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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safety certification products and safety condition of small transformer is analyzed in industries field and 
educational facilities. In transformer of 50places, absolute majority is step down transformer to measure of instrument. Most 
transformers were below 5kVA and 1~3kVA capacity was the mainstream. In industries field, 5 transformers were found without 
safety certification according to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as cheap product prefer and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Mark & number, voltage, date of manufacture of safety certification must show item of certification. However date of manufacture 
showed in product of 18%, 9places. As result of thermal imaging camera, running temperature of transformer was showed in below of 
target temperature. However as a narrow space of transformer and wall, power cable was touched on a ventilating flue in transformer. 
It was simple carelessness case that surface fouling and temperature ageing of transformer accelerate. Power poor connection, neglect 
of transformer in production equipment, fall damage by setup incongruity and ground omission were found in case of illogicality item 
of transformer.
Key Words : small single phase transformer for household purpos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thermal image, korea 
certification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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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 통계, 소방방재청 화재

통계연감을 기반으로 분석한 약 15년간의 전기화재의 

주된 원인은 1순위: 단락, 2순위: 과부하와 기기과열, 3
순위: 기타 또는 누전, 4순위: 접촉불량 순으로 나타났

다1). 더구나 2012년 사고 설비별 전기화재 발생 현황

에서 전기화재 중 전기배선 및 배선기구에서 발화한 

화재가 1,993건으로 21.6%를 점유하였으며, 다음으로 

전기설비에서 발화한 화재가 10.8%로 999건이 발생하

였다. 
전기배선 및 배선기구에서 발화한 1,993건을 세부적

으로 분석하면, 옥내배선전선에서 547건(27.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전기기기용 전선/코드에서 378
건(19.0%)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배선기구인 콘센

트에서 279건이 발생하여 14.0%를 점유하였다2). 전기

설비 중 교류회로에서 전압을 승⋅강압하기 위해 사용

하는 변압기는 전기기기 중에서 전기의 전자기적 성질

을 응용한 것으로, 형태와 특성에 따라 건식변압기, 유
입변압기 등으로 분류 된다3). 다양한 변압기 중 특히 
가정용 소형단상변압기(KS C 9619, 5kVA이하)4)는 시

골 주택을 비롯한 가정, 사무실 그리고 산업현장 널리 

용도에 맞춰 승⋅강압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
지만 제품 특성상 부피가 작고, 이동 및 휴대가 용이한 

점으로 인해 전기제품으로서 관리 소홀과 더불어 사고

로부터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또한 최근 3
년간(2009∼2011)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산업시설을 

비롯한 교육시설 및 기타 건축물, 시설물 등을 지칭하

는 비 주거 용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 발화 건수가 수위

를 점유하고 있다5). 그동안 가정용 소형 단상변압기 등 

중요 전기제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빈

번하게 발생해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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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한국 소비자원,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제기돼 왔다6-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현장과 교

육시설에서의 휴대용인 가정용 소형 단상변압기의 인

증품 사용 여부를 비롯한 거치형인 소형 전력용변압기

의 운용상 안전성 실태를 분석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태조사 개요 및 항목

2012년 11월말 현재 창원지역의 화재발생현황은 총 

730건으로 ‘발화요인별 현황’은 과부하, 과전류를 비롯

한 접촉 불량⋅절연열화⋅트래킹에 의한 단락 등 ‘전
기적 요인’이 203건으로 1순위의 ‘부주의’항목 다음으

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화재원인 분류법에 의하면 ‘부
주의’ 화재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용접불티, 쓰레기 

소각 등 여러 원인을 망라하는 화재로 단일 원인으로

는 전기화재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장소별 현황도 ‘비주거’구분에서 260건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비주거용 건물에서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상정한, 창원 지역 제조사

업장과 K대학을 중심으로 생산현장 및 사무실 50개소

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기본적인 육안점검에 의한 제품의 인증 

여부, 제조일자, 운용 상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전

기설비가 운용되는 현장에서의 발열현상에 관한 관리

는 적외선 이미지를 촬영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편화되

었기 때문에 변압기의 온도 측정은 열화상카메라(Fluke 
Ti55)를 이용하였다. 열화상 진단법은 전기설비의 표면 

및 접속부에서 발생하는 발열현상을 모니터링 함으로

써 전기설비를 활선상태에서 과열상태를 확인할 수 있

으며, 결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전기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8). 안전성 실태 분석을 위한 주요 점검항목

은 ① 승⋅강압 구분 ② 정격용량 ③ 제조사 ④ 인증 

유무 ⑤ 제조 일자 ⑥ 사용 온도 ⑦ 운용 상태에 대해

서 조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태조사 결과 변압기 전압 구분은 승압 7개소, 강압 

43개소로 조사되었다. 승압 7개소는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2차 전압 110V를 유틸리티 설비 감시용 

PC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압한 1개소와 냉방기 전원

용으로 설치한 6개소로 집계되었다. 강압용 변압기의 주 

용도는 산업현장, 대학 대부분 국내외 제조사의 계측기류

Fig. 1. Classification of transformer capacity

가 지배적이었다. 변압기의 정격용량별 구분을 보면 Fig. 
1과같이 가정용소형단상변압기가 36대, 전력용 변압기
9)(KS C IEC 60076-1, 5kVA초과)가 14대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5kVA이하 제품으로 1∼3kVA용량이 주류였으며, 
제조사 또한 약 18개 업체로 다양하였다.

