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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항공기내의 주요 항공전기 전자 부분품을 연결하여 주는 배선조립체의 연속성을 시험할 수 있는 점검기의 개발에 관

한 것이다. 기존의 항공기 내의 배선조립체의 연속성 시험은 디지털 멀티미터의 저항점검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측

정된 저항값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의 판단은 정비사의 경험에 의한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제안한 점검기는 

정비사가 예상되는 배선의 AWG 규격 및 길이를 입력하면 배선조립체의 AWG 규격별, 길이별 SPEC’의 저항값을 계산하여 

측정된 저항값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할 수있는 메시지를 시현하게 하여 정비사의 정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은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제작가능하게 하여 많은 정비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키워드: 배선조립체(wire-harness), 연속성 시험(continuity test), 오픈소스(op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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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에어버스 A380항공기의 설치된 전기배선은 약 100,000Km에 

달한다. 항공기에서의 전기배선은 사람의 핏줄과 같은 역할은 한다. 

이러한 전기배선의 결함은 전기/전자 장비의 성능저하로 인해 항공기

의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항공 전자, 전기, 

계기, 엔진, 유압 시스템 등의 부분품을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지만 간과해서 안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배선이다.[1] 이러한 중요성

으로 인해,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설계 및 시험방법을 

MIL-W-5088, MIL-STD-202G 등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일반적으

로 전기배선의 시험은 절연 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연속성 시험을 

실시한다[2]. 이상의 세 가지 시험은 전기배선을 생산할 때 수행한다. 

그러나 생산되고 항공기에 장착되어 운영될 때는 주로 전기배선의 

연속성 시험만 수행한다. 항공기 부분품들은 전기배선의 과도한 선간

저항으로 인해 결함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도한 선간저항의 

발생이유는 부식, 먼지 및 오일류에 의한 오염에 의한 것이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항공기 정비사는 항공전자 장비 혹은 여러 

시스템을 정비할 때 디지털 다중계기(Digital Multimeter)을 이용하

여 연속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 전기전자 부분품의 

결함 수정작업을 위해 배선조립체의 연속성 시험을 수행할 경우 

1.93옴 등과 같은 저항값이 측정되면 이 값을 정상으로 해야 하는지, 

비정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비사가 예상되는 배선의AWG 규격 및 

길이를 입력하면 배선조립체의 AWG 규격별, 길이별 SPEC’의 저항

값을 계산하여 측정된 저항값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메시지로 

시현하게 하여 정비사의 정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점검기를 제안한

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오픈소스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8비트 AVR CPU를 탑재한 저사양의 마이크로컨트롤

러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리눅스가 있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에는 아두이노가 있다. 아두이노를 통해 기존하드웨어들이 특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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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로 폐쇄적이었던 것에 반해 오픈소스로 공유한다는 것도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3][4][5].

III. The Proposed Scheme

Fig. 1. System Block Diagram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점검기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이

다. 이 하드웨어의 주요 구성품은 오픈소스 아두이노, 기준저항 및 

시험대상품(UUT, Unit Under Test)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 시험 순서는 기준전압 발생을 위해 아두이노에 

측정 명령인 디지털 쓰기 (Vin, HIGH)를 실행하면, 아두이노 핀 

번호 13에서 5Vdc 디지털 출력 전압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5V 

레귤레이터 회로에 출력 전압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5Vdc 전압을 

위해 조절한다. 5Vdc 전압은 시험대상품의 저항(Ruut) 및 기준저항

(Rref)의 저항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때 전압 분배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준전압(Vref)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준저항(Rref)에서의 

전압강하는 시험대상품의 선간 저항값에 따라 달라진다. Vref는 시험

대상 제품(UUT)의 정확한 선간저항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측정될 

최대 저항값과 동일한 저항 값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기준저항 Vref는 

시험대상품의 저항 Ruut 측정에 매우 중요한 값이 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점검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항공기에

는 규격화된 전기배선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비사가 해당 배선의 

규격을 모르고 있어도, 전선의 연속성 시험을 수행할 때 측정된 저항값

이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의 정비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신뢰성이 높은 저비용 시스템으로써 

항공기 정비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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