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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rc Fault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Mash-up Analysis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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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lectrical arc detection algorithm using the mash-up analysis technique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for the autonomous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AESMS) of the multi-unit dwellings. The mash-up 

analysis technique analyzes the voltage, load current, zero phase current data simultaneously to judge arc faults. In order to 

develop the arc fault detection algorithm, the characteristics of series arc and parallel arc were analyzed. Also, we propose the 

mash-up analysis technique that analyzes waveforms of voltage, load current, and zero phase current at the same time. The arc

fault detection algorithm was developed using the mash-up analysis technique. The developed algorithm can prevent electrical 

disasters in an effective way through accident prediction, and it will be used as a basic technology to introduce an autonomous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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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아파트와 같은 공

동주택에서 916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하였다[1]. 그러나 이와 같

은 대단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는 일반주택과 달리 대부분 자가

용전기설비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법적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

원받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안전 관련 보호장치는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로 단락, 과전류, 누설전류를 검출

하여 고장회로를 건전회로로부터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최

근에는 아크차단기가 일부 도입되어 전기안전이 강화되는 추세이

다. 그러나 기존의 전기안전 보호장치는 과전류, 누설전류, 아크 

등 개별 단일 재해요소에 대하여 검출 및 차단하는 기술로 안전

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기안전 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의 경우, 히터,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저항기반의 부하와 냉장고, 

정수기와 같은 콤프레셔기반 부하, TV, 컴퓨터, LED 등과 같은 

스위칭 전원장치(Switching Mode Power Supply)기반 부하가 공

존하기 때문에, 부하설비의 정전용량에 의한 누설전류 증가로 인

한 오동작과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하는 고조파에 의해 보호장치

의 오동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기재해 전조 예측이 

용이하지 않아 전기화재에 의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보호장치는 개별 단일 재해요소에 대한 정

보가 각 보호장치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관리 체계를 갖기 때문에 

전기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단일 재해요소 정보는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장치 동작 후 정보의 유실에 따

른 정확한 사고원인 정보의 분석에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의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를 

위한 핵심장치인 스마트아웃렛의 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은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mash-up(매시업)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전조 예

측 기술을 활용한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

반기술이다.

2.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 개요

공동주택용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동주택 단위고객(A)과 관리자(B), 중앙관제(C)로 구

성된다. 공동주택용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의 사용자는 개별 

공동주택 거주자와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계약서비스 

주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서비스 제공자는 지자체와 같은 정부와 계약서비스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주택 단위고객의 세대 내 전원 공급 체계는 스마트아웃렛

과 스마트분전반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아웃렛은 접속된 가전기

기에 대한 부하의 종류와 사고 상태(유효누설전류, 부하별 과부

하, 유해아크 검출 등) 등 부하의 상태정보 데이터를 스마트 분

전반에 제공한다. 스마트 분전반은 세대 내 스마트 아웃렛의 부



전기학회논문지 66권 6호 2017년 6월

996

하상태 정보를 수집하며, 분기 회로에 대한 상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관리자 서버와 사용자에게 단위 세대고객의 상태정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 분전반에서는 분기 전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전기사고의 전조가 예측되면 분기차단기 

및 스마트 아웃렛을 On/Off 제어한다. 스마트 분전반에서 전송된 

상태 정보는 상태 데이터 종류에 따라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구

분하여 전송함으로써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된다.

관리자 서버는 계약서비스 주체에서 운영되며 단위 고객의 전

기안전 상태 데이터를 모니터링한다. 단위 고객의 사고 발생시 

고장요인을 해소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에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기안전 상태 데이터를 공공

플랫폼을 이용하여 중앙관제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중앙관제 서버

로부터 공공서비스와 재난정보 등의 공공 정보를 제공받아 단위 

고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중앙관제 서버는 지자체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서비

스 제공자가 운영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담당자는 중앙관

제 시스템을 통해 각 공동주택의 계약 서비스 주체의 관리 서버

로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데이터를 공공플랫폼으로 수집하고 관리

하며, 사고 발생시 재해정보와 같은 공공정보를 관리자 서버에 

제공한다.

그림 1 공동주택용 단위고객별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 모델

Fig. 1 Autonomous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ervice 

Model for Nano-grid of Multi-unit Dwellings

그림 1에 나타낸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는 전기안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전기재해 발생 

전에 자율 대응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을 확

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용 단위 고객별 자율전기안전관

리시스템은 스마트아웃렛 또는 스마트분전반에서 전기안전 데이

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자율적으로 대응하며, 상태기반의 전조 

예측 결과를 사용자와 관리자서버로 단위 고객의 상태 정보를 제

공하고, 고장요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스마트아웃렛과 스마트분

전반에서는 전압, 전류, 영상전류 등 기본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하

상태를 분석한다. 부하상태는 기본데이터를 이용하여 단락, 과부

하, 누전, 아크 등 사고 상태를 분석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관리자 서버로 전조예측 결과를 전송한다. 부하 사고 

상태가 부하의 단락, 과부하, 아크 등과 같이 부하자체에서 발생

하는 문제의 경우 부하에 대한 보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게 정보를 제공하며, 누전과 같은 전로의 이상 상태 등 관리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 서버로 정보를 제공하여 부하 또