3.1. 인증 여부 

제품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

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

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인증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해 총 234개 있다. 법정의무인증

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

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 

제도를 말한다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의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V 이상 1,000V 이
하11)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 및 사무실에서 교류전

원을 사용하는 생활가전 제품은 대부분 안전인증 대상 

제품이다. 실태조사 결과 법정 및 민간인증을 받지 않

고 사용하는 제품이 산업현장에서 5개 조사되었다. 이
는 산업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저렴한 제품 선호와 안전

의식 저하로 발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제품의 주요 취

득 인증현황은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품, Q, 전,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로 분류 되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Fig. 2에 나타내었으며, 민
간조직 등에 의해 인증되는 Q마크 등은 KC의 통합 제

외대상이다. 해외의 경우에 공산품 등에 대해 인증마

크를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으며, Table. 1에 대표 예를 

나타내었다.

3.2. 제조 일자

전기제품을 비롯한 모든 설비에는 성능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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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 B C D E F

VT & CT & MOF
(Including transformer) 15 16 15~20

(Oil transformer 10~15)
20

(Oil transformer 25)
15

(Transformer 20)

15
(10/18.75(1217@56.7,53

@129.75)/90)

Standard presentation Service life
(lifespan) Service life Recommend replacement 

time
Renewal time of 

encouragement Decrepit time B10 lifespan certification 
condition

A: Goods table of asset unit in KEPCO, B: Analysis on reason for outage at substation in KEPCO, C: JECA, D: Journal of the IEIEJ, E: A report of 
investigation in JEMA, F: RS C(sample/test life in operating voltage(accelerated test number@accelerated degradation coefficient)/confidence level) 

Table 3. Sample of tag showing expected service life

Example Description

Korea

[Recommendatory service life] 7year 

When using in excess of the recommendatory service life, the safety-related accident 
can be generated by the using circumstance and old product. It recommends to receive 
the safety inspection within the safety service life. The safety inspection can be charged.

Japan

[Production date] 20XX
[Standard service life of the design]

There is the concern which is connected to the accident including the ignition, injury, 
and etc. in case of using in excess of the standard service life of the design exceeds.

Table 2. Comparison of expected service life

Fig. 2. Integrated legal force mark

Table 1. Foreign case of integrated certificate mark

Name Mark Coun’ Case

 CE EU

The unifying use with CE related to 
the safety, environment and consumer 
protection for convenience in trade 
between EU Member States since 1993. 

PS Japan
PS mark (Product Safety mark) use 

unification on electrical products, 
manufactured goods etc., since 2003. 

CCC China

To use CCC system integration from 
2002 when joining the WTO, domestic 
products (CCEE) and the imported 
product (CCIE) have been forced to 
apply the authentication system. 

위한 기대수명이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들어 

신뢰도가 낮아진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이

나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이나 누전과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경년

열화라 한다. 전기제품이 물리적 외란이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사용기간

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품의 제조 일자이다. 안전

인증의 마크⋅번호, 정격전압, 제조년월일 등은 안전인

증 표시사항 이지만, 조사결과 약 18%인 9개소만이 제

조일자가 표기 되어 있었으며 25년이 경과한 제품도 발

견되었다. 더구나 2011년부터 주요 가전제품을 대상으

로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가 고시되었다. 권장 안전

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해 장

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

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년 1,800여건이 

넘게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절연열화

에 의한 사고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제조일자 표기

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준수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

다. 국내외 실증된 결과나 이론을 근거로 한국전기안전

공사12)에서는 변압기, VT(Volt Transmitter), CT(Current 
Transmitter), MOF(Metering Out Fit) 등 전자변성의 원리

를 이용한 변성기류의 권장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제시

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에서 제시하는 전기설비별 권장 

사용기간을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국내외의 권장안

전 사용기간 표시 예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3.3. 사용 온도

변압기를 비롯한 전기장치에 있어서 온도는 전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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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재료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지배적인 열화인자이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전기기

기 절연과 안전 규격을 준용한 한국산업규격13-16)에서 

가정용 소형단상 변압기는 작동되는 동안 이동하거나 

또는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한 곳에서 다른 곳

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휴대용 변압기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휴대용변압기 외부표면의 정상 사용 시 최대 온도

값은 60℃, 거치형 변압기 외부표면의 경우 70℃로 정의되

어 있다16). 열화상 카메라 측정결과 변압기의 사용온도는 

정상 사용 시 최대 온도값 이하로 측정되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변압기 사용에 의한 발열로 

표면온도가 약 64℃로 최대 온도값에 근접한 거치형 

변압기 사례도 Fig. 3(a)와 같이 조사되었다. 또한 Fig. 
3(b), (c)와 같이 변압기와 벽체와의 협소한 이격으로 

입출력전원 케이블이 변압기 통풍구에 접촉되어 표면 

오염과 함께 경년열화를 가속화 시키는 사소한 설치 

부주의 사례도 발견되었다. 

