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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차단기 시험 및 개발

안전한 사회 구현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

기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강화도캠

핑장 전기화재(`15.3월), 김포아파트 전기화재(15.4월) 

등 잦은 전기화재로 국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최

근 10년간 국내 총 화재의 연평균 건수는 42,000여 건

이며, 전기화재가 9,000여 건이 발생하여 점유율이 20%

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 및 산업계에서는 전기화재를 감축시키기 위하

여 많은 노력과 경제적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는 DC 전원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DC와 관련한 산

업이 급성장하여 DC 화재와 예방 대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화재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본고에서는 아크차단기와 관련한 시험방법과 개발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설명한다. 1절에서는 AC 아크차단

기 시험방법, 2절에서는 DC 아크차단기 시험방법, 3절

에서는 아크 신호의 주파수 특성, 4절에서는 아크신호 

검출 전류센서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1. AC 아크차단기 시험방법

직렬아크시험은 그림 1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며, 정

지전극과 이동전극, 양 전극이 접촉하여 완전히 폐회로

가 되도록 하고, 전원을 인가한 후에 측면의 조절장치

를 통해 이동전극을 정지전극에서 분리하여 아크를 발

생시켜 시험한다.

그림 1. 직렬아크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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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아크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전선과 전선을 단락

시에 발생하는 아크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병렬아크시

험은 75A, 100A, 150A, 200A, 300A, 500A, 1,000A

에서 시험한다. 병렬아크시험은 그림 3과 같은 장치를 

이용한다. 전선을 자르는 칼날은 가로가 140㎜이며, 세

로는 32㎜이고, 두께가 1.27㎜이다. 칼날은 한번 사용

하면 손상됨으로 인하여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

하여야 하며, 전선을 쉽게 절단할 수 있도록 매우 단단

하고 날카로워야 한다.

탄화경로아크시험은 그림 4와 같이 회로에서 2차 측

에 7,500V를 인가하여 잘려진 도선 사이에 탄화경로

를 생성시키고, 생성된 탄화경로를 통하여 정상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아크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탄화경로아크시험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시험이 있다.

 탄화경로 아크점화시험(Ignition test) : 직렬 아크

 탄화경로 아크차단시험(Interruption test) : 병렬 아크

 탄화경로 제거시간시험(Clearing time test) : 직렬 아크

그림 5는 탄화경로아크 점화시험 회로도로써 직렬 

아크시험을 위한 장치이다. 입력 측에 시험을 위한 아

크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을 인가한다. 인가된 전원은 

접점 NC을 통하여 15㎸ 변압기에 인가되고, 2차 측 회

로에 7,500V가 인가되도록 구성한다. 이때 잘려진 도

선 사이에서는 탄화경로가 생성된다. 10초 후에는 NO 

접점이 On 되어 부하에 전원 전압이 인가된다. 이때 

인가된 전원 전압으로 생성된 탄화경로에서 아크가 발

생되며, 아크차단기를 동작시킨다. 아크차단기가 동작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초 간격으로 탄화경로 생성 동

작을 반복한다. 그림 5는 탄화경로 아크차단시험 회로

도로써 병렬 아크시험을 위한 장치이다. 

개발된 아크차단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에서 발생하는 아크에 오동작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오동작시험을 위한 부하는 3가지 조

건으로 분류된다. 돌입전류를 발생하는 부하, 정상적

인 동작 상태에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부하, 비선형성 

전류를 갖는 부하이다. 

