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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동기 제어반(motor control center, MCC)의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MCCB)와 전

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 MC) 간 발열 온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MCC 접속부의 열화를 감시할 수 있

는 무선 열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온도 컨트롤러를 제작하여 MCCB와 MC간은 Repeater와 온도 

컨트롤러 간 bluetooth low energy (BLE) 기반의 무선 다중통신기법을 적용하고 측정된 온도데이터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도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무선 열화 감지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

선 MCC 서버와 통신을 위한 게이트웨이 1개를, Repeater 1번 구역에 온도 컨트롤러 4종 4세트를, Repeater 2번 구역

에 온도 컨트롤러 4종 12세트를, Repeater 3번 구역에는 온도 컨트롤러 4종 6세트를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활용

하여 MCCB, MC 단자 접속부 12개소의 발열 온도를 주기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개발 

장치는 MCC 뿐만 아니라 MCCB, MC를 사용하는 수배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접촉 불량, 과전류, 이상 전류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열화로 인한 전기화재 발화 사고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wireless heat variation detection system that can measure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molded case circuit breaker (MCCB) and magnetic contactor (MC) of the motor control center (MCC), collect 

data, and monitor the heat variation of the MCC connection. Thus far, we have developed a temperature controller and 

applied a multi-communication technique based on Bluetooth Low Energy between the repeater and temperature controller 

between the MCCB and MC. Furthermore, we designed the measured temperature data to be transmitted to the cloud server 

via a gateway. To verify the functionality and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wireless heat variation detection system, we 

initially installed 1 gateway for communication with the MCC server, 4 sets of 4 types of temperature controllers in 

Repeater 1, 12 sets of 4 types of temperature controllers in Repeater 2, and 6 sets of 4 types of temperature controllers 

in Repeater 3. Then, we conducted an experiment to periodically monitor the temperature at 12 locations of the MCCB 

and MC terminal connections in real-time. This developed device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MCC but also to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using the MCCB and MC. This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lectrical fire 

accidents caused by heat variation that can occur because of poor contact, overcurrent, and abnormal current.

Keywords : MCC, MCCB, Temperature analysis, Fire protection, Heat variat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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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동기 제어반은(motor control center, MCC) 산업 설비, 

발전소, 플랜트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터를 운영함에 있

어 전기실이나 설비실 내에서 전원을 집중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1,2).

이러한 MCC의 설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설비에 

각종 센서의 부착을 통한 감시, 계측기를 이용한 점검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여 전력 설비 진단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분야에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활용한 진단 및 점검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

가의 열화상 카메라 장비를 이용한 점검은 단순 열화상태만

을 진단하므로 정확한 열화 원인 분석의 어렵다. 또한, 실시

간 감시체계의 한계점과 내부에 상시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열화 상태를 감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전기 설비에서의 화재 원인은 크게 단락, 과부하, 접촉 

불량과 같은 전기적 용인과 분진, 수분, 온도와 같은 환경

적 요인, 진동 등에 의한 접촉 불량에 의한 발열 등의 물리

적 요인에 있다(3,4).

Table 1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센터의 2016년에서 2020

년도 사이의 화재현황 통계(5)이다. 이에 따르면 총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건수는 47,484건으로, 이중 과부하/과전

류, 단락 사고, 트래킹은 41,895건으로 전체의 88.2%에 해

당된다.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이나 지락 등에 의해 아크가 

병렬회로에서 발생하는 경우, 단락으로 귀결되면서 매우 

큰 전류가 흐리기 때문에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MCCB) 또는 퓨즈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접

촉 불량이나 반 단선 등에서 발생하는 직렬 회로에서의 아크

에 의한 전류는 부하의 임피던스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배

선용 차단기 용량보다 낮은 전류 값일 경우에도 차단되지 않

기 때문에 온도 변경 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4,6).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 배전반 인출 유닛 내 무선통신을 

적용한 온도 컨트롤러를 통해 온도 데이터를 무선으로 클

라우드 서버에 업데이트하는 열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Jo 등(7)은 전기시설 내부의 온도를 열화상 FLIR Lepton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여 온도 데이터와 전력 측정 시스템

에서 계측된 전류와 전압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여 TCP/IP 

유무선 통신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이를 활용하여 단계적인 전류 크기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를 선형화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진단 온도를 검증

하였다.

