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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차단기 
ARC Detec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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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Trajan pr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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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설 립 일

대표이사

홈페이지

주요사업

㈜아이앤씨테크놀로지

1996년 11월 15일(2009년 KOSDAQ 상장)

박 창 일

www.inctech.co.kr

1)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 (한전AMI사업)/ 조명제어 시스템 등

2) 유/무선 통신 솔루션   (PLC / 와이파이 / 블루투스)

3) 모바일 TV 솔루션 (T-DMB / ISDB-T)

4) 전기화재방지솔루션(아크 차단기)

COMPANY INTRODUCTION

인증서 OUR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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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DMB RF/BB 통합칩 출시

DMB Market 점유 92% 달성

코스닥시장 상장 

Wi-Fi 칩 개발 착수

LTE-A RFIC 개발 착수(W/ LG전자)

Digital Radio 사업 착수

PLC  칩 개발완료 및 AMI사업 착수

PLC  탑재 한전AMI, 도공 조명제어 공급 
국내 최초 자체개발 Wi-Fi칩 양산 개시          

도로공사 터널등&가로등 PLC모뎀 공급 개시

한전 AMI사업 최대 공급사(DCU & PLC 모뎀)

세계 최초 Hybrid DCU(PLC & Wi-SUN) 개발 및 실증 
KT GiGa Energy Manager 사업 LTE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 
ANC 시제품 양산

전기화재방지시스템 개발(ARC 차단기)

전통시장 노후전선 현대화 사업 참여

세계 최초 아크 감지 칩 출시 
한전AMI5-1차 사업 재개

StarARC™ 기능 2세대 아크겸용 누전 차단기 출시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명칭(제품명칭)

기본모델명

등록번호

Trade  Name  or  Registrant

Equipment  Name

Basic  Model  Number

Registration No.

누누전전차차단단기기((아아크크차차단단기기겸겸용용))    

IIAAPP--RRDD3300bb

((주주))  아아이이앤앤씨씨테테크크놀놀로로지지

RR--RR--iiNNcc--IIAAPP--RRDD3300bb

제조자/제조(조립)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Date of Registration
등록연월일

2020년(Year)  09월(Month)  07일(Day)

22002200--0088--0055

((주주))  아아이이앤앤씨씨테테크크놀놀로로지지   //  한한국국

파생모델명 IIAAPP--RRDD3300,,  IIAAPP--RRDD3300bb  DD3322,,  IIAAPP--RRDD3300bb  DD2200,,  IIAAPP--RRDD3300bb  DD1166,,  
IIAAPP--RRDD3300  DD3322,,  IIAAPP--RRDD3300  DD2200,,  IIAAPP--RRDD3300  DD1166Series  Model  Number

방방송송통통신신기기자자재재등등의의   적적합합등등록록   필필증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국국립립전전파파연연구구원원장장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적적합합성성평평가가표표시시""

기타
Others

--   캐캐패패시시터터   변변경경     제제조조자자   ::   TTMM CC PP     모모       델델   ::   TTMM CC PP 11CC 447755MM TTFFRR     특특       성성   ::   44 ..77   
uu FF ,,   ±± 22 00   %% ,,   22 00 11 22 ,,   ((TT aa nn ttaa lluu mm   CC aa pp aa cc ii ttoo rr ))   

1AA8-7363-FD5D-94B8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명칭(제품명칭)

기본모델명

등록번호

Trade  Name  or  Registrant

Equipment  Name

Basic  Model  Number

Registration No.

누누전전차차단단기기((아아크크차차단단기기겸겸용용))    

IIAAPP--RRDD3300ww

((주주))  아아이이앤앤씨씨테테크크놀놀로로지지

RR--RR--iiNNcc--IIAAPP--RRDD3300ww

제조자/제조(조립)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Date of Registration
등록연월일

2020년(Year)  09월(Month)  07일(Day)

22002200--0088--0055

((주주))  아아이이앤앤씨씨테테크크놀놀로로지지   //  한한국국

파생모델명
IIAAPP--RRDD3300ww  DD1166,,  IIAAPP--RRDD3300ww  DD3322,,  IIAAPP--RRDD3300ww  DD2200Series  Model  Number

