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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 적용 대역통과필터를 이용한 컴퓨터 부하의 
직렬 아크고장 전류 우수고조파 분석

Even Harmonic Analysis of Series Arc-fault Current
Using BPF of GIC Application in Computer

고 원 식*․문 원 식*․방 선 배**․김 재 철

(Won-Sik Ko․Won-Sik Moon․Sun-Bae Bang․Jae-chul Kim)

Abstract - In this paper, the even harmonic current(2nd, 4th, 6th, 8th) of the arc fault current and normal current were 

measured in computer load and analyzed. The BPF with GIC was developed to detection of harmonic, the exact center 

frequency and a high degree of sharpness could be easily obtained. The total even harmonic distortion due to series arc 

fault in computer load was 31.2%, this value was increased 3.9 times better than the total even harmonic distortion of 

normal current. The results of analysis of arc fault current RMS variation rate and Peak variation rate per half-cycle, 

The RMS average variation rate are as follows ; the 2nd harmonic was 0.24, the 4th harmonic was 0.15, the 6th 

harmonic was 0.19, the 8th harmonic was 0.25, respectively. The Peak average variation rate are as follows ; the 2nd 

harmonic was 0.19, the 4th harmonic was 0.12, the 6th harmonic was 0.13, the 8th harmonic was 0.15,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utilize data to detect of series arc fault on wiring of computer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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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택의 인입구에는 감 사고와 기화재 방을 하여 

차단기(ELB : Earth Leakage Breaker)를 설치하고 있

으나 차단기는 과 류  설 류를 차단하는 장치로

써 감  사고를 방하는 효과는 크지만 아크고장에 의한 

기화재 방에는 미흡하다[1-2].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화재 방을 하여 

2002년부터 일반 주택에 아크차단기(AFCI : Arc Fault Cir- 

cuit Interrupter) 설치를 의무화하 고, 2008년부터 주택의 

욕실과 부엌 등 감 사고 험이 높은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에 아크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기화

재 유율이 20% 에서 10% 이하까지 감소하 고 최근에

는 태양 설비, 이동용 캠핑카, 조립식 건물 등에 이르기까

지 아크차단기 설치를 확 하고 있다[1].

이러한 아크차단기의 요성과 심 증가로 아크고장 신

호 분석은 1970년 부터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호 

분석을 한 도구는 패턴분석[2], 푸리에 변환(FT : Fourer 

Transform)에 의한 주 수 분석[3-9]과 웨이블렛 변환(WT 

: Wavelet Transform)에 의한 시간-주 수 분석[10-12]이  

많이 사용된다. 주 수 분석 방법에는 우수/기수 고조  성

분을 분석하는 방법, 내부고조 (inter-harmonic) 성분을 분

석하는 방법, 고주 수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부하의 정상 류와 아크고장 류에

서 나타나는 2차, 4차, 6차, 8차 우수고조  류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고조  검출을 하여 GIC(Generalized Imped- 

ance Converter)를 용한 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 

이하 BPF)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각 차수별 실효치 증가량, 

반주기별 실효치 변화율  최 치 변화율을 분석하며, 한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컴퓨터 부하의 원선에서 발생하는 

직렬 아크고장 검출을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구성  역통과필터 개발

직렬 아크고장은 가정용 기기기 원선의 불량, 반

단선 등으로 발생되며 부하의 동작 특성  부하 류의 크

기에 따라 아크고장 신호가 변화된다. 한 직렬 아크고장 

발생 시에는 아크 임피던스에 의하여 정상 류보다 아크고

장 류의 실효치가 작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직렬 아크고장 류를 모의하기 하여 UL1699 규격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직렬 아크고장 발생장치를 개발하

고 우수고조  류를 검출하기 하여 GIC를 용한 역

통과필터를 개발하 다. 역통과필터의 심주 수는 120

㎐(2차 고조 ), 240㎐(4차 고조 ), 360㎐(6차 고조 ), 480

㎐(8차 고조 ) 등 4종이며 각 필터의 첨 도(Q)는 38로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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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장치 구성

본 논문을 한 실험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으며 검

출부, 증폭부, 필터부로 나  수 있다.

