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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16년 전기재해통계보고서에 

국내 감전사고는 546건으로 나타났으며, 백만명당 감

전사망자수는 일본이 0.09명, 영국은 0.11명, 우리나라

는 0.35명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여 3.8배가 높

고, 같은 전원을 사용하는 영국보다 3.2배가 높았다1). 

특히 위험장소로는 수해/수분과 관련하여 181건의 감

전사고의 건수가 발생되고 있다2). 이렇게 인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경우에 작은 누설전류에도 

치명적인 재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런 누설전류

에 대한 차단/감도전류 하양 조정 등 수중/습윤장소에

서의 감전대책이 필요하다3). 또한 수중과 관련하여 허

용접촉전압과 허용보폭전압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된

다. 수중 작업과 관련한 산업전반에는 다양한 건축물

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산업현장의 경우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성되어 있으나3) 생활환경에 속하는 분수

대는 안전 사각지대이다. 원래 분수대는 사람이 들어

갈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는 분수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분수대의 전기

설비 누전으로 사망 또는 아차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6년에 국내

⋅외 규정을 통한 분수대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

였다4). 또한 수중에 대하여 일반 욕조 및 금속욕조에 

대한 전위분포 특성을 통하여 노출도전부와 접지상태

에 따른 전위분포를 시뮬레이션하여 보폭과 접촉에 따

른 감전위험성을 분석하였다5). 규정과 전위분포분석도 

중요하지만 누전발생시에 이를 감지하고 경보해주는 

장치를 설치하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분수대의 전기설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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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으로만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특히 

조명시설 1개소에 누전을 발생시키고 나머지 조명시설

에는 접지를 한 상태를 모의하여 전위분포를 측정하였

고 그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위 위험성을 바탕

으로 분수대에서 전기설비 누전을 감지할 수 있는 누

전감지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누전감지장치는 분

수대 뿐만 아니라 홍수나 수중 작업 시작 전에 사전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활용가능하다. 

2. 이론적 배경 

2.1. 통전전류의 영향 및 국내⋅외 규정

전류가 인체에 흐르는 경우에는 그 크기에 의해 여

러 가지 생리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인체의 생리적 반

응에 대한 실험결과는 개인차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

지만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 여러 가지의 의미 있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Table 1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일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통전전류값

에 대한 인체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6). 

Table 1. Effects of electrical current on the human body

Current(㎃) Effects

1 or less No sensation

1 to 3 Mild sensation not painful

3 to 10 Painful shock

10 to 30 Muscular control could be lost or muscle clamping

30 to 75 Respiratory paralysis

75 to 4,000 Ventricular fibrillation

Over 4,000 Tissue begins to burns

사람이 전기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하는 상태에 

따라 인체저항과 통전전류가 달라지므로 인체의 접촉상

태에 따라 접촉전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체의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접촉전압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7).

Table 2. Allowable touch voltage

Type Status of touch
Allowable touch 

voltage

1 Most part of body is underwater 2.5 V or under

2 Body is remarkably wet 25 V or under

3 Status of high risk when touch voltage other 
than Types 1 and 2 is applied 50 V or under

4 Free of concern that touch voltage is applied Not limited

풀용 수중 조명등이 가장 많이 설치된 전기사용장소

는 분수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판단기준에서는 

Table 3. Comparative of domestic and foreign codes

Korea (Article 241 of electric 
facility assessment criteria) Overseas (IEC 60364-7-702)

Code

① Each of the followings 
shall apply to underwater 

lightings for pool and other 
equivalents, etc. 

Apply to basins of swimming 
pools, fountains, lakes and water 
bath for detouring swimmers. 

Voltage - Lighting of pool
(Under AC 12 V, DC 30 V)

“풀”만을 표기하고 있으나 국외 IEC는 풀과 분수대를 

동일하게 간주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풀용 

수중 조명등에 관련하여 교류는 12 V, 직류는 30 V이

하로 규정하고 있다. Table 3은 수중조명등에 대한 국

내외 코드를 나타내었다8-10). 

2.2. 시뮬레이션 방법 및 설계 

분수대 감전환경 재현 실험은 여러 가지 제약과 감

전위험성이 동반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중 수중 전위분포 해석에 뛰어난 

Altair사의 Flux를 선택하였다. Flux의 주요 특징은 사

a) Lighting at fountain

b) Lightings and size

Fig. 1. Lightings and size of f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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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정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형상을 원하는 즉시 

변경가능하며 물질의 데이터베이스 선택의 폭이 넓은 

물질 특성 모델링, 선형성, 비선형성, 등방성, 이방성 

재질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직류 및 교류 전원과 시

간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수중에서의 감전현상의 

해석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수대를 설계하였고, 

물질에 대한 물리적 특성/경계조건을 기입하여 수중에

서 전격위험성을 평가하였다. Fig. 1 a)는 일반적인 분

수대로 전기시설은 조명등(3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

용전원 220 V로 제어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일반인들

의 하절기에 분수대 내의 사용이 가장 많은 장소를 선

정하였고 이를 설계하였다. Fig. 1 b)에서 규모는 가로 

10 m이며 세로로 10 m인 대형 분수대이다.