Jung 등(8)은 수배전반 열화진단을 위하여 FLIR Lepton 

LWIR 열화상 모듈과 Raspberry PI를 사용하여 수배전반 온

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전력설비의 최고온도를 측정하

기 위해서 관심 영역 region of interest (ROI)을 지정하여 열

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온도 

변화에 따른 계측 진단 관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열화상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면 최고 온도만 측정이 되

어 개별 접속부 온도 분석이 어렵고 열화상 모듈 설치 위치

에 따라 화각과 초점이 다르게 나타나 배선용 차단기, 전자 

개폐기 내측 접속부 단자 온도 측정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Lee 등(9)은 사물인터넷 기반 수배전반 상태 모니터링 시

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배전반 시스템 제어부를 통해

서 전류, 전압, 전력, 역률, 주파수 등을 측정하고 IoT 기반 

모니터링 서버로 RS-232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

을 설계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IoT 기반 모니터링 서버의 

수배전반 정보가 WiFi 통신, bluetooth low energy (BLE) 통

신, 3G/LTE 통신으로 송수신되며 각종 제어반에서 수집된 

상태 정보를 IoT 기반 모니터링 서버로 수집한다. 하지만 

BLE 통신은 관리자가 단말기를 통해 수배전반 상태를 모

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수배전반 관리 시스템과 일대일 근

거리 통신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중 온도 데이터 수집을 위

Cause of accident 2020 2019 2018 2017 2016 Total

Overload / Overcurrent 744 779 1,075 870 928 4,396 

Electric leakage and ground fault 340 321 389 317 329 1,696 

Unidentified short circuit 2,664 2,512 2,551 2,455 2,091  12,273

Disconnection 212 200 223 184 173 992

Short circuit by press / Damage 463 558 646 582 571 2,820

Short circuit by insulation deterioration 1,969 2,238 2,617 2,362 2,334 11,520

Short circuit by loose connection 949 1,058 1,139 994 980 5,120

Layer short circuit 113 106 95 92 96 502

Short circuit by tracking 1,211 1,068 1,168 894 923 5,264

etc. (Electrical factors) 663 619 568 514 537 2,901

Total 9,328 9,459 10,471 9,264 8,962 47,484

Table 1. National Fire Information Center Fire Statu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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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LE 다중 연결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Kim 등(10)은 HEIMANN 사의 HTIA-D 센서를 사용하여 3

구 형태의 독립형 적외선 온도 센서 모듈을 구현한 온도 

측정 장치를 제작하였다. 온도 측정 장치의 전원은 배터리

를 사용하여 5 min에 한 번씩 온도를 측정하였고 1 h에 한 

번씩 데이터 수집 장치로 424 ㎒ 소출력 통신으로 전송한

다. 별도의 공사나 설치 없이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주위 

전력기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간단한 시스템으로 개발하였

다. 하지만 424 ㎒ 소출력 무선 통신은 온도 데이터 동시 

송출 시 무선 통신 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배터리 시스

템 적용으로 1 h에 한 번씩 데이터 수집 장치로 전송하게 

되어 온도 데이터 분석에 한계점이 있다.

Yeon 등(4,11)은 볼트 풀림에 의한 터미널 블록 접속부의 

발열 위험성 분석 연구를 통해 MCCB 접속부 온도 상승 실

험을 실시하여 발열 기준 온도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하량에 따른 온도 변화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전기 제어반

의 접속부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3. MCC 무선 열화 감지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MCC 무선 열화 감지 시스템은 

전동기 제어반 설치가 용이하도록 무선통신을 적용한 4종

류의 온도 컨트롤러, Repeater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온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버로 구성된다. 전동

기 배전반 인출 유닛 내 MCCB의 Line측과 Load측 R, S, T 

상 단자 접속부 6개소, 전자접촉기 Line 측과 Load 측 R, S, 

T 상 단자 접속부 6개소의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Figure 1

은 IoT에 기반한 LV-MCC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이다. 