방방송송통통신신기기자자재재등등의의   적적합합등등록록   필필증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국국립립전전파파연연구구원원장장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적적합합성성평평가가표표시시""

기타
Others

--   캐캐패패시시터터   변변경경     제제조조자자   ::   TTMM CC PP     모모       델델   ::   TTMM CC PP 11CC 447755MM TTFFRR     특특       성성   ::   44 ..77   
uu FF ,,   ±± 22 00   %% ,,   22 00 11 22 ,,   ((TT aa nn ttaa lluu mm   CC aa pp aa cc ii ttoo rr ))

CBE5-2247-8FE2-9151

KC, EMC

신기술 인증, 특허

품질인증

아크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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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02레귤러
영문: Trajan pro B

반도체

모듈

솔루션

제품

 SMART ENERGY & IoT 
TOTAL SOLUTION PROVIDER

Wi-Fi ModulE

HoME ioT 

아크감지모듈

PLC 모뎀/간선망 LTE 모뎀 조명제어 제품

lTE RouTER dCu아크 차단기

Wi-Fi CHips

plC CHips lTE RFiC CHips T-dMB CHips

아크 전용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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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차단기 제품 구성도

산업용 제품 구성도

주택용 제품 구성도

Router

Web

Mobile APP

Cloud

Wi-Fi

관리자

Router

Web

Mobile APP

Cloud

Wi-Fi

관리자

Wi-Fi & LTE
& Ethernet

Wi-Fi & LTE
& Ethernet

관리자

관리자

Arc/Voltage/Current Notification

Warning

Warning

Normal

Normal

Normal Normal

Arc/Voltage/Current Notification

Warning

Warning

Normal

Normal

Normal Normal

485 Communications

StarARC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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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02레귤러
영문: Trajan pro B

부저 알림 VERSION         통신 VERSION(WI-FI)

- 부저알림으로 즉시확인 가능 -  모바일 앱으로 모니터링 가능

• ARC검출규격(KS C IEC62606, UL1699, KFI015)만족
• Mobile App 및 문자 알림서비스 기능
• 외부 디버깅용 포트지원(아크관련 F/W 가능)
• 전압/전류/전력량/과전류/아크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감지

주택용 아크차단기

모델명 IAP-RD30b (부저타입) IAP-RD30w (무선통신타입)

프레임 30AF 30AF

극수 2P2E 2P2E

정격전류 (In) 20, 32 (A) 20, 32 (A)

정격전압 (Ue) 220 (V) 220 (V)

정격단락용량 2.5kA 2.5kA

보호기능 아크, 누전,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아크, 누전,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정격감도전류 30mA 30mA

동작시간 (누전시) 0.03sec 0.03sec

과전류 트립방식 열동식 열동식

타입 부저 Wi-Fi

사이즈(mm) (W)74.55 X (H)70.8 X (D)51.1±오차 0.5 (W)74.55 X (H)70.8 X (D)51.1±오차 0.5

• ARC검출규격(KS C IEC62606, UL1699, KFI015)만족
• LED를 통한 동작상태 표시(정상.아크 판단)
• 외부 디버깅용 포트지원(아크관련 F/W 가능)
• 아크발생시 부저음으로 알림기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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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아크차단기

• ARC검출규격(KS C IEC62606, UL1699, KFI015)만족
• LED를 통한 동작상태 표시(정상.아크 판단)
• 외부 디버깅용 포트지원(아크관련 F/W 가능)

30A FRAMES 50A FRAMES

모델명 VARC32s VARC52s

프레임 30AF 50AF

극수 2P2E 2P2E

정격전류 (In) 15, 20, 30 (A) 15, 20, 30, 40, 50 (A)

정격전압 (Ue) 220 (V) 220 (V)

정격단락용량 2.5kA 5kA

보호기능 아크, 누전,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아크, 누전,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정격감도전류 15, 30mA 30mA

동작시간 (누전시) 0.03sec 0.03sec

과전류 트립방식 열동식 완전 전자식 (ODP)

