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14 October 2019

Revised: 13 November 2019

Accepted: 17 December 2019

Copyright Ⓒ Korean Solar Energy Socie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39, No.6, pp.55-65, December 2019

https://doi.org/10.7836/kses.2019.39.6.055

pISSN : 1598-6411

eISSN : 2508-3562

OPEN ACCESS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9, No. 6, 2019 55

ARTICLE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적외선 열화상 안전 

진단 시스템 개발

정종문*
･ 박성훈**

･ 이용식***
･ 김재현****†

****순천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순천대학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박사과정
****주식회사 에스알이엔지, 연구소장
****순천대학교 전기공학전공, 교수

The Development of Infrared Thermal Imaging 

Safety Diagnosis System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Jung Jong-Moon* ･ Park Sung-Hun** ･ Lee Yong-Sik*** ･ Gim Jae-Hyeon****†

****MSE Student,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Ph.D Student,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Research, SRENG Co., Ltd
****Professor, Majoring in Electrical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hg@scnu.ac.kr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dustry, the importance of electrical safety was 

recognized because of a lot of new electrical equipment are installing and the electrical 

accidents have been occurring annually. Today, the electrical equipments is inspect by using the 

portable 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but the most negative element of using the camera is 

inspected for only state of heating, the reliable diagnosis is depended with inspector’s 

knowledge, and real-time monitoring is impossible. This paper present the infrared thermal 

imaging safety diagnosis system. This system is able to monitor in real time, predict the state of 

fault, and diagnose the state with analysis of thermal and power data. The system consists of a 

main processor, an infrared camera module, the power data acquisition board, and a server. The 

diagnostic algorithm is based on a mathematical model designed by analyzing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emperature and power data. To test the prediction algorithm, 

the simulations were performed by damaging the terminals or cables on the switchboard to 

generate a large amount of heat. Utilizing these simulations, the developed prediction algorithm 

was verified.

Keywords: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열화상 시스템(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s), 안전진단 (Safety diagnosis), 저압수배전반(low-voltage switc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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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 각 모집단의 X, Y의 값

 : 모집단 X, Y 간의 공분산


  : X, Y 모집단의 상관계수


, 

: 모집단의 X, Y의 평균




, 


: 모집단의 X, Y의 표준편자

 : 계산된 예상온도(℃)

 : 측정된 온도(℃)

 : 측정된 전류(A)

 : 예상온도와 측정온도 차이의 절대 값(℃)

1. 서 론

전력 기술 발달과 수요 증가로 분산 발전 설비, 수배전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다양한 전력설비가 신설

되고 있으며 기존의 설비와 결합되어 구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전기안전 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

며 설비의 과부하와 노후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이 설비

의 안전관리 영역까지 점차 확장되어 연구되고 있다1,2).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18년도 전기재해 통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 발생한 42,337건의 화재를 원인별로 분

류 할 경우 전기적인 요인은 9,240건으로 21.9%에 달하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중 절연 열화에 의한 단

락 24.5%, 미확인 단락 23.9%, 트래킹에 의한 단락 12.0%, 과부하 10.5%, 접촉 불량 10.3% 등으로 대부분 열

이 동반하게 된다3). 이러한 열적인 상황들은 전기설비의 장치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

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장비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은 비접촉방법으로 전기설비의 전원공급 중단 없이 점

검이 가능하며 열화상을 통한 전체적인 온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

시가 어렵고 점검자의 지식에 의존하여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적외선 열화상 안전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력과 온도 데

이터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을 이용한 수학적인 모델을 진단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수배전반의 이상상태를 예

측 진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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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 진단용 열화상 시스템 구성

2.1 적외선 열화상 안전진단 시스템의 구성

적외선 열화상 안전진단 시스템의 구성은 Fig. 1 과 같다. 메인프로세서인 Raspberry Pi를 통해 모든 데이터

가 통합 처리되고 LCD Display를 통해 전력 및 온도, 열화상이 모니터링 된다. 적외선 열화상 센서 모듈인 

Lepton 2.0을 이용하여 수배전반 내부의 온도 상태를 측정하며, 전력데이터수집장치를 이용하여 각상의 전력 

데이터가 수집된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TCP/IP 통신을 이용하여 웹서버에 저장되고 알고리즘을 통해 수배전반

의 이상상태를 분석 및 진단되며 웹페이지를 통하여 모니터링 된다4).