그림 2. 병렬아크시험 회로도

그림 3. 병렬아크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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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입 전류 부하 : 백열램프, 할로겐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컴프레서

  정상 아크 부하 : 공기청소기, 바이메탈, 핸드드릴, 

공기청정기, 실링팬

  비선형성 부하 : SMPS, 조도조절기, 형광램프

라인임피던스 시험은 전선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 

전선의 임피던스 영향으로 아크 신호가 감쇄되어 차단

기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험한다. 라인임피던

스 시험은 병렬아크고장시험 장치를 이용한다. 라인임

피던스 장치는 그림 6과 같이 Steel armored 케이블

(MC 케이블)을 사용하는 장치와 그림 7과 같이 Steel 

pipe를 사용하는 장치로 나누어진다. Steel armored 

케이블을 이용하는 장치는 케이블 30.5m를 설치하고, 

Armored 케이블의 금속피복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Steel pipe를 사용하는 장치는 Steel pipe의 금속 도체

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하고, 15.2m NM-B 케이블을 90

로 4번 구부린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다.

EMI 필터시험은 동작억제시험의 한 방법으로써 직

렬아크시험 장치에 연결된다. EMI 필터 장치는 그림 

8, 그림 9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8과 같은 시험 장치

에는 두 개의 0.22㎌ 콘덴서를 이용한다. 그 중 하나는 

15.2m의 길이를 갖는 전선의 끝에 연결하고, 다른 하

그림 4. 탄화경로아크점화시험

그림 5. 탄화경로아크차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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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또다시 15.2m의 길이를 갖는 전선의 끝에 연결한

다. 각각의 콘덴서는 1.8m SJT 가요 코드 전선을 이용하

여 연결한다. 그림 9와 같은 시험은 EMI 필터를 15.2m 

전선의 끝에 연결한다. EMI 필터는 1.8m SJT 가요 코

드 전선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2. DC 아크차단기 시험방법

DC 아크차단기는 UL1699B 태양광발전(PV)용 DC 

아크고장 회로 보호기란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시험

방법의 전체적인 구성은 ①아크고장검출시험(Arc fault 

그림 6. Armored cable를 이용한 라인임피던스 시험장치

그림 7. Steel pipe를 이용한 라인임피던스 시험장치

그림 8. EMI 필터 시험 장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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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tests), ②오동작시험(Unwanted tripping 

tests), ③동작억제시험(Operation inhibition tests)으

로 되어 있다. 아크고장검출시험에는 직렬아크시험

(Series connection arcing test)과 병렬아크시험

(Parallel path arcing test)이 있으며, 오동작시험에는 

장치시험(Inverters, Converters, Charge controllers)

과 스위칭시험(DC switch operation)이 있다. 동작억제

시험에는 마스킹시험(Masking the signal to operate)

과 라인임피던스시험(Line impedance)이 있다.

직렬아크시험(Series connection arcing test)을 위

한 아크발생장치는 그림 10과 같다. 장치에는 두 개의 

전극이 있으며, 구리동선 6.35㎜를 사용한다. 하나의 

전극은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다. 두 전극 사이는 간극을 두어 아크가 발생할 수 있

어야 하며, 간극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두 개의 

전극은 그림 11과 같은 튜브(Tube)에 의해 연결된다. 

튜브에는 아크로 인한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세한 

간극(0.254㎜)을 만들어서 통풍이 가능하도록 한다. 

튜브는 전극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

고, 전극 사이의 간극에는 미세한 철실을 넣어 간극이 

연결되도록 한다. 간극 사이에 삽입된 철실은 간극 사

이의 전압이 시험전압이 될 때 아크를 발생시키는 역할

을 한다. 아크 시험은 그림 12에서 제시한 회로를 이용

그림 9. EMI 필터 시험 장치 #2

그림 10. 아크발생기(Arc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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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크전압은 간극을 조절하여 결정하고 시험전류

는 Ballast resistor를 이용한다. 아크를 검출하고 차단

하는 시간은 표 1에서 제시한 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병렬아크시험은 그림 13에서 제시한 회로를 이용한

다. 시험부하는 인버터, 컨버터, 충전기를 사용한다. 

스위치 S1은 요구되는 전압, 전류에서 개방한다.

