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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lded Case Circuit Breakers (MCCBs) are typically used to provide over current protection for electrical safety caused by 
short circuit faults and overloads in indoor low voltage power systems. The MCCB automatically connects and disconnects loads from 
the electrical source when the current reaches a value and duration that will cause an excessive. However, the MCCB sometimes is not 
interrupted due to a malfunction, nuisance tripping, or in a fire. Ensuring electrical safety is very important in a indoor low voltage power 
system. This paper presents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MCCBs according to a temperature rise from room temperature to 160 
degrees Celsius delivered by a radiant panel heater. The ABS 54c(rated current: 30A) of the hydraulic magnetic trip type was used in the 
experiments. The signals of temperature, voltage, and current were measured using the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Extensions for 
Instrumentation (SCXI) measurement system with the LabVIEW program manufactured by National Instruments.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s functions of current amplitude and ramp-up rate. The MCCB tripping time decreased as a result of 
increasing current amplitude and ramp-up rate under a temperature rise condition, because the temperature and level of the current ar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tripping time. Additionally, an instantaneous operation was observed after 8 times of the rated current, and the 
MCCB began to melt a surface temperature of around 300 degrees Celsiu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coincided well with the operatin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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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선용 차단기(MCCB ; Molded Case Circuit Breaker)
는 옥내 전로에서 과전류로부터 부하기기 또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배선용 차단기의 적용

범위, 정격 및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 산업 표준 

KS C 8321에 기술되어 있으며1), 국제 규격 인증은 IEC 
60947-2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2). Fig. 1에서와 같이 

배선용 차단기 단자부의 접촉 불량 혹은 화재발생과 

같은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차단기 자체의 온도와 

분전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경우 실내 또는 케

이블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저항 값이 증가하게 되

어 배선용 차단기가 오동작할 우려가 있고, 단락 또는 

과전류에 의해 케이블에 소손을 일으킬 수 있다3). 

배선용 차단기의 표준 사용 환경은 주위온도가 40℃
이며, 이때의 정격전류에 따른 차단 동작시간이 100%
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주위온도가 상승할 경우 배

선용 차단기의 차단 전류 값이 감소하여 동작시간이 

빨라진다4).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상온에

서 배선용 차단기의 오동작 실태 조사 또는 오동작 원

인 분석을 위한 동작 특성 해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5-6). 따라서 화염에 직접 접촉하거나 복사열에 의

해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을 경우 배선용 차단

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복사히터를 사용하여 주변 온

도상승에 따른 배선용 차단기의 응동 특성을 정격전류

의 배수 및 전류 증가율에 따른 실험적 방법에 의해 비

교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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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urpose of the MCCB.

Fig. 2. Structure of the MCCB.

2. 본 론

2.1 배선용 차단기의 구조 및 원리

Fig. 2는 배선용 차단기의 내부 구조를 간략하게 모

델링한 것이다. 실험을 위해 수용가 분전반의 기본적 

차단 용량인 A사의 AC·DC 겸용의 정격 전류 30A(ABS 
54c: S-Type, 50 Ampere Frame, 4극)인 표준 완전 전자

형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였다. 외부는 Mold Case로 

이루어져 충격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Grid와 Arc Chamber로 이루어져 있

고 전류를 차단할 때 접점 간 Arc를 소호할 수 있는 소

호장치와 구리 코일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를 

차단하는 Trip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Fig. 3은 배선용 차단기의 트립부를 나타내고 있다. 

트립 부분은 구리코일, 캡(Cap), 실린더(Cylinder), 아마

추어(Armature)로 이루어져 있다. 실린더 내부에는 자

Fig. 3. Part of the trip.

Fig. 4. Plunger movement by amplitude of currents.

