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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3선식 Plug-In MCCB의 인장력 및 접촉저항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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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Plug-In MCCB developed for rapid power supply restoration when
the MCCB is installed in a power system and to verify its reliability. Since the developed 3 Φ 3 W Plug-In MCCB can be installed on and
removed from a bus bar by one touch using a plug housed at the rear, it can be replac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can quickly
respond to the normalization of a power system. When the Plug-In MCCBB is installed on a bus bar, the resistance between each phase and
plug was measured to be 0.46 mΩ in average. When the Plug-In MCCB is installed, the tens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was measured to be
112.78 N in average, which is greater than the tension of 50 N specified in the related regulation. The withstanding voltage tests performed 5
times repeatedly by applying 6 kV to the developed Plug-In MCCB for 60 seconds shows good withstanding voltag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both the general waterproof test using a water injection method and the insulation resistance analysis using a Mega meter showed
good waterproof and insulat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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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행상됨에 따라
2007년도 국민 일인당 전기사용량은 8,067 kWh/man에서
2011년 9,568 kWh/man로 약 18.6% 증가하였다. 전력 생
산량 및 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재해의 발생으로 인명 및 재
1,2)
산의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
전선로에 과전류 및 단락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설정된
조건에서 전선로를 차단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배선
용차단기(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이다. MCCB
에 대한 국제 규정은 IEC 60898-1 및 EN 60898-1 등이 있
다. 국내의 규정은 KS C 8321에 상용주파수 60 Hz의 교류
600 V 또는 직류 500 V 이하의 전선로 보호에 사용하도록
3-6)
정의하고 있다 .
전력시스템에 낙뢰, 단락, 접촉불량, 트래킹 등이 발생
하면 직접적인 소손을 많이 받는 기기 중의 하나가 MCCB
7,8)
이다 . MCCB는 제한된 공간의 분전반 또는 배전반 내부
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손된 MCCB의 교체는 작업의 불
편성 및 인접 기기의 간섭 등으로 교체 시간이 많이 걸린
다. MCCB의 교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기가
필요하며, 그 중의 하나가 Plug-In MCCB를 적용하는 것이
다. Plug-In MCCB의 주접점의 표시기는 폐로위치(ON)에

서는 적색, 개로위치(OFF)에서는 녹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접점 위치의 표시 방법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접점의
위치는 정확한 표시를 위하여 작동기(actuator), 전면판, 덮개
등을 차단기에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플러
그인 접속과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 Plug-In MCCB를 설치
할 때는 신뢰성과 충분한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플
러그인 접속과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 설치하는 Plug-In
MCCB 및 플러그인 접속과 단독으로 관련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Plug-In MCCB 등은 시험으로 적합여부를 확인
9-14)
해야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설비, 화학공정설비 및 금
융설비 등의 전력설비에 설치된 MCCB가 소손되었을 때 신
속한 전원 복구를 위해 개발된 Plug-In MCCB의 성능 평가
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2. 실험조건 및 방법
Fig. 1은 개발된 Plug-In MCCB를 동 부스바(copper bus
bar)에 설치했을 때의 접촉(속) 저항을 분석하기 위한 실체
사진이다. MCCB의 후면에 있는 플러그 유닛이 동 부스
바에 삽입되었을 때의 접촉저항을 저항측정기(Resistance
Tester, 3541 Resistance HiTESTER, Hioki E.E. Co.)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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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저항측정은 4단자법을 적용하여 측정 오차를 보
정하였다. 부스바의 재질은 동(copper)이며, 두께 3 mm, 넓
이 30 mm로 제작된 반원형 평각이다. 실험이 진행될 때
o
실험실의 온도는 20 C, 상대습도는 30±2%의 동일한 조건
13,14)
을 유지하였다 .
Fig. 2는 개발된 Plug-In MCCB를 부스바에 설치했을
때의 인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부스바에 설치된
MCCB의 인장력은 인장시험기(Tensile tester, Shimadzu,
AG-X, Japan)을 이용하였으며,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
13,14)
을 때의 상태를 분석하였다 . 인장력에 대한 관련 기준
은 차단기의 전면상에서 50 N의 수직 하중을 급격한 당김
없이 아랫방향으로 1 min 동안 가하고, 이어서 위방향으
로 50 N의 수직하중을 1 min 동안 가한다. 시험 중 차단
기는 느슨해지지 않아야 하고, 시험 후에는 계속 사용하
는데 해가되는 손상이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전력시스템의 신속한 전원 공급을 위해 개발
된 3상 3선식 Plug-In MCCB(3Φ 3W, AC 220/380V, 225A,
60Hz, ILSUNG E&G Com.)의 실체사진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CCB(3Φ 3W, AC 220/460V, 225AF, 60Hz, LS
Industrial System, ABS 204b)를 이용하여 후면에 하우징된
플러그가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일반 MCCB는 상
부 전원측(1차)의 R상, S상, T상 각각에 인입선을 연결하고,
하단의 2차측에 U상, V상, W상 등의 부하를 연결하는 구
조인 반면 개발된 Plug-In MCCB는 전원측의 연결단자가
매립되어 있다. 그리고 차단기의 후면에 R상, S상, T상 각
각을 하우징 형태로 플러그가 인출되어 있는 구조이다. 전
원측 각각의 단자가 없으므로 볼트를 분해하고 체결할 필
요가 없으며, 후면의 하우징된 플러그를 이용하여 부스바
에 원터치(one touch)로 설치 및 분리가 가능하므로 차단
기의 교체 시간이 짧아 전력시스템 정상화에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다13,14).
Fig. 4는 개발된 3상 3선식 Plug-In MCCB(AC 220/380 V,
225 A, 60 Hz, ILSUNG E&G Com.)를 분해한 실체사진이
다. 차단기의 본체는 일반 3상 3선식 MCCB와 동일한 구조
및 특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했으며, 분리 및 설치 등을 수
행할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다. 전
원측 각 상(phase)의 플러그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
우징 형태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차단기를 OFF(꺼짐) 상태
로 부스바에 원터치 체결을 하고, 부하측(2차) 각 상(phase)의 볼트를 체결한 후 MCCB의 작동손잡이를 ON(투입)
하면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분해된 Plug-In MCCB의 주요
명칭은 ① 1차 연결 부스바, ② 유닛 손잡이, ③ 유닛 고정
핀, ④ 인출 유닛, ⑤ 접점 스프링, ⑥ 접점 부스바, ⑦ 인