MCC 무선 열화 감지 시스템의 인출 유닛 내 온도 컨트롤

러는 BLE(12)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Repeater로 온도 데이터

를 전송한다. Repeater에서는 최대 19개의 BLE 슬레이브와 

통신이 가능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WiFi (station mode)(13) 

통신으로 게이트웨이에게 전송을 한다. 게이트웨이에서는 

최대 3개의 Repeater가 연결이 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

로 전송하게 되어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MCC 

내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3.1 전동기 제어반 외함의 구성

MCC 외함은 Figure 2(a)와 같이 ① 수평 모선 격실, ② 

수직 모선 격실, ③ 유닛 격실, ④ 케이블 격실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중 무선 열화 감시의 대상인 유닛 격실은 Figure 2(b)와 

같이 인출 유닛을 인입 및 인출이 가능하도록 주 회로, 부

하 회로 및 제어회로가 자동적으로 분리 및 결선되는 구조

로 되어 있다(14).

인출 유닛의 주요 구성은 MCCB(15), 전자접촉기(magnetic 

contactor, MC)(16),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lectronic over 

current relay, EOCR)(17), current transformer (CT), V-meter, 

A-meter, 표시램프, 릴레이, 조작 S/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CCB는 단락 사고와 이상 전류 차단을 위해서 배선 계

통 인입단에 사용, 전자접촉기는 가동 접점을 기계적으로 

동작 시켜 모터와 같은 부하를 제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는 변류기에서 과전류 최고치를 검출하여 내장된 릴레이를 

작동시켜 모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MCC의 인출 유닛은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서 MCCB, 

MC의 접속 단자 발열 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측정된 온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출 유닛의 착탈 시 배선상의 간섭이 

없고 기존 MCC 개조 작업이 용이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이 

필요하다. BLE 5.0 장치는 기본적으로 Advertise(18) 방식을 

지원하며 Broadcaster 모드, Observer 모드, Central 모드와 

Peripheral 모드(19)로 구분되며, 이중 Central 모드와 Peripheral 

모드는 BLE 다중 연결 방식이 지원되어 최대 19개까지 다

중 접속이 가능하다.

온도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하여 온도 데이터를 클라우

드 서버로 업로드하기 위해서 MCC 측정 온도를 message 

queueing telemetry transport (MQTT)(20)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데이터 서버인 MQTT Broker가 관련 토픽(Topic)으로 메

시지를 전송한다.

Figure 1. Design of LV-MCC monitoring system based on IoT.

(a) MCC (b) Withdrawable Unit 

Figure 2. Component of MCC and withdrawable uni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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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선 열화 감지 시스템의 온도컨트롤러 구성

전동기 제어반 인출 유닛 내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ure 3(a)와 같이 MCCB Load 

측에 ① MCCB Lower 온도계, Line 측에 ② MCCB Upper 

온도계를 설치하고 MC Load 측에 ③ MC Lower 온도계, 

Line 측에 ④ MC Upper 온도계 4종을 설치하고 온도 수집

을 위해서 Figure 3(b)와 같이 RS-485통신으로 연결하여 

MCCB Lower 온도계를 RS-485 MASTER로 설정한다.

3.3 MCCB 접속부 온도 수집

배선용 차단기의 Line 측, Load 측 접속부 6개소의 온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Figure 4와 같이 (a) MCCB Upper 온도

계(②), MCCB Lower 온도계(①) 2종이 존재한다. 온도 측

정은 Figure 5와 같이 NTC Thermistor 센서(21)로 제작된 센

서 라인을 이용하여 MCCB 단자 접속부 6개소 온도를 측

정한다. Figure 4의 ② MCCB Upper 온도계는 RS-485 통신, 

Node ID 설정을 위한 로터리스위치, 온도 측정을 위해서 

전압 분배 회로(21)를 반영하여 NTC Thermistor의 온도를 측

정한다. 배선용 차단기 Line 측 R, S, T 상의 온도를 NTC 

Thermistor를 통해서 읽고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MCCB 

Lower 온도계로 온도 데이터를 전송한다. ① MCCB Lower 

온도계는 Node ID 설정을 위한 로터리스위치, 온도 측정을 

위해서 전압 분배 회로를 반영하여 NTC Thermistor의 온도

를 측정하고 MCCB Upper 온도계, MC Upper 온도계, MC 

Lower 온도계의 온도를 읽기 위한 RS-485 통신, Repeater로 

온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nRF52832 (NORDIC) 칩을 

사용한 BLE 모듈을 회로에 구성한다.