는 전로의 고장요소를 해소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부하별 전기적 특성 분석

매시업 분석 기반의 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아크 시뮬레이터와 누설전류 시뮬레

이터를 전원과 부하사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

였다. 아크 시뮬레이터는 UL1699의 직렬아크 발생장치를 이용하

였으며, 누설전류 시뮬레이터는 저항성 누설전류(Igr)와 용량성 

누설전류(Igc)를 각각 1~30[mA] 조절 가능한 시뮬레이터를 이용

하여 사고 상태별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기재해 모의시험은 그림 3에 나타낸 것이 부하 종류별 아크 

및 누설전류의 개별 발생과 아크와 누설전류 동시 발생 조건에 

대하여 각각 모의하였으며, 시험에 따른 입력 전압(V), 부하전류

(Io), 영상전류(Igo)에 대한 파형의 특징을 오실로스코프

(WAVERUNNER 610Zi, LECROY, USA)로 분석하였다.

그림 2 매시업 분석을 위한 모의시험 장치

Fig. 2 Schematic Diagram of Simulation Device for Mash-up 

Analysis

그림 3 매시업 분석을 위한 구축된 모의시험 장치

Fig. 3 Simulation Device Constructed for Mash-up Analysis

3.1 직렬아크에 대한 전기적 특성 분석

시험에 사용된 부하는 공동주택 내 세대에서 콘센트에 주로 

사용하는 부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하별 특성에 따라 저항 

기반 부하(헤어드라이어), 컴프레셔 기반 부하(냉장고), SMPS 기

반 부하(TV)를 적용하였다.

그림 4~6은 각각의 부하에 대하여 정상상태와 직렬아크 및 누

설전류 발생 상태에 대하여 입력전압(V), 영상전류(Igo), 부하전류

(Io) 파형을 측정한 것으로 부하별 직렬아크 발생 조건에서는 (b)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부하전류의 영점 부근에는 크기가 ‘0’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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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b) Arc and Leakage Fault

그림 4 헤어드라이어 부하 환경에서 사고상태의 전기적 특성

Fig. 4 Electrical Characteristics in Hairdrier Load Condition 

When Electrical Accidents

(a) Normal (b) Arc and Leakage Fault

그림 5 냉장고 부하 환경에서 사고상태의 전기적 특성

Fig. 5 Electrical Characteristics in Refrigerator Load Condition

When Electrical Accidents

(a) Normal (b) Arc and Leakage Fault

그림 6 TV 부하 환경에서 사고상태의 전기적 특성

Fig. 6 Electrical Characteristics in TV Load Condition

When Electrical Accidents

는 ‘0’ 구간(shoulder)을 갖는다.

그러나 그림 6에 나타낸 TV와 같은 비선형 부하는 정상상태

에서 전압과 부하전류에 고조파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부하전류는 영점 부근에 shoulder와 유사한 불연속구간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TV 이외의 SMPS를 사용하는 PC, 모니터, 공기청

정기 같은 부하는 정상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연속구간으로 인하

여, 부하전류만 모니터링할 경우 아크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판

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3.2 병렬아크에 대한 전기적 특성 분석

그림 7은 전로의 무부하시 VCTF 1.25[㎟]의 소선 2가닥

(0.05[㎟])을 단락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

로, 단락되는 순간에 부하전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전압 파형에

서는 shoulder가 나타났다. 또한, 영상전류는 부하전류의 변화율

에 대하여 반대의 변화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UL1699에서 병렬아크는 0.5e 이내에 8개의 임펄스 전류가 

검출되면, 아크 차단기가 회로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4]. 하지만 소선의 병렬아크에 대한 반복시험 결과 60[Hz] 교류

의 반주기 단위로 임펄스 형태의 불규칙적인 전류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기설비에서 나타나는 단락 발생시 UL1699에서 제안한 

방식으로는 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난다.

그림 7 단락시 전기적 특성 분석

Fig. 7 Analysis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in Short Circuit

4. Mash-up 기반 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 개발

4.1 직렬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 개발

일반적으로 직렬아크가 발생하면 전류 실효치는 정상상태 전

류의 실효치보다 작아진다. 아크 전류의 크기가 정상 전류보다 

작은 것은 아크 발생장치의 고정전극과 이동전극 사이의 arcing 

저항에 기인된다[4]. 그림 4~6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아크 전류 

파형의 영점 부근에서 shoulder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8과 9는 그림 4~6의 부하별 고장조건에 따른 부하전류

와 영상전류에 대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것으로 

Mathworks사의 MATLAB을 이용하여 부하전류 및 영상전류 신

호에 대하여 10[kHz]까지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그림 8은 부하별 아크 발생 유무에 따른 부하전류 신호에 대

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것으로, 부하종류에 관계없이 

60[Hz]의 홀수 배 고조파 성분이 나타났다. 또한, 아크가 발생한 

경우 부하전류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스펙트럼 크기가 정상상태보

다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류 영점 부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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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equency Spectrums of Hairdrier