성체 물질인 플런저(Plunger)가 있으며, 실리콘 오일의 

점도저항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배선용 차단기

의 동작시간이 결정된다. 실리콘 오일의 점도저항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 온도 상승에 따른 차단기의 동작특

성이 변화하게 된다.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원리는 Fig. 4에서와 같이 구

리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에 따른 자기장이 발

생하게 되고 실린더 내부의 플런저는 발생된 자기력과 

스프링의 탄성력이 평행을 이루는 위치에 존재하게 된

다. 과전류 및 고장전류에 의해 허용 용량 이상의 전류

가 통전되면 코일의 기자력으로 인해 플런저가 캡 위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위쪽의 아마추어가 캡 부분에 

맞닿게 되어 차단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2 실험방법

Fig. 5는 온도에 따른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실험을 

위한 전체 하드웨어 구성도이다. 과전류를 통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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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ardware composition.

위해 Agilent 6681A 직류전원공급 장치(580A, 8V) 2개
를 병렬로 연결하여 직류 전류를 인가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전원장치는 NI myDAQ를 이용하여 전류

증가율 및 정격전류 배수에 따른 값을 일정하게 통전

할 수 있도록 제어 하였다. 또한 상온에서 교류전원 장

치(PNE Universal Power Supply 700A, 20V)를 이용하여 

직류실험과 동작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용 조건과 주변온도 상승을 일정

하게하기 위해 분전함에 부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OMEGA사의 적외선 복사히터(QH-041060-T)를 사용하

여 배선용 차단기에 복사열을 전달하여 주위온도를 상

승시켰고 히터의 세기는 슬라이닥스를 이용하여 온도

를 조정 하였다. 또한 배선용 차단기와 주변 온도를 측

정하기 위해 8개의 K-type 열전 를 부착하고 전압, 전
류 및 온도는 LabVIEW 프로그램과 SCX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ases by temperatures, multiples of 
rated current and current ramp-up rate

Temperatures
Multiples of rated current Current ramp-up 

rate A/sectimes current (A)

Room temperature 2 60 A 5

40°C 3 90 A 10

80°C 4 120 A 30

120°C 6 180 A 50

160°C 8 240 A 100

10 300 A 200

Table 1은 주변온도, 정격전류의 배수 및 전류증가율

에 따른 실험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은 상온에

서부터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 기준온도인 40℃와 이의 

배수인 80℃, 120℃, 160℃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정격

전류 배수와 전류증가율을 상승시키면서 3회씩 실험하

여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도출하였다. 즉, 상온에서부

터 160℃까지 정격전류의 2배 ~ 10배의 실험과 전류증

가율이 5 A/sec ~ 100 A/sec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실험결과

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 는 Fig. 6에서와 같이 TC 1
은 MCCB의 내부온도, TC 2, TC 3은 통전되는 단자부

의 온도를 각각 측정하였고, TC 4 ∼ TC 8은 MCCB 
주변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7의 그래프는 배선용 차

단기에 복사열을 인가하여 분전함 내부의 최상부(TC 
4) 온도가 약 40℃, 80℃일 때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분전함을 닫아놓은 후 그 외부에 열을 인가하였

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

는 류현상에 의해 MCCB 상부가 하부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실험은 TC 4의 온도를 기준으로 전류 인

가 시점을 결정하였다.
Fig. 8은 정격전류 배수 및 온도변화에 따른 배선용 

차단기의 차단시간 비교 그래프이다. 동일한 전류 값

에서의 차단시간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상온에서의 차단시간과 160℃에서

의 차단시간의 차이가 정격전류 배수가 증가할수록 짧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8배에서 10배 이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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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measurements using thermocouples in 
cabinet panel.

Fig. 7. Temperature profile of the MCCB with radiant panel 
heater in cabinet panel.

류 값에서 배선용 차단기가 순시 트립 동작하기 때문

이다. 또한 실험 결과 값은 배선용 차단기 규정의 기준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격전류의 2배인 60 A일 때의 측정 데이터를 기준

Fig. 8. Comparison of the trip time caused by temperatures 
rise and increasing rated currents.

