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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력계통에는 외부로부터 낙뢰(직격, 유도)에 의한

서지(Surge), 혹은 전력계통의 빈번한 차단기 개폐 동

작에 의한 과도 과전압이 정상일 때보다 최대 십 수배

의 전압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

기의 정상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기 절연내력

저하를 초래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기기 또는

선로에 피뢰기를 병렬로 설치한다. 그러나 전력용 피

뢰기는 흡습, 도심 내 분진 혹은 염해 등의 설치환경이

나 반복적인 낙뢰로 인한 개폐서지 흡수에 따른 전류

스트레스에 의한 소재 열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된다.

이렇게 열화된 피뢰기가 전력계통에 설치되어 있어 누

설전류에 의한 과열 또는 열 폭주에 도달하면 인적, 물

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락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피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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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에 의한 지락전류 원격 감시장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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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낙뢰의 직격이나 유도에 의해 발생되는 서지, 전력계통의 차단기의 빈번한 개폐동작 등은 과도 과전압이 발생하

며 이는 변압기, 차단기, 전력기기의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력

기기 또는 선로에 피뢰기를 병렬로 설치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에서 한층 더 나아가 원격으로 피뢰기의 상태를 점

검하며 이벤트 발생 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

다.

주요어 : 원격감시, 알림봉, IoT, 전류검출, 전력감시

Abstract Surges generated by direct strike or induction of lightning, frequent opening and closing of power 
system breakers, etc. cause excessive overvoltage, which can interfere with normal operation of transformers, 
circuit breakers, and power equipment. In order to prevent such phenomena, this study goes further from the 
method of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by installing lightning arresters on power equipment or lines in parallel, 
and furthermore, remotely checking the condition of the lightning arrester and preparing immediate 
countermeasures when an event occu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vent damage in advance.

Key words :  remote monitoring, indicator, IoT, current detection, power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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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화를 운전 중에 감시 및 진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낙뢰에 의한 지락전

류를 원격에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다루었다.[1]

Ⅱ. 피뢰기의 구조 및 측정 시스템 개념

1. 피뢰기의 구조 및 고장 원인

자기 피뢰기의 세라믹과 금속 부분의 열팽창계

수 차이는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서 반복적인 냉각과 아크에 의한 열로 인해 균열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애관의 상부와 하부의

전극 사이에 사용되는 고무 가스켓의 경화 등에

의해 탄성이 저하되고 이를 통해 수분이 유입되

어 내부 단락 등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2]

그림 1. 피뢰기 구조
Figure 1. Structure of Lightning arrester [3]

이러한 고장에 의한 폭발을 야기시키며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2. 피뢰기의 고장 점검 및 측정 방법

누설전류에 의한 피뢰기의 고장유무를 파악하는 방

법은 전압 요소가 없기 때문에 취급이 간단하고 누설

전류 검출 시 외부 단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피뢰기의

고장 시 피뢰기를 통해서 흐르는 저항분 전류와 용량

성의 전류의 합성성분으로 정의 되어 지는 누설전류를

이용한다. 피뢰기의 고장으로 인해 누설전류가 임계치

이상 커지더라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가시적 장치인 알림봉을 통해 지상에서 또는 원

격에서 고장의 유무를 쉽게 확인하도록 고안된 장비이

다.

그림 2. 누설전류 측정 원격 감시 시스템 구성도
Figure 2. Leakage current measurement remote monitoring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누설전류 측정 시스템은 크게 1개의 알림장치

와 3개의 통합 센서 보드로 구성되어지며 이들

사이에는 Zigbee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다. Zigbee통신은 그 특성상 산업용 USN을 구성

하는데 있어 저전력, 보안성, 다대일 통신 등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통신방식을 채택

하였다.

Ⅲ. 실험 및 결과

1. 통합 센서 보드

1) 전류센서

본 장치에서 교류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Transformer를 이용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단

권변압기의 원리와 같다. 즉 1차에서 전류가 흐

르면 내부 코어에 자계가 유도되어 2차 측 선로

에 전류가 발생되는 방법이다.