분수대에서의 전위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중조

명등 1에 누전을 시키고 나머지 수중조명 2개소에 접

지한 상태로 하였다.

2.3. 개발된 누전감지장치의 타당성 검증 실험 장치 및 방법

Fig. 2 a)는 수중상태를 모의하기 위하여 40 × 70 ㎝ 

크기의 플라스틱 욕조에 0 ~ 220V의 전위를 인가하였

다. Fig. 2 b)와 c)는 수중의 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로는 히오키 테스터기(3288)와 NI사의 DAQ를 이용하

였다. NI-DAQ는 전압 프로브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수

집하는 장치는 NI-9215를 사용하였다. NI-9215는 4채

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4채널에 입력되는 신호를 동시

에 분석하여 이를 PC로 전달한다. 전압에 대한 모니터

링 소프트웨어는 LabVIEW의 SignalExpress를 이용하였

다. Fig. 2 d)는 0 ~ 220 V를 인가하기 위하여 정격용량 

5 ㎸A의 전원발생기를 이용하여 5 V 간격의 전원을 

인가하였다.

Fig. 2. Experiment setups for verification test of leakage 
detector.

전위센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욕조에 5 V 

간격으로 전위를 발생시켰고 220 V까지를 최종 전위

로 하였다. 테스터기 및 DAQ에서의 전위를 확인한 상

태에서 누전감지장치의 LED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0 

~ 220 V에 대하여 5번의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수중에서의 전위 분포 특성

Fig. 3 a)에서는 수중조명등 1에 220 V의 누전점으로 

하였고 나머지 수명조명등 2와 3을 접지점으로 구성하

였다. 위험성 분석은 Table 2의 제1종의 상태와 Table 3

의 IEC의 교류 12 V이하를 바탕으로 하였다. 인체의 

보폭기준을 사이즈코리아의 기준을 근거하였다11). 보

폭값은 5세부터 30세를 값들을 평균하여 최종 50 ㎝로 

하였다. 경로 1~4는 A~T로 각 20개소이며 총 80개소에 

대한 전위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체 저항값 500 Ω을 

가정하여 통전전류를 구하였다. 

Fig. 3 b)의 경로 1에서는 M~P지점과 S~T지점을 제

외한 14개소에서 제1종 전압을 초과하였고 가장 높은 

전위차는 A지점(20 V)으로 식(1)을 적용하면 40.0 ㎃로 

호흡마비전류에 해당되는 값이 나타났다.

  
 

식 (1)

IEC 기준에서는 C~T지점을 제외한 2개소에서 허용

전압을 초과하였다. Fig. 3 c)의 경로 2에서는 M~T지점

을 제외한 12개소에서 제1종 전압을 초과했으며, 가장 

높은 전위차는 A지점의 21.5 V(43.0 ㎃)로 호흡마비전

류에 해당되는 값이 나타났다. IEC 기준에서는 C~T지

a)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and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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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th 1

c) Path 2

d) Path 3

e) Path 4

Fig. 3.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in the internal fountain, 
with leakage lighting and other lighting(grounding).

점을 제외한 2개소에서 허용전압을 초과하였다. Fig. 3 

d)의 경로 3에서는 K~T지점을 제외한 10개소에서 제1

종 전압을 초과했으며, 가장 높은 전위차는 A지점의 

24 V(48.0 ㎃)로 호흡마비전류에 해당되는 값이 나타났

다. IEC 기준에서는 C~T지점을 제외한 2개소에서 허

용전압을 초과하였다. Fig. 3 e)의 경로 4에서는 경로 2

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Fig. 3의 전체 80개소에서 48개소(60.0%)에서 제1종 

상태를 초과했고 최고누설전류는 48.0 ㎃로 호흡마비

를 일으키는 전류로 나타났으며, IEC의 경우는 8개소

(10.0%)에서 12 V를 초과하였다. 

4. 누전감지장치 개발

4.1. 기존의 수중조명등의 안전 장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수중 조명등 등의 점검 지

침을 제시하였으며, 본 지침은 수조에 시설하는 수중 

조명등 및 그와 관련된 설비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표준 등을 인용하여 알기 쉽게 기술한 것으로 전기안

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였다12). 

