물리  무선채  근에 해 

CSMA-CA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근하 으며, Beacon 

Frame의 송, 동기 리, 신뢰성 있는 메커니즘을 제

공한다. 

ZigBee의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의 헤더를 조작

하는 NLDE(Network Layer Data Entity)와 리를 목

으로 하는 NLME(Network Layer Management 

Entity)로 구분되며, 데이터 임을 송하거나 수신

한다. 

NLDE-SAP(Network Layer Data Entity-Service 

Access)라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 계층

에서도 응용 지원 부분 계층과 통신을 한다. 한 여러  

Application들은 ZDO(ZigBee Device Object)를 통해 

네트워크 계층을 리한다. 

ZigBee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Star, Cluster-Tree,  

Mesh 망을 지원한다. Star 네트워크에서는 Coordinator

그림 1. ZigBee 스택 구조

Fig. 1. ZigBee stac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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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만 가진 간단한 네트워크이다. 

Coordinator는 네트워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통제한다. 다른 Device는 Coordinator와 직

 통신하는 End Device 역할을 한다. 

요한 은 End Device간은 통신을 하지 못하고 오

직 Coordinator를 통해서만 통신을 할 수 있다. 

Cluster-Tree 네트워크는 Peer-to-Peer형 네트워크

의  다른 형태로 Cluster 단 의 PAN들이 서로 연결

된 Multi-Cluster 형태이다. Cluster-Tree 네트워크는 

그 범 가 커질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6]
.

TinyOS는 무선센서 네트워크용으로 설계된 Open- 

source운 체제이다. 력, 처리용량, 메모리 용량 등

과 같이 시스템에 제한 인 센서 네트워크에서  력 

배터리와 같은 자원 리가 필수 이다. 

한 무선 네트워크 리 기능이 향상되어야 하고, 

운  체제 크기도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

은 제거되어야 한다[7]. 

2. 누전차단 시스템  

감 은 류가 인체를 통과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

는 것이며, 인체가 충 부에 하여도 비 지식과 같

이 지락 류의 귀로가 구성되지 않으면 인체에 류가 

흐르지 못하므로 감 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감

에 의한 인체의 험성은 감 류와 지속시간의 함

수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8]
.

기설비의 연이 불량하여 압선이 기기의 외함

에 되는 경우 기기의 외함과 지 사이에 나타나는 

압 UF는 다음 식과 같다.

  


≅


     (1)

차단기는 감 재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에 의한 화재를 방지한다. 지락 류는 일반 으로 로

의 부하 류에 비하여 단히 작으므로 과 류 차단기

로 지락 사고의 보호가 곤란하다[9]. 

인체에 험한 류와 통 시간에 한 식은 다음과 

같다[10].

 


      (2)

는

 


     (3)

 식에서 I는 심실세동 류(mA), T는 통 시간(s)

를 나타낸다. 이를 반 하여 기설비 기술기  30mA, 

차단시간 0.0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류는 Protective Ground 속으로부터 지면

으로 흐르는 류이며, AC 설 류와 DC 설 류로 

나 어진다. 한 DC 설 류는 최종 장비에서 발생

하고, AC 설 류는 압발생원과 장비의 지 도

체에서 용량성분과 DC 항의 병렬 조합에 의하여 발

생한다[11～12]. 

설 류는 단순히 제품에서 지로 설되어 흐르

는 류 값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통해 

지로 흐를 수 있는 류도 측정하는 것이다.

정격 압이 교류 380V이하, 정격 류가 125A이하인 

국내의 주택용 차단기의 KSC4613규격에는 차

단기를 표 2와 같이 동작시간에 따라 고속형, 시연형, 

반산시형으로 분류하고, 표 3과 같이 감도 류에 따라 

고감도형, 증감도형, 감도형으로 분류한다[13].

차단기(Leakage Current Breaker)는 기기계기

구의 속제 외함 는 외피 등의 속제 부분에 , 

연 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락 류가 일정 값 

이상일 경우 주어진 동작시간 이내에 기기계기구의 

로를 차단하는 장치이며, 검출부, 상변류기, 차

단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단기의 동작은 미소한 지락 류를 검출하여야 

고속형

시연형

반한시형

고속형 감 보호형 정격감도 류
정격감도

류의 1.4배

정격감도

류의 4.4배

0.1s 

이내
0.03s이내

0.1s 과 

2s 이내

0.2s 과 

1s 이내

0.1s 과 

0.5s 이내
0.05s 과

표 2. 차단동작시간에 의한 차단기 분류

Table 2. Classification of ELB by tripping time.

구분 정격감도 류   용

고감도형   5   10   15   30 고속형, 시연형, 반한시형

감도형 50  100  200  500  1000 고속형, 시연형

감도형   3   5    10   20  고속형, 시연형

표 3. 정격감도 류에 의한 차단기 분류

Table 3. Classification of ELB by residual opera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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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단기의 일반 인 동작특성곡선

Fig. 2. Operation characteristics curve of ELB.

하므로 ZCT(Zero Current Transformer)를 사용한다. 

평상시 설 류가 없을 경우 인입 류와 귀로 류

는 같다. 그러나 상태가 되어 설 류가 발생하면 

설 류만큼 귀로 류가 돌아오지 않게 되어 평형상태

가 깨어지고 이를 검출해서 차단하게 된다. 그림 2는 

일반 인 차단기의 동작특성이다
[10]

.