그림 1 실험장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the experimental system

아크고장 류를 정확히 검출하기 한 센서의 선택은 매

우 요하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 으로 분로 항

(shunt)을 이용하는 방법, CT(Current Transformer)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분로 항을 이용하는 방법은 구조가 단순하고 넓은 역

의 주 수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부하와 

기  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  연  부하에서 발

생하는 잡음이 유입될 수 있다. 한 부하와 직렬로 연결되

기 때문에 부하측에서 발생하는 단락  각종 사고 류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CT를 이용하는 방법은 CT 1차측에 흐르는 류에 의해 

CT의 턴(turn)비에 비례하는 값이 2차측으로 유기되도록 하

는 방법이다. 그러나 CT는 특성상 CT 1차측에 흐르는 류

와 CT 2차측 양단 압 사이에 상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CT 1차측 류와 CT 2차측 류가 동일한 상차가 되도

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 아크고장 류에 DC가 발

생할 경우, CT는 DC 류를 검출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가 간단하고 아크고장 류 특성을 정

확히 검출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분로 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분로 항에 의해 측정되는 류는 압

으로 표시되며, 정상 류와 아크고장 류의 특성도 압 신

호로 나타난다. 검출된 신호는 증폭기(AMP)를 이용하여 신

호를 증폭하 다. 분로 항값과 증폭기(AMP)의 증폭비는 

상호 상 계가 있으며 항값을 크게하고 증폭비를 작게

하는 방법과 항값을 작게하고 증폭비를 크게하는 방법이 

있다. 항값을 크게하면 손실이 많아지고 증폭비를 크게하

면 형의 왜곡 상이 발생하기 싶다. 따라서 실험장치 

는 시스템에 합한 증폭비의 선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분로 항을 0.01Ω 사용하 으며 증폭은 60배 하 다.

원과 부하 사이에는 UL 1699 규격에서 제시하는 그림 

2과 같은 직렬 아크고장 발생장치를 연결하 다. 연결된 장

치를 이용하여 직렬 아크고장을 모의하고 그때 발생되는 아

크고장 류를 측정하 다. 직렬아크 실험 장치는 그림 2와 

같이 정지 극과 이동 극으로 구성되며 양 극이 하

그림 2 직렬 아크고장 발생장치

Fig. 2 Series arc-fault generator

여 완 히 폐회로가 되도록 하고 원을 인가한 후에 측면

의 조 장치를 통해 이동 극이 정지 극과 분리되면서 아

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극의 형상은 침  침, 침  평  등이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침  평 을 사용하 다. 한 극의 이동이 정

하도록 마이크로미터와 정 한 베어링을 사용하 다. 극

의 두께는 6.4㎜, 침 극의 길이는 18±7.68㎜이며 고정 극

은 동 (copper rod), 이동 극은 탄화 (carbon-graphite 

rod)을 사용하 다.

2.2 GIC를 용한 우수고조  검출 역통과필터 개발

직렬 아크고장 류의 우수고조 를 정확히 검출하기 

해서는 역통과필터의 심주 수와 좁은 역폭 설계가 

요하다. 일반 인 역통과필터의 기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검출하고자 하는 주 수만을 한 좁은 역폭 설계

를 해서는 일반 으로 필터의 차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3과 같이 수동필터를 이용하여 역통과필터를 개발

하면 간단하다는 단 이 있지만 원측과 부하측의 임피던

스를 일치시키기 어렵고 인덕터()가 갖는 기생성분으로 인

해 정 한 인덕터 값을 얻지 못하는 단 으로 정확한 역

폭과 심주 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인덕터의 약 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GIC를 용하

다. GIC는 연산증폭기를 이용하여 인덕터()를 구 한 것으

로 정확한 인덕터값을 얻을 수 있으며 기생성분에 의한 

향 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

GIC 회로의 인덕터 값은 식 (1)과 같으며 첨 도(Q)는 

식 (2)와 같다.



