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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재 국내에 사용되는 압차단기는 산업용과 가정용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기설비기술기 은 물론 안 인증 제도로
써도 강제할 만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으로 민 안 이 염려되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시험  성능의 요구

조건이 더 높아서 차단기의 사용도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는 추세
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 기설비기술기 과 규격을 고찰하여 이러한 문
제를 제기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 다.

1. 서   론

  국내에서 압차단기는 안 인증 는 KS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사용
되고 있다. 기설비기술기   내선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차단기의 안
  특성기 도 기용품안 리법의 안 기   KS 규격에 따르

도록 되어 있다.
  재 기용품안 리법상의 안 인증을 한 안 기 (K규격)에는 
용도별로 구분되는 여러 종류의 압차단기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
내에서 안 기 에 근거해 안 인증을 받은 압차단기의 부분은 산
업용 차단기(IEC60947-2 기 )로 인체감 이나 비숙련자를 상으로 하
는 가정용 차단기 는 기기보호용 차단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KS 규격은 IEC 규격의 가정용 차단기를 인용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가정용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다.
  차단기는 배 방식  보호 상에 따라 안   특성 기 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용개소에 따라 사용해야 할 차단기를 규정하여 인체
보호  화재로부터의 안 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 사용되고 있는 기설비기술기 과 규격을 분석
하여 향후 압차단기 용도구분에 따라 이 기 과 규격이 개정되고 정
비되어야 할 방향을 제언하 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상의 저압차단기 기준

(1) 기설비 기술기  단기  제38조( 압 로 의 과 류 차단
기의 시설)

  ② 압 로에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 동작 특성
   ○ 기용품안 리법의 용을 받는 것, 제3항(모터보호용 차단기)

에 규정하는 것 제외
   ○ 정격 류에서 자동 으로 동작하지 않을 것
   ○ 정격 류의 1.25배  2배의 류에서 표38-2에 정한 시간 내에 

동작할 것

(2) 기설비 기술기  단기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 압이 60V를 과하는 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기를 공 하는 로에는 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 으

로 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기설비 기술기  단기  제166조(옥내 로의 지 압의 제
한)

  ② 2. 주택의 로 인입구에는 기용품안 리법의 용을 받는 인
체보호용 차단기를 시설

  ② 6. 2kW 이상의 기기계기구는 옥내배선과 직  속하고 이것에
만 기를 공 하기 한 로에는 용의 개폐기  과 류차
단기를 시설

(4) 기설비 기술기  단기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⑤ 욕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 인체감 보호용 차단기 는 연변압기로 보호된 로에 

속하거나, 인체감 보호용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
(5) 기설비 기술기  단기  제174조( 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동기(정격출력 0.2kW 과)에는 과부하 보호 
는 경보장치를 시설

(6) 기설비 기술기  단기  제175조(옥내 압간선의 시설)
  4. 압 옥내간선의 원측 로에는 그 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

류차단기를 시설

(7) 기설비 기술기  단기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① 1. 압 옥내간선과의 분기 에서 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과 류 차단기를 시설
 

3. 내선규정상의 저압차단기 기준

(1) 내선규정 1300-8
26. 인입구장치란 인입구 이후의 로에 설치하는 원측에서 최 의 개
폐기  과 류차단기를 합하여 말한다.
   ○ 일반 으로 배선용차단기 는 차단기가 사용된다.
  
(2) 내선규정 제1405  옥내 로의 지 압
  1405-1 ③ 주택의 로인입구는 기용품안 리법의 용을 받는 

인체감 보호용 차단기를 시설

(3) 내선규정 1450-7 인입구장치의 시설
  1. 압옥내 로의 경우는 인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

는 개폐기  과 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내선규정 1470-1 과 류차단기의 시설
   ○ 선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한 목 으로 인입구, 간선의 원

측, 분기  등의 보호상 는 보안상 필요가 있는 개소에 과 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

(5) 내선규정 1470-3 배선용차단기의 규격
   ○ 과 류차단기로서 압 로에 사용되는 배선용차단기의 동작 특

성
   ○ 기설비 기술기  단기  제38조( 압 로 의 과 류 차단

기의 시설)의 ②와 동일

(6) 내선규정 1470-4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용차단기 는 단
락보호 용퓨즈를 조합한 장치의 규격  사용

  1. 과 류차단기로 압 로에 사용하는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용차단기를 조합한 장치

(7) 내선규정 1470-5 과 류차단기의 차단용량

(8) 내선규정 1470-8 선을 보호하는 과 류차단기의 시설
   ○ 차단기 특성에 한 언  없음

(9) 내선규정 1470-10 압간선을 분기하는 경우의 과 류차단기의 
시설

(10) 내선규정 1470-11 선을 보호하는 배선용차단기의 조
   ○ 수 실의 배 반 등에 시설하는 조 가능한 배선용차단기(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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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류값만을 조 하는 형식의 것은 제외)로서 1470-3(배선용차
단기 규격)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것의 동작 류는 표 1470-6(번
호 수정 필요)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1470-6>  배선용차단기의 조절