MCCB Lower 온도계는 배선용 차단기 Load 측 R, S, T 

상의 온도를 NTC Thermistor를 통해서 읽고 Figure 6과 같

이 RS-485 통신을 통해서 ID:1, ID:2, ID:3 순서로 0.5 s마다 

온도 데이터를 요청한다. 슬레이브는 요청 ID가 동일한 경

우에만 온도 데이터를 응답한다. BLE Peripheral 모드로 동

작하는 MCCB Lower 온도계는 BLE Central과 다중 연결 

방식을 통해 BLE Central 요청에 따라서 온도 데이터를 리

피터를 통해 무선 송신하게 된다.

3.4 MC 차단기 접속부 온도 수집

전자접촉기의 Line 측, Load 측 접속부 6개소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igure 7과 같이 ④ MC Upper 온도계, ③ 

MC Lower 온도계 2종이 존재한다. 온도 측정은 Figure 8과 

(a) Withdrawable Unit (b) RS-485 Communication 

Figure 3. MCCB, MC thermometer board component.

Figure 4. Image for MCCB thermometer design within withdrawable
unit.

Figure 5. Image for MCCB temperature measurement within 
withdrawable unit.

Figure 6. RS-485 process sequence diagram.

Figure 7. MC thermometer re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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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NTC Thermistor 센서로 제작된 센서선을 이용하여 

MC 단자 접속부 6개소 온도를 측정한다. Figure 7의 ④ 

MC Upper 온도계는 RS-485 통신, Node ID 설정을 위한 로

터리스위치, 온도 측정을 위해서 전압 분배 회로를 반영하

여 NTC Thermistor의 온도를 측정한다. 전자접촉기 Line 측 

R, S, T 상의 온도를 NTC Thermistor를 통해서 읽고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① MCCB Lower 온도계로 온도 데이터를 

전송한다.

Figure 7의 ③ MC Lower 온도계는 RS-485 통신, Node ID 

설정을 위한 로터리스위치, 온도 측정을 위해서 전압 분배 

회로를 반영하여 NTC Thermistor의 온도를 측정하고 전자

식 과전류 계전기(삼화社 Model : DSP-CTM)의 전류 측정

을 위한 ADC (4-20mA) 검출 회로를 추가로 구성한다. 전

자접촉기 Load 측 R, S, T 상의 온도를 NTC Thermistor를 

통해서 읽고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① MCCB Lower 온

도계로 온도 데이터를 전송한다.

3.5 무선 데이터 전송 장치 Repeater 구현

Repeater는 Figure 9와 같이 3개의 통신 모듈을 사용한다. 

① nRF52840 모듈은 Slave BLE 센서 통신, ② nRF52832 모

듈은 Repeater 파라미터 설정, ③ WizFi360-CON 모듈은 

Gateway와 통신을 수행한다. BLE Chip (nRF2840)은 데이

터 Scan과 장치 연결이 가능한 Central 모드, MCCB Lower 

온도계에 사용하는 BLE Chip (nRF52832)은 Advertising을 

하면서 연결을 기다는 Peripheral 모드로 동작하도록 설정

한다.

MCCB Lower 온도계는 Slave BLE로써 Advertising 메시

지의 Manufacturer Data에 Group ID와 UUID를 포함하여 

Advertising 메시지를 전송한다. Cnetral 모드인 Master BLE 

Repeater는 Scan을 통하여 Slave Advertising 메시지의 Group 

ID와 UUID를 확인하고 Cental의 Group ID와 UUID가 동일

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BLE 연결이 이뤄지도록 한다. 

Figure 10과 같이 Repeater는 BLE Peripheral 모드인 MCCB 

Lower 온도계에게 온도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MCCB 

Lower 온도계는 0.5 s 간격으로 Node ID 순서로 온도데이

터를 4회 전송을 한다. Repeater는 MCCB, MC 온도 데이터

를 요청하기 위해서 Table 2와 같이 전송을 한다.