Ⅲ. 성능평가

ELB와 ZigBee통신을 이용한 류 제어 기법에 

의해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단기회로를 응용

하여 검출  차단 회로를 구성하고, ZigBee통신을 

이용해 모니터링을 하기 한 하드웨어를 구 하 다.

그림 3은 ELB와 ZigBee통신에 의한 상태 확인 

 차단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각각의 가 기기에 설치

된 센서 노드들은 일정한 시간마다 가 기기들의 원

상태를 확인하고 메인 모듈로 상태를 송한다.

각각의 가 기기들에 설치된 센서 모듈들은 일정한 

그림 3. ELB와 ZigBee 시스템 구성도

Fig. 3. ELB and ZigBee system diagram.

그림 4. 류차단기

Fig. 4. leakage circuit breakers.

그림 5. 신호 검출용 회로

Fig. 5. Leakage signal detection circuit.

시간 간격으로 가 기기들의 상태를 검한다. 이

때 각각의 센서 모듈들은 검한 상태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다. 

그림 4는 차단기로 차단  상태확인 센서

를 제작하기 하여 이용하 고, 기존 차단기와 같은 

기구부, 원부, 출력부, 작동부 등이 있고 단지 검출부

의 회로에 오동작을 유발시키는 충 류를 상쇄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용량은 격 류 30A 정격 압 

220V, 정격감도 류 30mA, 정격부동작 류 15mA, 동

작시간 0.03sec 이내, 60Hz이다. 이러한 차단기에서 

신호를 받기 해 그림 5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 으며 

우측상단의 선 부분은 시 신호를 출력하는 

부분이다. 

차단시험을 해 ZigBee모듈과 PC간의 RS232통

신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한다. 한 그

림 6과 같이 시험은 배선선로에 인 인 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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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차단시험기

Fig. 6. Leakage breaker tester.

그림 7. 상태 모니터링 로그램 

Fig. 7. Leakage state Monitoring program.

할 수 없기에 차단시험을 해 차단 시험기가 

장착된 (주)ORIGIN사의 MSN300모델을 이용하 다.

상태 신호를 입력받기 해 Relay2 A 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해결하기 해 신호부와 연결된 A

과 GND 사이에 항 1MΩ을 달았다.

차단시험기을 이용하여 을 발생시키면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3V의 압이 발생된다. 이 High

신호는 MCU(Micro Controller Unit) 모듈로 입력되며 

ZigBee 통신을 이용해 메인 모듈로 달된다. 메인 모

듈과 PC는 RS232통신을 이용해 모니터링 하게 된다.

그림 7은 가 기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로그램이다. 상태 모니터링 로그램은 모니터링 

PC의 통신포트와 통신속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모듈과의 통신 로토콜도 확인 할 수 있다. 

상태는 정상상태와 상태만을 표시한다.

차단시험에서는 MSN300모델의 AC 220V, 60Hz 

원을 사용하고, 시험에 사용된 조건은 상온․상습 범

내에서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의 류를 10mA, 30mA, 70mA에 해 시험하 다. 

한 차단기가 동작하도록 정 용량을 가변시키

면서 설 류를 증가시키고 차단기 동작시 에서 설

류값을 측정하 다.

각 류에 응하는 차단기 응답시간은 

류가 10mA일 때는 차단기가 동작을 하지 않

았고, 30mA와 70mA에서는 0.3sec로 정상 동작을 하

다. 따라서 차단기의 정격동작 류는 30mA이고 정

격부동작 류는 15mA이다. 차단기는 모두 충

류 값에 계없이 항성 설 류가 30mA를 과하면 

차단기가 동작하여 용량성 설 류에 의한 오동작을 

격하게 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Relay1에 확장 연결된 ZigBee 통신모듈을 통

해 기기별 차단 정보를 구축하 던 모니터링 시스

템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달하 으며, 가 기기  

모니터링 로그램에서는 해당 가 기기의  상태를 오

차 없이 표시하 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정생활에서 편리함을 주는 가 기

기들의 상태를 검하기 해 가 기기에 내장된 

차단기회로를 응용하여 센서모듈과 ZigBee통신을 

이용하고 PC와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제안된 차단시스템에서 차단기 응답시간은 

류가 10mA일 때 차단기가 동작을 하지 않

았고, 30mA와 70mA에서는 정상 동작을 하 다. 그리

고 ZigBee 통신모듈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정확

하게 정보를 달하 으며, 가 기기  모니터링 

로그램에서는 해당 가 기기의 상태를 오차 없이 표시

하 다. 따라서 .가 기기에 내장된 차단기 회로를 

응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가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 보다는 좀 더 을 세 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한  력과 가격 면에서 장 이 많은 IEEE 

80215.4 기반의 ZigBee통신을 이용했고, 연구 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어 홈 네트워크의 호환성이 기 된다. 

만 차단해 주던 차단기에 ZigBee모듈이 추

가되고, 압 입력신호 차단기 회로에서 노이즈가 많

이 발생하는 가 기기 환경 속에서 노이즈와 같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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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험요소를 제거하면 보다 안 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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