배선용차단기의  종별 배선용차단기의 정격에 한 비율

한시 동작형 125 %

순시 동작형 150 %

(11) 내선규정 1475-1 차단기 설치

(12) 내선규정 1475-2 차단기 선정
  1. 압 로에 시설하는 차단기는 류동작형일 것
    ① 차단기 종류(표)
    ② 인입구장치 등에 시설하는 차단기는 충격  부동작형일 것
  2. 차단기의 정격감도 류  동작시간의 선정
    ① 감 방지를 목 으로 하는 차단기는 고감도고속형(0.1 s)일 것

(13) 내선규정 3115-3 ( 압 기기기에 사용하는) 분기개폐기  
분기 과 류차단기의 시설

4. KS규격과 안전기준 비교

  참고문헌에 언 된 규격을 비교 분석 하 으며, 특히 배선용차단기와 
차단기에 해당되는 KS규격과 안 기 을 시험항목별로 자세히 비

교하 다. 주요 항목은 차단기 성능에 요한 동작특성, 단락성능, 온도
상승, 내구성, 환경신뢰성, EMC  재료특성으로 분석된 기술 인 데이
터가 많은 계로 본 논문에서는 검토결과에서 요약해서 정리하 다.

5. 검토결과

  기설비기술기 , 단기 , 내선규정 등에 보호 상, 설치장소에 따
른 차단기의 종류(특성)가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안 기
의 IEC 규격 도입에 따라 KS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KS규격에는 가정용, 산업용의 구분이 없고, 배선용차단기의 경우, 
IEC 60898-1을, 차단기의 경우는 IEC 61009-1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 IEC 규격 모두 가정용 차단기로 산업용에의 용에는 동작특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사용 용도별로 용 규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

용도
일반인 조작 숙련자 조작 기기보호용

주택, 사무실 공장, 변 실 정류기, 공작기계 등

용

규

격

배선용

차단기

KS C 8321

IEC 60898-1

KS C 8321

IEC 60947-2
IEC 60934

차단기

KS C 4613

IEC 61009-1

KS C 4613

IEC 60947-2

(부속서 B)

-

  IEC 규격에서 산업용 차단기의 기본 조건은 최소한 오손등  3을 기
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동기(Motor) 보호를 한 반
한시형 동작특성과 순시트립 특성, 개폐동작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동기(Motor) 특성에 따른 차단 회피 역이 필요하다. 한 인체
통과 류의 향(IEC/TR361200-413)을 고려하여 에 한 차단시간
을 결정하여야 한다. KS규격에서는 225AF 이상의 차단기에만 순시트립
을 용하고 있다.

  가정용 차단기의 기본 조건은 사용자의 안 을 고려하여 이격성능, 보
호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류설정의 조정
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한 비 문가 사용을 고려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일반 으로 낮은 단락 류(500A 는 10In)에 한 차
단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산업용 차단기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추가 으로 가정용 차단기의 경우 단락성능 확인시 투입 상각 제어
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주로 단상 부하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단락차단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IEC 60947-2에 근거한 안 인증 제품을 가정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격성능, 동작특성, 단락특성 등의 안 성 요구사항에 한 검증

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KS규격에 근거한 차단기를 사용할 때 고속형, 감 보호형 동작
만을 갖는 차단기, 배선보호 특성만을 갖는   배선용차단기는 
가정용으로 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동기보호를 한 동작특성을 
갖는 차단기만을 산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 우리나라 KS
규격에는 없는 기기보호용 차단기에 한 사용 구분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1> I-t 특성 곡선

6. 제   언

  기존의 기설비 기술기 과 IEC 60364와의 상이함에 따른 차단기 사
용의 구분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1) 수배 반: KS C 8321(배선용차단기), KS C 4613( 차단기),
               IEC 60947-2(배선용차단기, 차단기)
  (2) 주택용분 반: KS C 8321(배선용차단기), KS C 4613( 차단기),
                   IEC 60898-1(배선용차단기), 
                   IEC 61009-1( 차단기)
  (3) 정류기, 공작기계 등 기기보호: IEC 60934(기기보호용 차단기)

  상기 사용 구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IEC 규격(즉 안 기 도 동일)은 
산업용과 가정용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KS규격은 동일한 규격(특성)
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KS 규격의 가정용, 산업용 분리 제정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련 규격의 정비와 함께, 법 , 제도 인 장치 마련을 해 
기설비기술기  는 내선규정에 설치되는 차단기의 용도에 따른 안
  특성기 을 구체화하고, 사용  검사 지침에도 용도별 설치기 을 

정하여 차단기의 한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 기용품안 리법상의 안 인증시에 용도별 제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리시에도 해당 사용 용도에 맞게 차단기를 사용
하도록 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은 IEC 60364의 지방식 구분에 따른 차단기 사용 구
분 검토이다. 이는 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배 방식이 IEC 방식과 
상이함에 따라 요한 문제로 두 될 수 있으며, 기설비 기술기 의 
IEC 부합화와 배 방식 정립 등의 시기에 맞추어 히 용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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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IS C 8201-2-1: 압개폐장치  제어장치 제2-1부: 회로차단기 
(배선용차단기  기타의 차단기)

[9] JIS C 8201-2-2: 압개폐장치  제어장치 제2-2부: 차단기
[10] JIS C 8211: 주택  유사설비용 배선용차단기
[11] 내선규정
[12] 기설비기술기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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