(b) Frequency Spectrums of Refrigerator

(c) Frequency Spectrums of TV

그림 8 정상 및 아크고장 상태의 부하전류 분석 결과

Fig. 8 Analysis Results of Load Currents in Normal and

Arc-fault States

(a) Frequency Spectrums of Hairdrier

(b) Frequency Spectrums of Refrigerator

(c) Frequency Spectrums of TV

그림 9 정상 및 아크고장 상태의 영상전류 분석 결과

Fig. 9 Analysis Results of Zero Phase Currents in Normal

and Arc-fault States

shoulder 등에 따른 전류 파형의 왜곡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

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MPS를 사용하는 비선형 

부하는 부하특성상 정상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연속구간으로 인하

여 shoulder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주파수의 스

펙트럼의 크기가 아크 전류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비선형 부하

의 경우 부하전류를 이용한 아크 고장 판단시 오류가 발생하기

도 한다.

그림 9는 부하별 아크 발생 유무에 따른 영상전류 신호에 대

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것으로, 저항, 콤프레셔, SMPS 기

반의 부하 등 부하 종류에 관계없이 정상상태에서 일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패턴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크 발

생시 부하전류와 동일한 위상에서 고조파 성분과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렬 아크 고장시 정상상태와 부하전류, 정상상태와 영상전류

에 대한 부하종류별, 주파수 스펙트럼별 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

과, 부하전류보다 영상전류의 고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구

분이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그림 10의 직렬아크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직렬 아크 발생시 부하전류의 실효값이 변화하는 특징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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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간 영역에 대한 전류 크기 증감을 비교하여 검출한다. 

부하 전류 크기에 대한 검출은 부하전류의 실효값을 2주기 전 

값과 비교하여 10[%] 이상 차이나면 ‘High’로 출력한다[5-6].

또한, 부하전류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위하여, 이산 

푸리에 변환(DFT :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통한 스펙트

럼의 크기를 검출하였다.

일반적으로 N개의 표본을 DFT계수라 하며, DFT 계수 S(n)은 

N점의 급수이다. N점의 디지털 신호의 DFT를 정리하면 식 (1)

과 같다.

  
  

  






 ≤≤ (1)

식 (1)에서 반복하는 주기의 수에 해당하는 N의 값이 증가할

수록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

하기 위하여 홀수 및 짝수 고조파에 대한 DFT를 수행한다. 이 

때 홀수 고조파, 짝수 고조파 및 실효값의 크기를 검출 기준으로 

사용하며, 식 (2), (3)과 같다.

  
  



         ⋯   (2)

  
  



      ⋯  (3)

식 (2)와 (3)에서 얻은 고조파의 평균값 중 홀수 고조파에 대

하여 2주기 전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아크검출 최대값에 도달하면 

‘High’로 출력한다[5-6].

또한, 영상전류의 주파수 영역의 이산 푸리에 변환 방식을 동

일하게 적용할 때 영상전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고주파수 quasi peak를 분석한다.

직렬 아크 고장시 영상전류에서 발생하는 pulse 노이즈에 대

하여 작은 값을 신호로 검출하기 위해서, 최대값에 대하여 log 

scale로 변환하여 quasi dB값이 최대값에 도달하면 ‘High’로 출

력한다. 따라서 부하전류의 실효값, 홀수 고조파의 출력, 영상전

류의 quasi peak 출력이 ‘High’면 아크 고장으로 판단한다.

그림 10 직렬 아크고장 검출 알고리즘

Fig. 10 Algorithm for Series Arc-fault Detection

4.2 병렬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 개발

병렬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그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압, 전류, 영상전류 파형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일

반적으로 병렬아크가 발생하면 전압은 shoulder가 나타나며, 부

하전류는 반주기 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영상전류는 부하전류

의 증가에 대하여 반대 위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그림 11과 

같이 전압의 shoulder를 검출하고 부하전류의 증가율이 정격전류

의 10배 이상일 때 부하전류와 영상전류의 변화율의 극성을 비

교하여 병렬아크 고장을 검출한다.

그림 11 병렬 아크고장 검출 알고리즘

Fig. 11 Algorithm for Parallel Arc-fault Detection

5.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아크 고장 검출 방법인 부하전류 단일 요소

로부터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오동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압, 부하전류, 영상전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아크고

장을 검출하는 기술인 매시업 분석기술을 적용한 아크 고장 검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2) 부하별 정상상태 및 직렬아크 고장 상태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부하전류의 기본파에 대한 홀수배의 고

조파 성분을 검출하며, shoulder의 발생 특성에 따라 부하전류 

실효값을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영상변류기로 pulse 신호를 검출

하기 위한 quasi peak 검출법을 제안하였다.

(3) 병렬아크 고장 검출을 위하여 전압, 전류, 영상전류 파형의 

변화율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매시업 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된 아크 고

장 검출 기술을 자율전기안전관리 서비스에 활용하면 오동작이 

적은 새로운 개념의 보호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정보통신 인프라

를 활용한 전기안전 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동주택에 적합한 

모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된 매시업 분석기

술을 이용한 전기재해 전조예측 기술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표

준화된 전기안전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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