    
                   (1)

 ∙




                   (2)

그림 3 역통과필터 기본회로

Fig. 3 Circuit of a band pass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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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IC 기본회로

Fig. 4 Circuit of a GIC

그림 5 역통과필터의 주 수 특성 곡선

Fig. 5 Frequency response of the BPF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GIC를 용한 역통과필터의 주

수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된 120㎐ 역통과필터는 첨 도를 38로 설계하여 60

㎐와 180㎐ 성분을 -35㏈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120㎐는 

3V 기 으로 0.02V 감쇄되어 99% 검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첨 도를 높이면 역폭이 감소하고 60㎐와 180㎐ 성

분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심주 수인 120㎐에서 

감쇄와 오차가 증가한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실험에 의하여 

첨 도를 38로 결정하 으며, 240㎐, 360㎐, 480㎐ 역통과

필터에서도 동일한 첨 도를 사용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컴퓨터의 정상 류와 아크발생장치에 의한 아크고장 류

를 측정하고 120㎐(2차 고조 ), 240㎐(4차 고조 ), 360㎐(6

차 고조 ), 480㎐(8차 고조 )를 분석하 다. 그림 6은 컴퓨

터 부하의 정상 동작 상태에서 측정한 부하 류와 분로 항

의 출력을 측정한 압을 증폭한 형이다. 측정된 압은 

부하 류와 동일 상을 갖고 증폭기의 증폭비에 따라 정확

이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직렬 아크고

장 류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측정된 부하 류 형과 

분로 항을 이용하여 출력된 각 차수별 우수고조  압 

형을 나타낸 것이다.

직렬 아크고장에 의하여 부하 류에는 임펄스 형태의 불

규칙 인 류가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shoulder)에서 지속 으로 나타나는 임펄스 형

태의 아크고장 류 패턴은  구간에서 불규칙 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부하 류의 크기도 불규칙 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불규칙 인 류에 의해 우수고조  류가 발생되

며 불규칙성이 클수록 우수고조  류의 크기도 증가한다.

그림 6 정상 류와 AMP 출력 류 (1A/dir, 1V/dir)

Fig.  6 Load current & AMP output current

(a) Arc-fault & 2nd harmonic current (2A/dir, 100㎷/dir)

(b) Arc-fault & 4
th
 harmonic current (2A/dir, 100㎷/dir)

(c) Arc-fault & 6
th
 harmonic current (2A/dir, 100㎷/dir)

(d) Arc-fault & 8
th
 harmonic current (2A/dir, 100㎷/dir)

그림 7 아크고장 류와 각 차수별 우수고조  압

Fig. 7 Arc-fault current & Even harmonic vol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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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수고조  실효치  왜형율(TEHD)

그림 8은 정상 류  아크고장 류가 개발된 역통과필

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우수고조  압 실효치를 그래

화한 것이다. 일반 으로 정상 류에서는 우수고조  류

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만 원공 장치(SMPS) 동작특성 

 역통과필터의 오차 등으로 의하여 그림 8과 같이 정상

류에서도 우수고조  류가 측정되었다. 표 1은 역통

과필터에 의해 측정된 우수고조  압 실효치를 정리한 것

이다. 

그림 8 아크고장에 의해 측정된 우수고조  압 실효치 

Fig. 8 Rms of even harmonic voltages by arc-fault

Order 2
nd

4
th

6
th

8
th

Nor. [mV] 12.52 15.27 17.23 17.51

Arc [mV] 83.68 65.05 48.87 30.47

표   1  아크고장에 의한 우수고조  압 실효치

Table 1 Rms of even harmonic voltages by arc-fault

컴퓨터 정상 류에서 측정된 압 실효치는 2차 고조  

12.52㎷, 4차 고조  15.27㎷, 6차 고조  17.23㎷, 8차 고조

 17.51㎷로 측정되었고, 아크고장 류에서 측정된 압 실

효치는 각각 83.68㎷, 65.05㎷, 48.87㎷, 30.47㎷로 측정되었

다. 정상 류를 기 으로 2차 고조 의 증가량은 668%이며 

4차 고조 는 426%, 6차 고조 는 284%, 8차 고조 는 

174%이다.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아크고장 시 발생하는 우

수고조  류의 왜형율을 식 (3)으로 계산하 다. 기본 는 

그림 6에서 측정된 387.2㎷를 사용하 다. 계산결과, 정상

류에서의 우수고조  왜형율은 8.1%이며 아크고장 류에서

는 31.2%로 증가하 다.

 

  





 
   

   
   

 
×           (3)

여기서,  는 아크고장 류 왜형율이며  은 기본  

류,   ,   ,   ,  은 각 우수고조  류이다.