3.4. 운용 상태

공장, 가정 및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강압 또는 승압

기는 대부분 퓨즈와 과전류차단기가 내장되어 있어 과

부하에 의한 발화위험은 낮으며, 본체 내부와 외부에 

노출단자가 있어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습

기가 유입되면 단자간의 트래킹에 의하여 발화하는 예 

가 있다.

(a) IR image (b) Real image

(c) Installation carelessness of cable
Fig. 3. Installation carelessness and overheating of the transformer

(a) Terminal block looseness (b) Abandoned transformer

(c) Fixation carelessness (d) Dropping risk 

(e) Non-connection ground (f) Ground connection 
Fig. 4. Operating conditions of transformer

또한 단자연결 부분의 접촉저항 증가로 발열 발화하

게 된다17). 소형 변압기 주요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진동 및 시간경과에 따른 접속 불량을 초

래할 수 있는 이완된 입력 단자대 체결 장면이며, Fig. 
4(b)는 변압기가 생산 장비 Door 내 방치되어 있어 경

년열화 및 이상 징후의 조기 발견과 대응이 곤란한 사

례이다. Fig. 4(c)는 변압기를 생산 장비 Control panel상
부 보관 및 진동,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볼트 Hall
을 이용하여 loop로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또한 Fig. 4(d)는 변압기 받침이 미 고정 상태로 운용되

고 있어 진동 및 외부요인에 의한 낙하 시 추가적인 재

해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요소도 발견되었다. Fig. 4(e), 
(f)는 접지선 미체결 사례로서, 현행 전기설비 기술기

준18)에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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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tached film (b) Thermal evidence

(c) IR image
Fig. 5. Transformer of faulty ventilation 

를 하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 중 단자대 접속 불량 및 접지

선 미체결 부위 보완 조치하였다. 
Fig. 5는 출하 시 제품 보호용 보호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여 자연냉각을 위한 측면 통풍구 폐쇄로 

인해 손잡이 부분으로 배출된 발열로 벽체에 수열흔적

이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손잡이 부분의 높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인 산업현장과 교육시

설에서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상정한, 소형 변

압기의 인증품 사용 여부와 운영상의 안전성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50개의 가정용 소형 단상변압기를 비롯한 소형변

압기의 설치개소 중 절대 다수가 계측기용도의 강압용 

변압기였으며, 법정 및 민간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

는 제품이 산업현장에서 5개소 조사되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저렴한 제품 선호와 안전의식 저

하로 발생한 사례라 판단된다.
2) 안전인증의 마크⋅번호, 정격전압, 제조년월일 등

은 안전인증 표시사항이지만, 조사결과 약 18%인 9개
소 제품만이 제조일자가 표기되어 있었다. 제품의 안

전한 사용과 절연열화에 의한 사고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제조일자 표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강화되고 

준수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3) 열화상 카메라 측정결과 변압기의 사용온도는 정

상 사용 시 최대 온도값 이하로 측정되었다. 다만, 변
압기와 벽체의 협소한 이격으로 입출력전원 케이블이 

변압기 통풍구에 접촉되어 표면 오염과 함께 경년열화

를 가속화 시키는 사소한 설치 부주의 사례가 발견되

었다. 
4) 단자체결형 변압기의 경우 단자대 이완에 따른 

전원선 접속 불량 사례, 변압기가 생산 장비 Door내 방

치되어 경년열화 및 이상 징후의 발견과 대응이 곤란

한 사례, 그리고 변압기의 고정 및 설치 부적합으로 인

한 낙하 위험 요소와 접지선 미체결 사례 등이 기타 주

요 불합리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용 및 소형변압기는 제품 특성상 부피가 작고, 
이동 및 휴대가용이한 점으로 관리 소홀과 사고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특히 소형변압기는 

사용자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적 검사 대상이 아니므

로 관리사각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감전사고, 전기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제품 구입 및 전기설비는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의 실태 분석 결과는 소형 변압기 전기재해 예방활동

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관련 기관은 품질 및 점검을 통해 불량 전기제

품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산업현장에 납품,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량업체가 유통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더욱 점검을 강화함으로서 국내 전기재해 발생 비율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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