그림 3. Transformer를 이용한 전류센서
Figure 3. Current Sensor using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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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센서 특성 조사
Figure 4. Investigation of sensor characteristics

검출감도를 높이기 위해 1차측에 10회 감았으며, 2

차측은 1,000회가 감아서 특성을 조사하였다.

즉 변압기 원리에 의해

           식 (1)

이므로

  


× 식 (2)

1차측 전류 =0.5mA일 때, 2차측 전류는 식 (2)

에 의해

 

   가 흐르게 된다.

여기서 저항을 1㏁로 하면 출력전압 은 5V가 발

생하게 된다.

표 1. 감도 특성 결과
Table 1. Sensitivity characteristic result

입력전압

[mA]

부하저항

[㏀]

계산전류

[mA]

출력전압

[mV]

출력저항

[㏀]

50

1

0.050 0.39~0.56

470

150 0.150 0.7

200 0.200 1.1

500 0.500 1.53

1,000 1.000 3.55

2,000 2.000 6.97

표 2. 전류센서 재원
Table 2. current sensor resources

항 목 규 격

코어 형상 환류구조

코어 재질 ferrite

코어 비투자율
(1 MHz) 750

권선 수 1,000

인덕턴스
(120 Hz) 213 mH (1,000턴)

전류센서를 제작함에 있어 권선량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500회 이상의 권선량 이하에서는 검출주파수가

선로 전류에 의해 잠식되는 형태를 보이나 500회 이상

에서는 선로 신호가 잠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3. 권선수에 따른 검출신호
Table 3. Detection signal according to the number of
windings

권선수 검출신호

500 22mV

1000 24.3mV

5000 28mV

출력측에서는 표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출신호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권선량

은 고주파 성분에 의해 파형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

하여 본 장치에서는 1000회의 권선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류센서의 모양은 클램프 타입으로 설계하여 접

지선에 삽입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하였다.

(a) 100회 (b) 500회

(c) 1,000회 (d) 5,000회

그림 5. 코일 권선수 변화에 따른 검출 감도
Figure 5. Detection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il

windings

2) 신호 분석 회로

전류센서는 그 자체가 인덕턴스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그림 6에서 보이는

회로와 같이 LC필터로 구성하여 LPF(Low Pass

Filter)를 구성하였다. 선로가 가지는 전압이 60Hz의

주파수를 가지므로 이 주파수대역은 통과시키고 나머

지 고주파 성분은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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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대 이득을 가지도록 센서와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신호 분석회로를 구성하였다.

그림 6 필터 시뮬레이션 및 결과
Figure 6. Filter simulation and results

이와 같이 설계한 필터를 센서에 내장시키기 위하

여 60Hz의 주파수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시뮬

레이션한 결과가 60Hz 정도에서 이득이 최대치를 이

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센서 필터 특성
Figure 7. Filter simulation and results

그림 7의 왼쪽 그림은 센서 필터에 의해 검출된 신

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의 오른쪽에서는 센서 필

터를 통해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고 검출되는 파형을

나타내며 안정적으로 파형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폭회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OP-AMP를 사용하

였으며 측정신호의 하반부의 신호가 제거되는 것을 막

기 위해 Offset을 조정하여 검출 신호가 변형되지 않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원신호가 미세하여 센서로 부

터 검출되는 신호가 매우 작으므로 2단 증폭회로를 구

성하여 증폭률을 조정하였다. 1차에서는 5배를 증폭하

고 2차에서는 20배를 증폭하여 총 100배의 신호 증폭

을 하였다.

그림 8. 증폭회로 및 출력 파형
Figure 8. Amplification circuit and output wave

회로에서 발생되는 노이즈와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

기 위해 LPF를 설치하여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신호

를 필터링한다. 현재 검출하고자 하는 신호가 60Hz의

주파수를 가지며 미소신호를 증폭하면서 발생되는 노

이즈로 인해 그 이상의 주파수에 대하여 차단하는

LPF는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림 9 에서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여 회로에 적용하

였다.