3.2 실효치 변화율  최 치 변화율 분석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하의 정상 류는 주기성을 갖

는다. 푸리에이론에 의하면 주기 인 신호에서는 우수고조

 류가 나타나지 않으며 반주기별 실효치  최 치의 

변화가 거의 없다. 직렬 아크고장 류는 그림 9와 같이 주

기성을 갖지 못하여 반주기 실효치  최 치가 불규칙 으

로 변화하며 그림 7에서와 같이 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측정된 각각의 우수고조  류에서도 실효치의 변화와 최

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수치 으로 정량화하기 하여 200㎳(60㎐ 12주기) 동안 측

정한 아크고장 류를 상으로 상 인 반주기 실효치(평

균) 변화율과 상 인 반주기 최 치 변화율을 계산하 다. 

그림 9 아크고장 류 구간에서의 최 치와 실효치 변화

Fig. 9 Peak & rms variation on arc-fault current

그림 9와 같이 각각의 주기를 극에 계없이 형의 음극

을 양극으로 바꾸고 를 기 으로 형을 등분하여 각 

구간 사이의 최 치, 실효치(평균) 값을 구하고 구간의 평

균값을 기 으로 변화율을 계산하 다. 여기서 은 각 반

주기별 최 치 변화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 

동안 측정된 형을 계산하면 2차 고조 는 48개의 값이 발

생되고 4차 고조 는 96개, 6차 고조 는 144개, 8차 고조

는 192개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반주기 실효치 변화율은 식 (4)～(6)에 의하여 계산되며 

반주기 최 치 변화율은 식 (7)～(8)에 의해 계산된다.

임의의 반주기 구간에서 실효치 는 식 (4)와 같다. 여

기서, 는 그림 9에서와 같이 각 구간의 샘 링 값을 의미

하고 각 구간에서의 샘 링 개수는 개 이다.

  


 



                   (4)

구간의 반주기 실효치 평균 은 식 (5)와 같다. 여기

서, 은 반주기 실효치를 의미하며 구간이란 본 논문에

서는 200㎳를 의미한다. 즉, 2차 고조 는 48개, 4차 고조

는 96개, 6차 고조 는 144개, 8차 고조 는 192개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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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반주기 구간에서 실효치 변화율 은 식 (6)과 

같다. 즉, 임의의 반주기 실효치 과 다음 반주기 실효치 

   사이의 차를 구하고 구간의 반주기 실효치 평균 

로 나  값이다. 식 (6)은 부하 용량이 상이하여 부하 류 

크기가 상이할 경우에도 용이 가능하며 상호간 변화율 추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것이다.

 

 

  
                  (6)

구간의 반주기 최 치 평균 은 식 (7)과 같다. 여기

서,  은 그림 9에서와 같이 반주기 최 치를 의미하며 

구간이란 본 연구에서는 200㎳를 의미한다.

  

     ⋯           (7)

임의의 반주기 구간에서 최 치 변화율 은 식 (8)과 

같다. 즉, 그림 9에서와 같이 임의의 반주기 최 치 과 다

음 반주기 최 치     사이의 차이( )를 구하고 구간의 

반주기 최 치 평균 로 나  값이다. 식 (8)은 부하 용량

이 상이하여 부하 류 크기가 상이할 경우에도 용이 가능

하며 상호간 변화율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것이다.

 

    
                  (8)