Fig. 1 Diagram of Infrared Thermal Imaging Safety Diagnosis

열화상 이미지 센서 모듈의 성능은 측정 범위는 Fig. 2와 같다. 수배전반의 내부의 측정 면적은 열화상 카메라 

모듈의 렌즈와 내부 장치들과의 거리()가 150[mm]이고 화각이 51°로 측정거리()가 약 143[mm]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최종면적()은 20,475[mm2]이다. 이것은 1[Pixel]에 약 4.27[mm2]면적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a) Distance between lens and switchboard (b) Measuring area

Fig. 2 Calculation of the measuring area of the lepton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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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는 식(1)을 이용하여 두 개의 모집단 간의 상관관계 정도

를 분석할 수 있으며, 모집단은 각 상의 전압, 전류, 온도의 데이터이다.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에 대한 적절성은 

범위는 Table 1과 같이 ±1.0에 근접할 수 록 선형 특성을 갖으며, 양수일 경우에는 비례 관계, 음수일 경우에는 

반비례 관계로 분석한다. 또한 0에 근접할 수 록 비선형 특성을 갖으며 관계성이 낮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방법

으로 각 모집단 간의 선형 관계성을 확인한다5,6).

   






 







  
 











  



 
 


(1)

Table 1 Linear relationship of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anges 

Coefficient ranges of determination Description of Linear relationship

- 1.0 ≦   < - 0.7 Very strong negative (   =╶ 1) Perfect line with negative

- 0.7 ≦ 
  < - 0.3 Strong negative

- 0.3 ≦   < - 0.1 Weak negative

- 0.1 ≦   < + 0.1 Negligible (   = 0 ) Non Linear

+ 0.1 ≦ 
  < + 0.3 Weak positive 

+ 0.3 ≦   < + 0.7 Strong positive

+ 0.7 ≦   < + 1.0 Very strong positive (   = + 1) Perfect line with positive

2.3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안전 진단 방법

전력설비를 안전 진단은 단상 및 3상 비교법, 온도 패턴법, 전기 절연 재료의 내열성 등급을 이용하는 방법 등

이 있다. 단상 혹은 3상온도 비교법은 1개의 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나 1차 측과 2차 측의 온도 차이가 났을 경

우 확인 하는 방법으로 5℃ 미만일 경우 정상, 5 ~ 10℃의 경우 요주의, 10℃ 이상의 경우 이상 상태로 판단 한다 

. 온도 패턴법의 경우 전력설비가 사용되는 부하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온도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정한 후 기준

에서 측정값이 일정 이상 벗어날 경우 요주의 또는 이상으로 판별 한다 . 전기 절연 재료의 내열성 등급을 이용

하는 방법은 70, 90, 105, 120, 130, 155, 180, 200, 220, 250등급으로 기준을 일정이상 초과할 경우 위험성을 진

단한다7,8).

2.4 피어슨 상관계수를 적용한 제어 알고리즘 

 정상상태인 100 kW급 저압 수배전반 저압수배전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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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는 Fig. 3과 같다. 분석은 R Studi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Correlogram으로 표

현하였다. Correlogram은 데이터들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낸 그래프이다. Correlogram의 

rv에서 시작하여 spot에서 끝나는 대각 항은 각 상의 전압과 전류, 최대온도, 최소온도, 스팟온도의 항목을 나타

내며, 각 항목들 간의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연관성이 표시된다. 대각 항에서 좌측 하단은 피어슨 상관계

수의 선형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이며 우측 상단은 상관계수의 수치가 표시된다.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S상은 전류와 최대 온도 측정 지점을 일치 시킨 경우이고, R상은 전류와 최대 온도 측정지점은 