Start Code는 ‘M’, ‘E’ 2 Byte, Length는 0x08, BLE ID는 

MCCB Lower 온도계 BLE ID이며 마지막으로 Check Sum

은 1 Btye로 구성되어 있다. 

MCCB Lower 온도계는 Repeater의 데이터 요청이 오면 

Table 3의 응답 프로토콜과 같이 전송을 한다. Start Code는 

‘M’, ‘E’ 2 Byte, Length는 0x14, Device의 경우 MCCB 온도

는 ‘M’, MC 온도는 ‘m’으로 구분, BLE ID는 MCCB Lower 

온도계의 BLE ID, Node ID는 로터리 스위치 번호, R, S, T 

상이 온도를 넣고 마지막으로 Check Sum 데이터를 넣어 

Node ID 순서로 4번 송신한다.

Repeater는 게이트웨이와 통신을 위해서 WizFi360(22) 모

듈을 사용한다. WizFi360의 DHCP 설정을 Staion 모드로 설

정하고 게이트웨이 Soft AP의 SSID와 PW를 설정하면 자동

Figure 8. MC temperature measurement real image.

Figure 9. Repeater PCB.

Figure 10. BLE communication sequence diagram.

No Parameter name Byte

1 Start code 2

2 Length 1

3 Reserved 1 1

4 Reserved 2 1

5 BLE ID 1

6 Reserved 3 1

7 Check sum 1

Table 2. BLE Communication Reques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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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게이트웨이와 연결하게 되고 TCP/IP 통신으로 Table 4

와 같이 0.5 s 간격으로 저장된 온도 데이터를 송신하게 된

다. Start Code는 ‘M’, ‘E’ 2 Byte, Length는 0x0E, Repeater 

ID는 Repeater자신의 번호, BLE ID는 MCCB Lower 온도계

의 BLE ID, Node ID는 로터리 스위치 번호, R, S, T 상이 

온도를 넣고 마지막으로 Check Sum 데이터를 넣어 Node 

ID 순서로 4번 송신한다.

3.6 데이터 전송 장치 Gateway

게이트웨이는 Repeater와 클라우드 서버와 동시에 통신

하기 위해서 WizFi360 모듈을 사용한다. WizFi360의 DHCP 

모드를 SoftAP, Station 두 가지 모드로 설정하고 SoftAP 모

드는 Repeater와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Staion 모드는 클

라우드 서버와 통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Repeater와 통신을 위한 SoftAP는 Repeater가 접속하도록 

ID (SSID), 패스워드(PW), DHCP 서버의 IP 대역과 SoftAP의 

고정 IP를 설정하고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을 위한 DHCP 모

드의 Staion 모드에서는 무선 공유기(AP)의 ID (SSID)와 패스

워드(PW)를 설정하여 MQTT 프로토콜 방식으로 전송한다.

전동기 제어반의 게이트웨이는 Repeater와 연결된 배선

용 차단기, 전자접촉기의 19세트(MCCB 1, Load 측, MC 1, 

Load 측 4종 온도계), Figure 11과 같이 0.5 s에 한 번씩 76

개 온도계의 온도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Figure 12와 같이 ① Repeater 1번

으로부터 받은 온도 데이터를 ② BLE ID 별로 Node ID : 

0～3번 온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③ 1 s 간격으로 전송을 

하면 ④ BLE ID가 최대 19번인 경우 76개의 센서 데이터

를 전송하게 된다. Repeater가 3개이면 총 228개 온도 센서

를 통해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발열 온도를 게이트웨

이는 최대 3 min 48 s 주기로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No Protocol name Byte

1 Start code 2

2 Length 1

3 Device 1

4 Reserved 1 1

5 BLE ID 1

6 Node ID 1

5 Temp R 2

6 Temp S 2

7 Temp T 2

8 Reserved 2 6

9 Check sum 1

Table 3. BLE Communication Response Protocol

No Protocol name Byte

1 Start code 2

2 Length 1

3 Repeater ID 1

4 BLE ID 1

5 Node ID 1

6 Temp R 2

5 Temp S 2

6 Temp T 2

7 Reserved 1

9 Check sum 1

Table 4. WiFi Communication Protocol Figure 11. Repeater to gateway WiFi communication flowchart.

