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open phase fault control system

using 3 phase neutral voltage. The proposed control system

is designed as a new topology which uses the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neutral point and ground(G) of three

phase. And the open phase detection system is configured to

three resistance devices(Y wiring) of the same capacity to

each line of three phase power source R,S,T. This paper

also designs a mobile phone application for remote alarm of

open phase fault.

1. 서 론

산업현장이나 대형 건물에 사용되는 전기분전반의 단상 결

상 혹은 2상 결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주세이다. 이는 결상으로 인한 전압불평형, 과부하,

절연 노화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1] 현재 결상사고의 예

방은 일반적으로 분전반 내의 배선용차단기, 과부하겸용 누전

차단기(RCD) 또는 열동 과전류계전기(THR), 전자식 모터 보

호계전기 등에 의존하고 있다. 배선용차단기와 누전차단기는

결상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검출 기능이 없이 결상사고 시에 과

전류만을 감지하고 검출하여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가진

다. 그리고 열동 과전류계전기와 전자식 모터 보호계전기는 과

열이나 과전류가 발생되어야지만 검출이 가능하고 또한 전압불

평형률이 70%이상에서 3초 이내에 트립(trip)되도록 설계하여

그 응답속도가 느리고 현장에서의 잦은 오동작과 정밀도가 저

하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 결과 3상 전력계통에서의 결상사

고에 따른 전기화재는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상해

및 재산손해는 증대되고 있다.[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본 논문에서는 3상 중성점 전압을 이용하여 결상사고 제

어장치를 개발하고,[3] 원격지 관리자의 모바일 폰으로 현장의

사고유무를 알릴 수 있는 IoT 기반의 결상사고 원격알람 시스

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3상 중성점 전압을 이용한 결상사고 제어회로

평상시 3상 전력계통은 R,상, S상, T상이 평형상태이다. 이

때 R상, S상, T상이 접하는 N상은 이론적으로 0V가 나온다.

하지만 단상 혹은 2상의 결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3상은 불평형

상태가 되어 N상에 전압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결상사고가 발

생하면 전기화재 이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림 1의 전압불평형/결

상사고 감지 제어회로 토폴로지를 제안한다. 그림 1은 R상, S

상, T상 각 라인에 배리스터를 연결하여 각상에 생성될 수 있

는 서어지(surge)에 대해 보호하고 동일한 용량의 저항을 결선

하여 3상 합성전위와 접지간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전압불평형

혹은 결상사고를 검출한다. 이때 마이컴과 연결되어 검출된 신

호를 마이컴으로 송신하고, 마이컴에서 2초 이상 신호를 받으

면 전기분전반이 트립되도록 설계하였다. 전압불평형/결상사고

발생 시 N상에 걸리는 전압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측정하여 마

이컴에서 입력 전압에 따라 사고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그림 1  결상 감지 제어회로 토폴로지

Fig. 1  Open-Phase detecting control circuit topology

3. 원격 알람 모바일 폰 앱 설계

결상사고 시 원격지 관리자의 모바일 폰 경보 메시지 전송

을 위해 제어회로에 아두이노(Arduino) 마이컴을 이용하여

Wifi 통신과 제어신호 전송을 수행하였다. 결상사고 발생 시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Analog Pin)에 전압이 인가되고, 입력

되는 전압의 최솟값을 4 5V로 설정하고 최댓값을 5V로 설정하

여 A/D 컨버터를 구성하였다. 아날로그 핀의 분해능은 210이므

로 아두이노가 입력받는 0V～5V는 0～1023의 분해능으로 나

누어져서 계산된다. 이를 적용하여 아날로그 핀에 입력되는 전

압의 분해능은 (입력되는 전압)*1023/5이 성립된다. 이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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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4.5V～5V는 920.7～1023이다. 코드를 작성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마이컴에서 결상사고 발생을 감지

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사고 발생을 알린다. 접근방식이

용이한 웹(Web)을 사용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고,

서버는 결상사고 감지 마이컴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4],[5] 그림

2는 시리얼 모니터에 서버가 구동한 상태로써, 마이컴이 동작

하면 서버를 구동하게 된다. 이때 4.5V 미만의 값을 받으면 정

상상태로 판단하여 서버에 입력받은 전압을 출력하게 된다.

4.5V이상의 값이 입력되면 전압불평형/결상사고가 발생한 것이

므로 디지털 핀(Digital Pin)에서 신호를 보내 전기분전반을 트

립하는 동작원리를 가진다.

그림 2  아두이노 서버 시리얼 모니터링

Fig. 2  Arduino Server Serial Monitering

그림 3은 디지털 핀에 LED을 연결하여 전압불평형/결상사

고 발생 시 출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그림이다. 0V가 입력되

면 LED가 OFF되고, 5V가 입력되면 LED가 ON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아두이노 디지털 출력 동작확인.

Fig. 3  Digital output check of Arduino

그림 4는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것을 시리얼 모니터

로 확인한 것이다. 이때 사용한 클라이언트는 인터넷 브라우저

인 크롬을 사용하였다.

그림 4  클라이언트 접속 확인

Fig. 4  Client connecting check

그림 5는 모바일 폰 앱(App)을 클라이언트로 사용하여 일련

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모바일 앱 확인

Fig. 5  Mobile App. check

그림 5의 좌측이 정상상태이고 우측이 사고발생을 나타낸다.

모바일 폰으로 일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화재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결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수용가의 부하측 기기를 안정적

으로 보호하기 위할 목적으로, 새로운 결상사고 감지회

로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결상사고 발생 시 원격지 관리

자의 모바일 폰으로 경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IoT 기반의

원격알람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결상 제어장치는

삼상 중성점의 전위치를 이용한 회로 토폴로지로 설계하

여, 제어장치의 구조와 제어방식이 간단한 장점이 주어

졌고, 마이컴의 A/D 컨버터를 이용하여 결상사고 감지

에 대한 신뢰성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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