  

오동작 시험은 a)단상 인버터, b)삼상 인버터, c)컨버

터, d)충전기를 이용한다. 시험은 5분 동안 On, 5분 동

안 Off  하며, 3번 반복한다. 또한 스위치를 이용하여 

On하고 30초 동안 유지한다.

동작억제시험에서는 마스킹시험(Masking the signal 

to operate)과 임피던스시험(Line impedance)을 실시한

다. 마스킹시험은 그림 14와 그림 15의 회로를 이용한

다. 임피던스 시험은 16과 같은 회로를 이용한다. 라인 

임피던스를 유지하기 위한 전선의 길이는 61m이다. 그림 11. 튜브 내부에 넣은 미세한 철실

Arcing current (amps)a, d Arcing voltageb(volts) Average Arcing Wattsa 
Approximate electrode, 

inches (mm)b 
Max time (sec)C

7 43 300 1/16(1.6) 2 

7 71 500 3/16(4.8) 1.5 
14 46 650 1/8(3.2) 1.2 

14 64 900 1/4(6.4) 0.8 

Note : Arcing current may be reduced, while still achieving average Watts, where arcing current exceeds rated current of the device. 
a 20% for arcing current. 10% for average arcing Watts.
b Approximate, as needed to achieve arcing arcing Watts. Electrode gap can be adjust to achieve needed arcing voltage.
C Based on average Watts. See 27.3.1(e) for actual maximum detection or interruption times.
d For devices rated ledd than arcing current, test current may be reduced to rated current and arcing watts calculated accordingly.  

표 1. 아크시험 전압·전류 및 시간

그림 12. 직렬 아크 시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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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병렬 아크 시험 회로

그림 14. Masking 시험회로 #1

그림 15. Masking 시험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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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크 신호의 주파수 특성

그림 17은 저항부하를 대상으로 주파수 스펙트럼을 

측정한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아크신호는 전대역에서 

나타나는 광대역 노이즈 신호라고 볼 수 있다. 1MHz 미

만의 주파수 영역과 10MHz 이상의 대역에서 용이하게 

신호의 차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역에 

적합한 전류센서의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크 신호

에 대한 주파수 영역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알고리즘 구

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종 부하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주파수  

스펙트럼은 상이하다. 

  복합 부하 시 정상신호 및 아크신호를 구분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저주파 대역(10kHz-100kHz)의 펄스신호 

검출 시 오동작 가능성 있다. 

  ARC 신호와 전자파 전도 노이즈를 구분할 수 있는 

차별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RF대역(1MHz-100MHz)의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전류센서가 필요하다. 

그림 17. 저항부하 아크 신호에 대한 주파수 측정 

정상상태 스펙트럼 아크 발생시 스펙트럼

그림 16. Line impedance 시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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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변화량에 대한 순간적 미분값을 검출할 수 있

는 필터회로 개발이 필요하다.

4. 아크신호 검출 전류센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아크신호 검출을 위한 

전류센서의 주파수 특징을 확인하였다. 해외에서 판매 

제조되는 지멘스, 이튼, 슈나이더, GE사 전류센서의 

FRA(Freqeuncy Response Analysis)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18과 같은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aton사의 공진 주파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Schneider사의 공진 주파수도 100kHz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Eaton, Schneider사는 고주파 CT를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Murray의 공진주파수

는 100kHz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저주파 CT

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 결과를 토대로 Eaton사의 아크 검출 최적 대역

은 1MHz, 슈나이더, 머레이사의 아크 검출 최적 대역

은 100kHz, GE사의 아크 검출 최적 대역은 500kHz 

영역인 것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선진사 아크 검출 전류센서의 임피던스 및 주파

수 응답 측정 결과, 제조사마다 고유의 아크 검출대역

이 상이한 방식으로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아크차단기 전류센서의 주파수 특징

이튼사 전류센서 FRA 

머레이 전류센서 FRA 

슈나이더 전류센서 FRA 

GE 전류센서 F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