Figure 12. Gateway to cloud server WiFi communication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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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서버인 MQTT Broker가 관련 Topic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MQTT 토픽은 Publisher와 Subscriber가 메시지를 발행/구

독하는 과정에 채널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게이트웨이는 

토픽 명을 고유 ID인 WiFi Mac 주소를 토픽 명으로 사용하

여 Figure 13과 같이 Repeater ID (REPETER), BLE 슬레이

브 ID (MASTER), Node ID (SLAVE), 온도 데이터 순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3.7 클라우드 웹서버

웹서버는 Figure 14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WS의 EC2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리눅스 기반으로 PHP 

7.2, MariaDB, Apache를 설치하여 기본 웹서버 구동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제품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메시지 송수신

을 위해 MQTT의 broker인 Mosquitto를 설치하였고 MQTT를 

통해 수신한 온도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Python 3.2로 수신 

데이터를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제품 등록은 Figure 15와 같이 ① 제품 ID, ② 제품 정보 

및 MQTT로 수신할 ③ 토픽을 지정하고, 지정된 토픽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면 해당 제품군에 온도 데이터를 저장한다. 

게이트웨이 교체 시 중간에 토픽이 변경될 경우 관리자 페

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④ 알람 온도 설

정이 가능하여 게이트웨이 Topic에 따라서 관리자가 지정한 

온도보다 높은 온도 데이터가 수신되면 해당 설비 담당자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SMS가 발송되며, 사용자 페이지에서

도 표시되어, 사용자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설계한다. 

4. 무선 열화 감지 시스템의 성능 실험 방법

4.1 실험 내용 및 절차

무선 열화 감지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하여 전동

기 제어반의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의 단자 접속부 12

개소의 BLE 무선통신을 이용한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Web page를 통해 온도 데이터 모니터링을 수행

한다. 이를 위한 실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 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한다.

Step 1 : 전동기 제어반 내 Repeater와 온도센서는 BLE 

통신 거리를 고려하여 Figure 16과 같이 A, B, C 구역으로 

구분 설치한다. A 구역은 게이트웨이 1개, Repeater 1개와 4

Figure 13. Publish packet protocol.

Figure 14. MQTT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Figure 15. Web page configuration.

(a) Area A

(b) Area B

(c) Area C

Figure 16. Thermometer layout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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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온도센서 설치, B 구역은 B 구역 Repeater, C 구역 

Repeater 각 1개, 12세트 온도센서 설치, C 구역은 6세트 온

도센서를 Figure 17과 같이 설치한다. 

Step 2 : 전동기 제어반의 접속부 온도 모니터링을 위하

여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 전송 위한 이더넷망 구축을 위

해 AP와 LTE Router를 설치 한다. 

Step 3 : 전동기 제어반 내 인출 유닛의 온도를 MCCB 

Lower 온도계는 RS-485 통신으로 인출 유닛 내 12개소의 

접속부 온도를 수집하고 Repeater는 1 s에 한 번씩 순차적

으로 MCCB Load 측 온도, MCCB Line 측 온도, MC Load 

측 온도, MC Line 측 온도를 MCCB Lower 온도계를 통해

서 수집하고 게이트웨이로 0.5 s 간격으로 전송한다. 

Step 4 : 게이트웨이는 WiFi 통신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Repeater [No.1], Repeater [No.2], Repeater [No.3] 순서로 순차

적으로 1 s 간격으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Figure 18과 같이 Repeater 번호, BLE ID, Node ID, 

온도 데이터를 수신을 하게 되어 Web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5. 실험 결과

단계별로 성능시험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

출하였다.

첫째, BLE 무선 통신을 통해 Figure 16(b) 도면과 같이 2

번 Repeater에서 최대 거리 BLE Peripheral 슬레이브 12번이 

설치된 좌측 5번째 제어반에서 BLE 무선 통신 신호가 확

인되어 Figure 19와 같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둘째, Figure 20과 같이 전동기 제어반 내 데이터 통신을 

Figure 17. Installing the motor control center thermometer.

Figure 18. Web page screen sample.

Figure 19. Repeater No.2 web page screen sample.