Fig. 1. Photograph for the measurement of contact resistance of
the plug unit of the 3 Φ 3 W plug-in MCCB.

Fig. 2. Photograph for the measurement of tension of the plug unit
of the 3 Φ 3 W plug-in MCCB 3 Φ 3 W Plug-in MC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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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b) left side

(c) right side

(d) rear side

(e) source part

(f) load part

Fig. 3. Photograph of the developed 3 Φ 3 W plug-in MC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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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유닛 지지대, ⑧ 단자 볼트, ⑨ MCCB 등을 나타낸다 .
Fig. 5는 개발된 Plug-In MCCB(AC 220/380 V, 225 A,
60 Hz, ILSUNG Eng Com.)의 플러그 유닛의 분해된 실체
사진이다. 각 상(phase)은 독립적으로 하우징되어 있어서
전기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플러그 유닛이 부스바에
견고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탄성이 우수한 스프링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Plug-In MCCB의 전기․물
리적 특성은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등 이상의 특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① 1차 연결 부스바, ② 인출
13,14)
유닛, ③ 접점 스프링, ④ 접점 부스바 등을 나타낸다 .
Fig. 6은 개발된 3상 3선식 Plug-In MCCB를 부스바에 설
치했을 때 전기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현장
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동 부스바에 개발된 차단기를 설치하
였고, 각 상간의 접촉 저항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각각의 상과 플러그 사이의 저항은 평균
0.46 mΩ으로 측정되었다. 이런 정도의 저항은 일반 전선
및 케이블 등을 연결할 때 발생하는 값이며,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국제규격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보다 매우 적
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Plug-In MCCB를 부스바
에 설치할 때 접촉(속)부의 전기적인 저항은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접속(촉)점의 저항을 4단자 측정법을 적용하여
오차를 보정하였고,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
o
험이 진행될 때의 온도는 20 C, 상대습도는 30±2%를 일정
13,14)
하게 유지하였다 .

(1) R-phase

(2) S-phase

(3) T-phase

Fig. 6. Measurement of contact resistance when the developed 3
Φ 3 W plug-in MCCB is installed on a bus bar.
Table 1. Contact resistance measurement result of the developed
3 Φ 3 W plug-in MCCB.
Sections

Resistance(mΩ)

No.

Judgment

Bus bar of R phase ↔ R phase of
Plug-In MCCB

0.51

5

Good

Bus bar of S phase ↔ S phase of
Plug-In MCCB

0.42

5

Good

Bus bar of T phase ↔ T phase of
Plug-In MCCB

0.44

5

Good

Average

0.46

5

Good

Fig. 7은 개발된 3상 3선식 Plug-In MCCB를 설치했을 때
인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동 부스바에 개발된 차단기를 설치하고 부스바와 플
러그 사이의 인장력을 측정하였다. 인장력은 수직 방향으
로 힘이 작용했을 때의 상태를 분석하였다. Fig. 4,8은 수직
방향에 대한 인장력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며, 평균 112.78
N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5회 반복 측정
한 값은 Table 2와 같으며, 관련 기준 및 규격에서 제시하고
한계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볼트 체결방식에 비해 성능의 저하가 없는 것은 물론 시
13,14)
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
Fig. 8은 개발된 Plug-In MCCB의 내전압 실험(withstanding voltage test)을 위해 나타낸 실체사진이며, Table 3은
실험결과이다. 내전압 실험은 KS C 2127에 근거한 내전압
시험기(withstand voltage tester, Hitop Tester, TOS5101, Kikusui

Fig. 4. Photograph of the disassembled 3 Φ 3 W plug-in MCCB.