불일치 한 경우이며, T상은 전류가 0A로 동작되지 않는 경우의 조건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력 데이터와 온도 데이터의 상관관계 결과에서 가장 높은 것은 0.8로 S상의 전류와 최대온도이었

으며 전력의 측정 지점(S상)과 온도의 측정 지점(S상 접점)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R상과 T상의 경우는 측정

지점이 서로 불일치하였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았다. 그리고 전압과 온도의 관계성은 –0.40 ~ 0.35이고 , 전압

과 전류의 관계성은–0.51 ~ 0.49로 낮은 편에 속하였으며 비례와 반비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연관

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특성들로 전류와 온도의 상관관계는 측정지점이 동일한 경우에 비

례적인 선형성이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대 온도와 최소온도의 상관관계는 0.75로 연관성이 높

았으며 최소온도는 주변온도로 대체될 수 있다.

Fig.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voltage, current and temperature

Fig. 4는 각상의 전류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며, 전류 데이터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도 데이터와 비모수 검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비모수 검정은 데이터의 양이 적고, 

분포의 비대칭성이 크며, 평균보다 중위수에 유리하다고 볼 때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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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phase current (b) S phase current (c) T phase current

Fig. 4 Histogram of R-S-T phase current

공변량(Covariates)를 통제한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

여 Fig. 5와 같이 Curve fitting을 하였고, 이상 데이터를 Moving average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선형모델은 

식(2)와 같으며 측정된 전류( )을 이용하여 예상온도()가 계산된다9). 그리고 식(3)과 같이 예상온도()와 

측정온도( )를 비교한 값을 이용하여 이상상태를 진단하게 된다. Fig. 6은 측정된온도( )과 예상된온도

()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3℃ 이내의 온도 차이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    (2)

   (3)

Fig. 5 Result of curve fitting Fig. 6 Comparison of measuring and predicting temperature

3. 실험 구성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열화상 안전진단 시스템을 Fig. 7과 같이 100 kW 급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는 저압반 

수배전반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적용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예상온도와 측정온도의 비교하여 알고리즘

의 알람상태와 그래프, 열화상 이미지를 분석하여 진단하였다. 수배전반의 고장상태는 단자부의 접점을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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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풀거나 저항이 높은 케이블 또는 금속으로 대체 하여 보다 많은 줄열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실험하였다.

 

(a) Inside with power DAQ board (b) Infrared camera module (c) Outside with main processor

Fig. 7 TEST BED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stalled 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

3.1 예상온도(Tp)와 측정온도(Tm)의 비교를 통한 진단 기준 설정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일 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실험하였으며 실시간 열화상 이미지, 전류, 온도의 그래

프를 모니터링한 결과는 Figs. 8 ~ 9와 같다. 열화상의 온도색상은 최대온도와 최소온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며, 적색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청색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이고, 흰색은 측정 가능한 최대 범위를 초

과한 값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녹색선은 최고온도, 주황색 선은 스팟온도, 청색선은 최저온도를 나타내며, R상 

전류는 파란색 점선, S상 전류는 검은색 점선, T상 전류는 연두색 점선이다. 그리고 Y축은 온도와 전류 크기이

며 X축은 경과 시간을 나타낸다. 

Fig. 8 A case of steady state of the switchboar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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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case of fault state of the switchboard panel

정상적인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 S상의 전류 변화에 의해 S상 접점의 최대 온도가 반응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Fig. 8과 같다. Table 2의 정상상태인 ⓐ ~ ⓓ값을 보면 예상온도()와 측정온도( )의 차이

가 0.96 ~ 1.45℃로 2℃ 이내의 온도 차이일 때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비정상적인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 T상의 

접점을 느슨하게 채결하여 전류 변화에 의해 T상 접점의 최대 온도가 반응하도록 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Fig. 