Figure 20. Repeater No.2 web page scree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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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으로 구축하여 BLE Central Repeater 1개당 최대 19개 

BLE Peripheral 슬레이브 연결이 가능하고 전동기 제어반 

내에서 실험을 통해 BLE Peripheral 슬레이브 12개를 설치

하여 BLE 다중 연결 통신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동기 제어반 총 57개인 경우 인출 유닛의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발열 온도를 게이트웨이는 1 s에 1개씩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면 최대 3 min 48 s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6. 시사점 

전동기 제어반의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의 단자 접

속부 12개소의 BLE 무선통신을 이용한 온도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여 온도 데이터를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동기 제어반이 통전, 모터 운전 상태에서도 BLE 

다중 연결 구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설치된 

전동기 제어반과 전동기 제어반 유지 보수, 교체 작업 시 

통신 배선이 없는 BLE 무선통신으로 배선 작업의 번거로

움 없이 신규 설치, 교체 설치,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전동

기 제어반의 유지 보수가 용이할 것이다. 

둘째 전동기 제어반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배전용 차

단기와 전자접촉기의 1차 측, 2차 측 R, S, T 상의 온도가 

다르게 측정됨을 확인하였고 각 상마다 온도 변화를 모니

터링 하였다. 이를 통해 부하 전류와 함께 분석을 한다면 

R, S, T 상의 발열 온도의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전동기 제어반 총 57개 인출 유닛의 발열 온도를 

최대 3 min 48 s 주기적인 업데이트 통해서 접속부 온도 변

화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임계온도 설정을 통해 관리자에

게 통보함으로써 전동기 제어반의 전기 안전 신뢰성 향상

과 전기 화재 등 전기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열화감지 시스템은 기존 선행

연구와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전동기 배선반 내 배선용 차단기, 전자 개폐기의 

Line 측, Load 측 R, S, T 상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열화

상 카메라 모듈이 아닌 온도센서를 사용하여 접속부 12개

소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열화상 카메라 모듈을 사용

하면 최고 온도만 측정이 되어 단자 접속부 12개소의 온도 

분석이 어렵고, 열화상 모듈 설치 위치에 따라 화각과 초점

이 다르게 나타나 배선용 차단기, 전자 개폐기 내측 접속부 

단자 온도 측정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둘째 센서부 통신을 유선으로 적용할 경우 전동기 제어

반 유닛 격실 내 인출 유닛 착탈 시 통신 배선의 탈거로 인

한 불편함이 있으며 기존 전동기 제어반에 설치 시 추가 

통신선 작업의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전동기 제어

반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쉽도록 BLE 다중 연결 방식을 적

용하여 실시간 온도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7. 결  론

본 연구는 전동기 제어반의 전기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선용 차단기, 전자 접촉기의 단자 접속부의 단자 접

속부의 발열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계 2종을 설계하여 

BLE 다중 접속방식으로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실험 결과 전동기 제어반 접속부 발열 온도 측정 및 

BLE 통신을 통해 BLE Central Repeater와 BLE Peripheral 슬

레이브 최대 19개까지 통신이 가능하고 전동기 제어반 좌/

우 5개 내에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최대 3 min 48 s 주기

로 클라우드 서버로 업데이트 가능하여 발열 온도 모니터

링을 통해 전기 화재 예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동기 제어반의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의 접속부 발열 온도를 측정하여 임계온도 설정을 통해서 

접촉 불량, 과전류, 이상 전류로 인한 발열 온도 확인이 가능

하고 이에 따른 위험 정보를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전기 

화재 예방이 및 일상 점검의 부하를 줄일 수 있어 전기 안

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BLE 다중 연결 방식은 BLE Cental 모드에서 

BLE Peripheral 슬레이브가 최대 19개만 연결이 가능하여 

슬레이브 증가 시 BLE Cental Repeater와 게이트웨이 추가

가 필요로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개의 

BLE Cental 모드에서 Group ID를 다수로 변경하여 다수의 

BLE Peripheral 슬레이브 연결용 모듈의 추가 개발이 필요

하다. 

향후에는 부하 전류도 함께 측정하여 접속부 정상 발열 

온도를 판단을 위해 부하 전류와 최고 발열 온도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예측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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