Fig. 5. Photograph of the disassembled plug unit of the developed 3 Φ 3 W plug-in MCCB.
한국안전학회지, 제28권 제4호, 2013년

Fig. 7. Tension measurement curve when the developed 3 Φ 3 W
plug-in MCCB is installed on a bus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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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nsion measurement result of the developed 3 Φ 3 W
plug-in MCCB.
Directions

Force of vertical
direction

Average

Tensile force([N)

No.

Judgment

108.4

5

Good

111.0

5

Good

115.3

5

Good

112.4

5

Good

116.8

5

Good

112.78

Fig. 9. Withstanding voltage test of the 3 Φ 3 W plug-in MCCB for
which the general waterproof test was completed.
Table 4. Withstanding 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plug-in MCCB
for which the general waterproof test was completed.
Sections

Test voltage (㎸)

No.

R phase ↔ Enclosed

6

5

Good

R phase ↔ S phase

6

5

Good

Judgment

R phase ↔ T phase

6

5

Good

Average

6

5

Good

Fig. 8. Withstanding voltage test of the 3 Φ 3 W plug-in MCCB.
Table 3. Withstanding voltage test result of the developed 3 Φ 3
W plug-in MCCB.
Sections

Test voltage(kV)

No.

R phase ↔ Enclosed

6

5

Judgment
Good

R phase ↔ S phase

6

5

Good

R phase ↔ T phase

6

5

Good

Average

6

5

Good

Electronics Co.)를 이용하였다. Plug-In MCCB의 R상-외함,
R상-S상, R상-T상, R상-N상 등에 각각 60 sec 동안 6 kV
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였다. 개발된 차단기의 내전압 측
정은 각각 5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모두 특성이 양호한 것
13-15)
.
으로 확인되었다
Fig. 9는 개발된 Plug-In MCCB의 일반 방수 성능 실험
이 완료된 후에 내전압 특성을 측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실체 사진이며, Table 4는 측정결과이다. 일반 방수 실험
은 ‘환경시험 방법(전기ㆍ전자) 내수성 시험 지침 KS C
0284’의 규정에 근거한 내전압시험기를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Plug-In MCCB의 R상-외함, R상-S상, R상-T
상, R상-N상 등에 각각 60 sec 동안 6 ㎸의 전압을 인가하
였다. 개발된 차단기의 내전압 측정은 각각 5회 반복 실
시하였으며, 모두 특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산업현장의 일반 방수 조건의 사용이라면 제품의 성능
에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13-15)
.
입증되었다
Fig. 10은 개발된 Plug-In MCCB의 일반 방수 실험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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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sul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of the 3 Φ 3 W plug-in
MCCB for which general waterproof test was completed.
Table 5. Insulation resistance measurement of the plug-in MCCB
for which general waterproof test was completed.
Sections

Resistance

No.

Judgment

R phase ↔ Enclosed

OL, ∞

5

Good

R phase ↔ S phase

OL, ∞

5

Good

R phase ↔ T phase

OL, ∞

5

Good

Average

OL, ∞

5

Good

료한 후 절연성능을 측정을 나타낸 실체사진이며, Table 5
는 측정결과이다. 일반 방수 실험이 완료된 각 차단기의 상
(phase)과 상(phase) 사이의 절연성능을 절연저항계(insulation tester or megger, 2426, 500 V, Yokogawa M&C Co.)로
분석하였다. Plug-In MCCB의 R상-외함, R상-S상, R상-T상,
Journal of the KOSOS, Vol. 28, No.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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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상-N상 등의 사이에 직류 500 V를 인가하여 분석하였다.
개발된 각각의 차단기의 절연성능은 각각 5회 반복 실시
13,14)
하였으며, 모두 특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설비, 화학공정설비 및 금융설비
등의 전력설비에 설치된 MCCB가 소손되었을 때 신속한 전
원 복구를 위해 개발된 Plug-In MCCB의 성능 평가를 실
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개발된 3상 3선식 Plug-In MCCB는 후면의 하우징된
플러그를 이용하여 부스바에 원터치로 설치 및 분리가 가
능하므로 차단기의 교체 시간이 짧아 전력시스템 정상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 Plug-In MCCB를 부스바에 설치했을 때 각각의 상과
플러그 사이의 저항은 평균 0.46 mΩ으로 측정되어 특성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3) Plug-In MCCB를 설치했을 때 수직방향의 인장력 평
균 112.78 N으로 측정되어 관련 규정의 기준치인 50 N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4) 개발된 Plug-In MCCB에 60 sec 동안 6 kV의 전압을
인가한 내전압 실험을 5회 반복한 결과 특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 방수 실험 및 절연성능 등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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