J사에서 개발된 IGR 누전차단기는 누설전류에 대한 

유효성분을 무효성분 누설전류와 분리해 유효성분만으

로 주로 동작하게 하는 차단기로 온도와 수분으로 인한 

고장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어 정원, 분수대, 목욕탕, 수

영장 등의 수분이 많은 곳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13). 

점검 지침서 및 IGR 누전차단기의 설치도 중요하지

만 수중에서의 전기설비는 수분으로 인한 노후가 가속

되어 누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자 또는 차단기가 

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중에서의 전위 발

생시에 이를 감지하고 경보하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

리가 가능하다. 

4.2. 누전감지장치 부품 선정 및 회로구성

분수대의 누전특성 분석에서 수중조명등에서의 누

전점으로 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전기적 신호는 전압

과 전류신호이다. 따라서 수중에서의 누전을 발견하기 

위하여 전압 및 전류 센서가 요구된다. 먼저 전류센서

의 경우는 수중조명등의 전원선의 누전을 측정해야 함

으로 CT(Current transformer)형태의 전류 센서를 이용

해야 한다. CT 센서는 분수대 조명 제조시에 CT 센서

를 포함한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CT 센서 

자체의 가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의 조명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설비와의 연계 

또는 분수대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한 센서가 요구된다. 

수중의 전기설비의 누전은 전위를 발생하게 됨으로 전

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압센서가 적합하다. Table 4는 

전압 및 전류 센서를 비교하였다.

 
Table 4. Comparison of voltage and current sensors

Sensors detector Installation Price

Voltage Electric potential(V) Easy Low

Current Leakage current(A) Difficul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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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ltage sensor

b) Circuit diagram
Fig. 4. Development of leakage detector.

Fig. 4는 개발된 누전감지장치를 나타내었다. Fig. 4 

a)는 트랜지스터(Tr)과 저항으로 구성된 누전감지장치

를 나타내었다. Fig. 4 b)에서는 누전감지장치의 회로도

로 작동 시에 저항 1(R 1)에 약 7~8 V정도 전압이 형성

되며, 저항 2(R 2)에 약 1 V의 전압이 걸린다. 따라서 

프로브에 전위가 감지되면 트랜지스터 1(Tr 1)의 베이

스(B)에 전압이 이미터(E)의 전압보다 0.6~0.7 V이상이 

되면 저항 1의 전압이 이미터로 전달된다. 이 전압은 

트랜지스터 2(Tr 2)의 베이스에 인가되고 저항 2의 전

압이 트랜지스터 3(Tr 3) 전단되어 LED가 점등된다. 

 

5. 누전감지장치 타당성 검증

풀용 수중조명등의 설치와 관련된 국제규격인 IEC 6 

0364-7-702(수영장 및 기타 수조)에 따라 교류 12 V이하 

또는 직류 30 V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 이하의 전압을 

분석할 수 있는 누전감지장치를 개발하여야 한다3).

Fig. 5는 개발된 누전감지장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전위가 발생하기 않은 상태에서는 Fig. 5 a)과 같이 

LED가 Off된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Fig. 5 b)는 교류 5 

V에 LED가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제규격 교류 

12 V이하에 부합하게 동작되었다. Fig. 5 b) ~ e)의 

a) 0 V

b) 5 V

c) 10 V

d) 110 V

e) 220 V

Fig. 5. Verification test for 0~220 V.

전위 발생시에는 LED가 작동되었다. 분수대에서 수중 

전기설비는 상용전원인 220 V를 대부분 사용하며 누

전시에는 220 V의 전위를 형성한다. 한 개소에서의 전

위발생은 다른 접지점으로의 전위경도를 형성함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 개발된 누전감지장치의 

경우 전위 발생시에 LED의 경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분수대 뿐만 아니라 풀장 또는 홍수 등의 

다양한 침수 지역의 전위 측정장치로 활용가능하다. 

6. 결 론

국내⋅외 코드 분석과 분수대의 수중 조명등 1개소

에 누전점으로 하고 나머지 수중 조명등에 접지한 상

태에서 전위분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누전감

지장치를 개발하여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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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80개소에서 48개소(60.0%)에서 제1종 상태

를 초과했고 최고누설전류는 48.0 ㎃로 호흡마비를 일

으키는 전류로 나타났으며, IEC의 풀장용 수중조명등 

12 V이하의 경우는 8개소(10.0%)에서 나타났다. 호흡

마비 전류의 대부분은 누전점에서 약 1 m 이내에서 급

격한 전위경도가 형성되어 그 위험성이 높았다. 

2) 국제규격 교류 12 V이하에 부합하여 분수대의 수

중 전기설비의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누전감지장치를 

개발하였고 5 V의 전위에서 LED가 이를 감지하였다. 

본 누전감지장치는 분수대뿐만 아니라, 풀장, 홍수 등

의 다양한 침수 지역의 누전감지장치로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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