타입 나사 나사
사이즈(mm) (W)32mm X (H)85mm X (D)60mm (W)50mm X (H)144.6mm X (D)60mm 

• 거치대(받침대) 필요없이 기존 분전반의 차단기만 교체가능
• 50AF 전용(22년도 기준 국내유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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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02레귤러
영문: Trajan pro B

산업용 아크차단기 신제품

아크차단기(30AF)

아크&전력 안전데이터 시스템

• ARC검출규격(KS C IEC62606, UL1699, KFI015)만족
• 외부 디버깅용 포트지원(아크관련 F/W 가능)

• RS-485통신 및 Gateway 연동(외부통신)             • 누전, 과전류, 아크센서 데이터 전송             • StarARC series 호환사용 가능

구분 주택용 산업용

모델명 IAP-XH32 IAP-XH32c IAP-XI32 IAP-XI32c

타입 일반 485통신 일반 485통신

프레임 30AF

극수 2P2E

정격전류 (In) 20, 30, 32 (A)

정격전압 (Ue) 220 (V)

정격단락용량 2.5kA

보호기능 아크, 누전,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누전시) 0.03sec

과전류 트립방식 열동식/전자식

사이즈(mm) (W)32.5 X (H)87.8 X (D)39.6±오차 0.5

Server
(or Cloud)

Mobile APP

원격관제실

Wi-Fi & LTE& Ethernet

TCP/IP

Network

전압/전류/아크 알림

Warning

Warning

Normal

Normal

Normal Normal

StarARC 
Connected 

• 일반모델 : LED를 통한 동작상태 표시, 차단기 1:1교체 가능 
• 통신모델 : RS-485통신 및 Gateway 연동(외부통신지원)

TC
P/

IP

485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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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검증 현황

대기업

점검내역 위치 설명 대책

아크 차단기 동작
(정상동작) 물류창고

가동초기 돌입전류가 
200A 이상 흘러 아크로 

오인함

냉/난방기기의 노후로 인
한 정상 범위 밖의 돌입전

류 발생
기기교체를 원하지 않아 

펌웨어를 업데이트 함

점검내역 위치 설명 차단원인

차단기 동작
(정상동작) XX컨테이너 누전발생 실외 설치로 인한 결로 현상으로 차단

현장 점검 결과

점포 현장 점검 결과

- 오피스, 어린이집, 물류센터 등 총 2500개 이상 설치 적용 및 지속 설치 진행 중 

산업단지

- 충남대산, 전남여수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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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02레귤러
영문: Trajan pro B

점검내역 위치 설명 원인

아크 차단기 동작
(정상동작) 황금XXX 합선으로 인한 

멀티콘센트 불량

필드검증 현황

전통시장 

전통시장 

점검내역 위치 설명 차단원인

아크차단기 동작
(정상동작) 고향XXX 전기 선 작업중 

불꽃발생 아크 감지 차단

점포 현장 점검 결과

현장 점검 결과

-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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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검증 현황

양계농장

물류센터 

점검내역 설명 차단원인

아크차단기동작
(정상동작) 합선으로 인란 멀티콘센트 불량

• 전기화재 예방 : 아크 / 과전류 / 누설전류 등의 요인으로 인한 전기화재 대응
• 실시간 정전 감지 : 양계장 전등(전체 동) / 환풍기(일부 동) 감시 (문자발송)

점포 현장 점검 결과

- 쿠팡대상 외산 아크차단기와 함께 성능 테스트 중(이원화)

쿠팡물류센터 화재

유사 현상 차단

- 강원도 양구양계농장  

※ 긴급 시 핸드폰으로 전등   
      (차단기 소등/OFF)

전등 ON 전등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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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02레귤러
영문: Trajan pro B

협력사 및 기관

필드검증 현황

공공기관 

• 전기화재 예방 : 아크 / 과전류 / 누설전류 등의 요인으로 인한 전기화재 대응
• Office동 내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시범설치 진행

- 한국전력공사지사 분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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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02레귤러
영문: Trajan pro B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255번길 24, I&C 빌딩
TEL : 031-696-3300

www.inctech.co.kr

판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