주파수
[Hz]

60 100 6k 60k

필터출력 
[V]

103u 35.9u 3.54u 118p

증폭출력 
[V]

104m 36.1m 2.29u 3.0n

입력전압 : 1mV

그림 9. 액티브 필터 회로 및 출력
Figure 9. Active filter circuit and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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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류 검출 실험

전류 검출 실험은 교류전압조절기를 이용하여 전압

을 변화시켜 선로의 전류가 0.5mA가 될 때 정보를 수

집하고, 각각 0.1mA를 변화시키면서 값의 변화를 조사

하였다. 전류는 Agilent 34410A를 이용하여 미소전류

를 측정하였다. 선로는 실제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전

선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는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그림 14. 모의 실험 장치
Figure 14. Simulator

전류 검출 실험 시 60Hz의 신호는 한주기에 16.67ms

이다. 이 한주기 동안 28번의 데이터를 그림 15와 같이
샘플링하였다.

본 시스템은 검출된 전류 데이터를 알림장치로 송

신되어지는 것이나 정확히 읽혀지는 데이터를 확인하

기 위하여 통합 센서 보드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컴퓨

터의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확인

하였다.[4]

그림 15. 데이터 모니터링
Figure 15. Data monitoring

4) IoT 통합 센서 보드

전류센서와 신호 분석 회로를 하나의 통합보드로

제작하여 피뢰기의 누설전류가 임계치 이상으로 흐르

게 되면 다른 외부장치(메인보드, 관리자)에 알려줄 수

있는 통합보드를 제작하였다.[5]

그림 10. IOT 통합 센서 블럭도
Figure 10. IOT integrated sensor block diagram

Sensor는 클램프 타입으로 적용하였으며, 신호 분석

회로로 센서의 검출값을 500bps로 샘플링한 값을 분석

하여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UART는 상황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Zigbee를 이용하여 이상신호

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6]

그림 11. IOT 통합 센서 보드
Figure 11. IOT integrated sensor board

2. 알림장치
알림장치는 IoT 통합 센서보드에서 Zigbee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전류 데이터를 취합하여 고장유무를 판

단하고 점검자에게 현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장치이

다. 알림장치는 전주에 부착되며 전주 위에 올라가지

않고서도 알림봉의 색으로 현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이상이 없을 때 녹색, 이상이 있으면 붉은

색이 나타나도록 설계하였으며 또한 알림봉이 내려가

는 부분에 수분이 침투하여도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알림봉 차단막에 경사와 홀을 두어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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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알림장치 블럭도
Figure 12. Notification Device block diagram

알림장치는 IoT 통합 센서보드로 부터 전송되어진

전류데이터를 취합하여 임계치 이상의 전류가 흐를 경

우 피뢰기의 고장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이때 데이터

는 하드웨어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노이즈 등으로 인

해 순간적으로 이상데이터가 들어올 경우 이를 소프트

웨어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3초간의 데이터를 평균값을

취하여 처리하였다. 이렇게 취한 3초간의 데이터는 임

의적으로 취한 값이며 추후 지속적인 고장상태를 파악

하고 각 현장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

그림 13. 피뢰기 고장 알림장치
Figure 13. Arrester failure notification device

Ⅳ. 결 론

피뢰기는 기존 세라믹에서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고분자재질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진단하는 방법은

열화상, 초음파 진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으로 이러한 진단은 1년에 1~2회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분자 피뢰기는 외형의 이상을 전혀 알 수 없으

므로 초음파 진단 시 이상개소에 대해서만 정밀진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진단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IoT 기술

의 접목을 통해 효율적인 피뢰기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누설전류에 의한 전력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추

후 한국전력 전용망 및 전기실의 망내 네트워크를 적

용하여 관리자가 손쉽게 수변전 설비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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