Fig. 9. Comparison of the terminal temperatures and energy 
variation caused by temperatures rise and increasing rated 

currents.

으로 각 주위온도 변화 구간마다 배선용 차단기의 동

작 소요 시간을 비교해보면 상온에서 차단시간은 평균 

135.4 초가 소요되었다. 40℃ 조건에서는 12% 감소한 

119.1 초, 80℃ 조건에서는 19.8% 감소한 108.5초, 12
0℃ 조건에서는 26.2% 감소한 99.9초, 160℃ 조건에서

는 42% 감소한 78.4초 만에 동작하였다. 상온에서의 

조건과 160℃ 조건에서의 동작시간 차이는 56초로 큰 

차이를 보였다. 
Fig. 9의 위쪽 그래프는 단자부분의 최고온도를 측

정한 그래프이고, 아래쪽은 배선용 차단기에 투입된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정격전류의 2배
일 때 단자부분의 최고온도가 3배일 때 보다 높게 측

정 되었다. 그 이유는 전체 투입된 에너지 측면에서 분

석해 보면 통전 전류의 크기는 작지만 통전 시간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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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the trip time caused by temperatures 
rise and current ramping rates.

Fig. 11. Comparison of the terminal temperatures and energy 
variation caused by temperatures rise and current ramping 

rates.

격전류의 3배일 때 보다 길었기 때문에 전체 투입된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Fig. 10은 주변온도를 높여가면서 전류 증가율에 따

른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시간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전류 증가율은 5 A/sec, 10 A/sec, 30 A/sec, 50 A/sec 및 

100 A/sec로 증가시키면서 차단시간을 분석한 결과 정

격전류 배수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류 증가율에 한 

실험에서는 주변온도에 따른 차단기 동작시간에 한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초당 

전류 값이 증가함에 따라 n초 후 정격전류의 수 배 의 

전류 값이 배선용 차단기에 인가되기 때문이다.
Fig. 11은 전류 증가율에 따른 단자부분의 최고온도 

Fig. 12. Comparison of trip time caused by AC and DC 
currents at room temperature.

Fig. 13. Photograph of MCCB using infrared camera.

와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9에서와 

같이 투입된 에너지에 따른 온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는 상온에서 직류 및 교류 전원장치를 이용하

여 정격전류 배수에 따른 실험 비교결과 그래프 이다. 
직류와 교류 전류 실효값과의 비교에서 동작시간의 변

화 추이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 13은 적외선 복사히터의 복사열로 인해 배선용 

차단기 표면 변화를 적외선 감지 카메라로 촬영한 사

진이다. 배선용 차단기의 주변온도가 약 180℃ 이상이

고, 차단기 케이스 표면 온도가 약 300℃ 이상일 때 녹

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표면과 ON/ 
OFF 스위치 부분이 복사열에 의해 녹아내리면서 정상

적인 차단 동작이 불가능 하였고, 이는 배선용 차단기

에 직접 화염이 접촉하거나 복사열로 인해 분전반 내

부의 차단기가 미 동작 하여 전기적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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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는 옥내 전로에서 과전류로부터 선로 및 부

하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완전 전자형 배

선용 차단기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동작 특성을 정격

전류의 배수 및 전류 증가율에 따라 실험적 방법에 의

해 비교 분석 하였다.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정격전류 

배수의 전류가 통전될 때 주위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차단 동작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류 증

가율에 따른 실험에서는 주위 온도에 의한 영향이 크

지 않았다. 이는 화재 시 단락과 같은 고장 발생에 따

른 차단시간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차단

기 주변 온도가 180℃ 이상일 때, 표면의 케이스 및 

On/Off 스위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로 

인해 배선용 차단기의 차단부는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동작이 불가능하였다.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

을 경우 외부 온도 상승 또는 화염의 직접 접촉에 의해 

배선용 차단기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

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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