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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안 감시장치의 용에 따른 원격 검체계에 하여 연구하 다. 재 일반용 수

용가는 1, 2, 3년 주기로 인력 검에 의해 기안 검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감시를 할 수 없
고, 1회 부재시 검주기의 2회의 기간만큼 안 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아크차단기
능이 내장된 기안 감시장치의 일반용 수용가 용에 따른 검 차, 체계의 변화에 하여 연구하

다. 한 원격 검장치 도입시 문제 을 검토하고 이에 한 해결방안에 하여 연구하 다.

1. 서론

 일반용 기설비는 기사업법 제2조 1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기설비로서 한정

된 구역에서 기를 사용하기 해 설치하는 기설

비이며, 압 600[V] 이하로써 용량 75[kW](제조업 

 심야 력은 용량 100[kW] 미만)미만의 력을 

수 ․사용하는 기설비와 압 600[V] 이하로써 

용량 10[kW] 미만인 비상용 비발 기가 포함된다. 

한 험도가 높은 험시설, 다 이용시설에 설치

하는 기설비는 용량 20[kW] 미만의 기설비만이 

일반용 기설비로 분류된다.

 설치장소는 주로 주택, 상가, 가로등, 보안등, 농사

시설 등이며, 소유자 는 유자가 기안 에 

한 기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한국 기안 공사와 기 매사업자에게 탁 

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수용가 

형태에 따라, 1, 2, 3년 주기로 정기 검을 실시하여 

기설비의 안 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 행 일반용수용가 정기 검 체계

 한 일반용 기설비에 한 최소한의 안 확보를 

목 으로 표 1의 정기 검 기 을 근거로 그림 2의 

정기 검 차를 수행하여, 기설비의 최 유지에 

한 체계 인 안 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등에 의해 미 검율이 최근 5년간 평균 5.9[%]

로 나타났으며, 매년 유율이 증가하고 있어 기

설비의 안 에 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1].

 따라서 미 검 수용가의 안 을 확보하기 해 아

크차단기능이 내장된 기안 감시장치로써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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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계를 구축하여 기안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 원격 검체계의 도입에 따른 검 차, 

체계의 변화, 도입시 문제  등에 검토하 다.

[표 1] 일반용 기설비 정기 검 기

[그림 2] 일반용수용가 정기 검 차

[표 2] 최근 5년간 정기 검 황(2006-2002)

구분
적합 부적합 미점검

호수 백분율[%] 호수 백분율[%] 호수 백분율[%]

2006 6,408,071 97.2 189,443 2.8 472,816 6.6

2005 6,408,431 97.1 194,632 2.9 478,197 6.8

2004 8,110,804 96.8 272,179 3.2 520,179 5.8

2003 8,047,567 97.0 248,741 3.0 442,943 5.1

2002 7,471,326 97.2 218,231 2.8 404,157 5.0

평균 7,289,240 97.1 224,645 2.9 463,658 5.9

2. 일반용 수용가 원격 기안  검체계

2.1. 원격 기안  검요소

 일반용 기설비의 원격 기안  감시에 있어 수

용가에 설치하기 한 장치모델을 개발하기 해서

는 먼  측정 는 감시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재 

검항목은 표 1과 같이 연 항, 인입구배선, 옥내

배선, 차단기  개폐기 검, 지 항 등이 기

술기 에 합한지 여부에 따라 지식경제부령 규정

에 의해 검하도록 되어있다.

 한 원격감시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법  검항목

을 체할 수 없으며, 차단기 검, 배선 검 등의 인

력에 의한 검항목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리

고 설 류, 과 류, 연 항, 압  류(과

압, 합선), 아크 등에 한 감시가 표 3과 같이 필요

하게 된다.

[표 3] 원격측정항목

구분 법적점검항목 추가점검항목

원격측정항목 절연저항, 접지저항 누설전류, 과전류, 전압, 

전류, 아크

2.2. 원격 기안  검체계

 일반용 기설비의 원격 기안  감시기술은 그림 

3과 같이 원격에서 기안  요소를 감시하여 제반 

안 서비스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행정

조치가 가능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 원격 검체계도

 원격 기안  감시는 그림 4와 같이 인력 검에 의

한 인력감시에 의한 년차별 정기 검체계와 원격감

시 기술을 이용한 상시 기안  감시와 이상 발생

시 출동하여 그림 5와 같이 정 검을 실시하는 체

계로 변화된다. 한 원격체계의 구성으로 인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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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행정조치, 데이터 가공  제공, 민원  문

가 상담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원격 검에 의한 가장 큰 장 은 기존 인력 검과 

병행하여 최 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으며, 차 증

가하고 있는 미 검 수용가의 최소안 을 보장할 수 

있고, 검수용가의 안  한 재확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2-3].

[그림 4] 일반용수용가 정기 검 체계(안)

[그림 5] 원격감시 상시 검 차

2.3. 원격 검 도입시 문제  분석

 실제 미 검 수용가의 최소안  확보, 검 수용가

의 상시감시에 의해 기안 을 향상시키기 해서

는 도입시 산이 필요하며, 도입 차, 련 규정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 우선 필요 산에 해서는 

그림 6의 수익창출형과 같이 지속 이 홍보를 통해 

민간비용 지불을 유도하며, 시스템 가입시 보험요율 

인하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 민간주도로 하는 방법이 

있다. 한 그림 7, 8과 같이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하

는 경우, 사고 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재난비

용 지출의 방지 등의 효과를 기 하여 규정개정을 

통한 시스템의 의무 도입, 장비의 매․수리 등의 

비용 확보, 수수료의 강제 도입  기요 의 한시 

변경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6] 산모델-수익창출형

[그림 7] 산모델-국가주도형Ⅰ

[그림 8] 산모델-국가주도형Ⅱ

 한 도입 차는 우선취약시설  인구 집 지역을 

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국 으로 서울의 경우 표 4와 같이 가장 시설 집

도가 높고, 시범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으므로, 우

선 용할 수 있다[4].

[표 4] 우선취약시설  인원

시설 구분 시설수 인원

아동복지 46 3,746

장애인 복지 34 3,222

소년소녀가장 57 자가/ 구임

계(2006년) 137 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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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향후 력 IT기반의 력융합서비스 체계가 도입

되면, 기공 의 요성 뿐만 아니라 사용에 따른 

안 성, 안 리의 편의성, 효율성의 증 가 더욱 

필요해지며, 기안 에 한 부가서비스의 도입 필

요성과 시장 형성 한 속하게 증  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용 수용가 원격 기안  검체

계에 해서 검토하 으며, 원격 검요소의 분류, 도

입시 우선 상  비용의 조달 방법에 해서 검토

하 다. 이는 재 경제수 에서 성 한 도입이라고 

단될 수 있지만, 재화의 공 이 충족되면 서비스 

 안 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필연  측에 

기반하여 향후 원격 검제도의 도입시 필요한 요소

가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지, 도입

시 상 문제  등에 해서 개 으로 검토하고 

이에 한 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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