그림 10과 그림 11은 각 우수고조 의 구간별 상 인 

실효치 변화율과 최 치 변화율을 식 (6), 식 (8)에 의해 계

산하고 구간별 변화율을 합산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표 2

는 실효치 변화율  최 치 변화율 평균과 200㎳ 동안의 

구간별 변화율 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0 우수고조  실효치 변화율 축

Fig. 10 Accumulation points of rms variation rate

그림 11 우수고조  최 치 변화율 축

Fig. 11 Accumulation points of peak variation rate

Order 2
nd

4
th

6
th

8
th

rms
avg. 0.24 0.15 0.19 0.25

sum 11.55 14.24 27.08 47.22

peak
avg. 0.19 0.12 0.13 0.15

sum 8.91 11.91 18.19 29.27

표   2  반주기 실효치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합

Table 2 Average & sum of rms variation rate of half cycle 

그림 10과 표 2에 의하면 실효치 변화율 평균이 2차 고조

는 0.24, 4차 고조 는 0.15, 6차 고조 는 0.19, 8차 고조

는 0.25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차수별 증가 추이가 임의

의 오차 범  내에서 일정하고 선형 이라 할 수 있다. 가

장 은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고조 는 4차 고조 이며 평

균 증가율 0.15이다. 따라서 컴퓨터 부하의 직렬 아크고장은 

반주기 실효치 변화율 0.15 이상일 경우, 직렬 아크고장이 발

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

최 치 변화율 평균은 2차 고조  0.19, 4차 고조 는 

0.12, 6차 고조 는 0.13, 8차 고조 는 0.15로 나타나고 있으

며, 각 차수별 증가 추이가 임의의 오차 범  내에서 일정하

고 선형 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은 증가 추이를 나타내

는 고조 는 4차 고조 이며 평균 증가율 0.12이다. 따라서 

컴퓨터 부하의 직렬 아크고장은 반주기 최 치 변화율 0.12 

이상일 경우, 직렬 아크고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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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렬 아크고장 류 검출 알고리즘 개발

본 논문에서는 UL1699 규격에 의하여 개발된 직렬 아크

고장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직렬 아크고장 류를 발생시키고 

GIC를 용한 역통과필터를 통하여 120㎐, 240㎐, 360㎐, 

480㎐ 우수고조  류를 측정하 다. 측정된 류는 그림 

12와 같이 우수고조  류 왜형율, 반주기 실효치 변화율, 

반주기 최 치 변화율을 이용하여 아크고장 검출 알고리즘

을 개발하 다.

컴퓨터 부하의 배선 등에서 발생하는 직렬 아크고장은 우

수고조  류 왜형율이 31.2% 이상이고 반주기 실효치 변

화율 0.15 이상이며 반주기 최 치 변화율 0.12 이상일 경우, 

컴퓨터 부하에서 발생하는 직렬 아크고장을 검출할 수 있다.

그림 12 직렬 아크고장 류 검출 알고리즘

Fig. 12 Algorithm of series arc-fault detection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부하의 정상 류와 아크고장 류를 

측정하고 우수고조  2차, 4차, 6차, 8차 고조 를 분석하

다. 고조  검출을 하여 역통과필터에 GIC를 용함으

로써 정확한 심주 수와 높은 첨 도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었으며 개발된 장치의 우수한 동작 특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컴퓨터 정상 류에서 측정된 압 실효치는 2차 고조  

12.52㎷, 4차 고조  15.27㎷, 6차 고조  17.23㎷, 8차 고조

 17.51㎷로 측정되었고, 아크고장 류에서 측정된 압 

실효치는 각각 83.68㎷, 65.05㎷, 48.87㎷, 30.47㎷로 측정되었

다. 측정된 결과치를 이용하여 직렬 아크고장에 의한 우수

고조  류 왜형율(TEHD)을 계산한 결과, 31.2%로써 정상

류 8.1%보다 3.9배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주기별 실효치 변화율  최 치 변화율을 분석한 결

과, 실효치 변화율 평균이 2차 고조 는 0.24, 4차 고조 는 

0.15, 6차 고조 는 0.19, 8차 고조 는 0.25로 나타났으며, 

각 차수별 증가 추이가 임의의 오차 범  내에서 일정하고 

선형 이었다. 가장 은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고조 는 4

차 고조 이며 평균 증가율 0.15로써 평균 증가율 0.15 이상 

변화율이 발생하면 직렬 아크고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최 치 변화율 평균은 2차 고조  0.19, 4차 고조 는 

0.12, 6차 고조 는 0.13, 8차 고조 는 0.15로 나타났으며, 

각 차수별 증가 추이가 임의의 오차 범  내에서 일정하고 

선형 이었다. 가장 은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고조 는 4

차 고조 이며 평균 증가율 0.12로써 평균 증가율 0.12 이상 

변화율이 발생하면 직렬 아크고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직렬 아크고장 류에 포함된 우수고조  

류를 검출하기 하여 GIC를 이용한 역통과필터를 

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개발된 필터를 사용하여 직

렬 아크고장을 검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

는 류부하 원선에서 발생하는 직렬 아크고장 검출용 

아크차단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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