9와 같다. Table 2의 비정상상태인 ⓕ값을 보면 측정온도( )와 예상온도()의 차이가 6.17℃를 보였으며 비

슷한 전류 일 때인 ⓐ의 측정된 온도( )를 비교했을 때 7.7℃이 더 높게 나타나 측정온도( )이 예상 값에 크

게 벗어난 상태임을 확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과 실험 전 · 후 환경온도 변화 약 1 ∼ 2℃를 고려하여 3℃미만

일 경우 정상, 8℃이상일 경우 비정상 기준을 설정하였다.

Table 2 The steady and fault state data on the switchboard

State Measured current (A) Predicted temperature, TP (°C)  Measured temperature, Tm (°C)  │TP ― Tm │ (°C)

Steady 

ⓐ 7.4 32.95 31.5 1.45

ⓑ 10.6 34.16 33.1 1.06

ⓒ 0 30.18 29.1 1.08

ⓓ 10.6 34.16 33.2 0.96

Fault 

ⓔ 0 30.18 31.3  1.12

ⓕ 7.6 33.03 39.2  6.17

ⓖ 0 30.21 31.9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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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진단기준이 확립된 알고리즘 설계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의 수배전반의 실험을 통해 정상 기준과 비정상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추가로 3상 온

도 비교법의 기준을 고려하여 3℃ 미만일 경우 정상, 3℃ 이상에서 5℃ 미만일 경우 주의(Concern), 5℃이상에

서 8℃ 미만일 경우 관심(Attention), 8℃이상일 경우 경고(Warning)로 진단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알고리즘 순

서도는 Fig. 10과 같다9).

Fig. 10 Flowchart of algorithm

3.3 알고리즘을 통한 고장 상태 검증

고장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S상 단자부에 얇은 철심으로 케이블을 대체하였고 완벽하지 않은 채결로 단자부 

저항을 높여 특정지점이 줄열에 의해 발열이 심해지도록 실험 구성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Fig. 11과 같다. 열

화상에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의 면적이 좁고 최저온도에 가까운 면적이 넓었으며 최고온도와 최저온

도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화면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타났다. 이러함 점을 이용하여 

열화상에서의 이상상태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분석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값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에서 ⓗ의 경우 0A일 때 온도 차가 4.7℃로 주의(Concern)이지만 이후 온도가 하강하여 ⓘ의 

상태와 같이 온도차 2.6℃로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 ~ ⓛ는 8℃이상이므로 경

고로 접점 불량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상상태를 진단하여 경고(Warning)상태로 그래프의 색이 붉은

색으로 표현되었으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은 온도차가 7.1℃로 관심(Attention)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주시해야하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알람과 그래프 확인으로 온도와 전류, 열화

상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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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case of fault state of the switchboard Panel

Table 3 The Safety Diagnosis on the switchboard

Point Measured current (A) Predicted temperature, TP (°C)  Measured temperature, Tm (°C)  │TP ― Tm │ (°C) Alarm

ⓗ 0.0 30.2 34.9 4.7 Concern

ⓘ 4.1 31.9 29.3 2.6 -

ⓙ 4.1 31.7 45.6 13.9 Warning

ⓚ 4.1 31.7 115.6 83.9 Warning

ⓛ 9.4 33.7 96.6 62.9 Warning

ⓜ 8.8 33.5 40.6 7.1 Attention

4. 결 론

정상상태인 100 kW급 저압 수배전반의 온도와 전력 데이터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을 이용하여 선형모델을 

설계하였고,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의 실험을 통해 진단 기준을 설정하여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상상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적외선 열화상 안전진단 시스템을 개발

함으로 전력설비의 효과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00 kW급 저압 수배전반에서 측정된 전력과 온도 데이터를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으로 각 변수간의 관

계성을 확인하였으며 분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형모델을 설계하였다. 

(2)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인 수배전반의 비교실험을 통해 진단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적외선 열화상 안전진

단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3) 모의실험을 통하여 1차적으로 열화상 이미지를 통한 진단과 2차적으로 선형 모델로 계산된 예상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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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온도의 차이에 의한 진단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4) 개발된 시스템은 기존의 열화상 안전진단 방법을 참고한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 상

태와 고장 상태를 구분하여 예측 진단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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