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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부 산업 현장에서 제작되는 저압용 분전반은 작업

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더라도 작업자

의 역량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품질 차이가 크고, 새로

운 기술이 탑재된 분전반은 불량률이 더 높은 것을 경

험하게 된다. 분전반의 주요 구성은 녹아웃, 주차단기, 

쌍극차단기, 단극차단기, 누전차단기, 중성선, 접지모

선, 단자, 접지 접속, 접지선, 절연체, 접지, 부스바, 중

성선, 110 V 회선, 220 V 회선, 380 V 회선, 접지 본드, 

이음매, 배선 접속 등이다.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분

전반의 관련 규정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며, 저압

의 정격전압은 교류 1,000 V 이하이다. 직류 설비는 

1,500 V 이하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국전기공업협동조합(KEMC) 규정 역시 관련 규정의 준

수를 요구하고 있다1-4). 일반 저압용 분전반에서 발생

되는 사고는 누전, 과부하, 접촉(속) 불량 및 연면방전 

등에 의해 사고가 보고되었고, 그에 따른 연구가 진행

되었다5-10). 또한, 새로운 분전반이 개발되면 작업의 안

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분전반에 적합

한 작업 공정도의 개발11-13) 및 표준 작업 절차의 개발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새

로운 분전반이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분전반 제작을 

위한 단계별 SOP를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개발된 분

전반 작업에 부합하도록 전체 공정도를 제시하여 작업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3, No. 5, pp. 21-27, October 2018
Copyright@2018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eISSN 2383-9953) All right reserved. https://doi.org/10.14346/JKOSOS.2018.33.5.21

규격화된 분전반 제작을 위한 표준작업절차(SOP)의 공정 개발

고완수⋅이병설*⋅최충석†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서정전기주식회사

(2018. 6. 29. 접수 / 2018. 8. 14. 수정 / 2018. 10. 16. 채택)

Process Development of 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for the Manufacturing of Standardized Distribution Boards

Wan-Su Ko⋅Byung-Seol Lee*⋅Chung-Seog Choi†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Soejoeng Electric Company, LTD

(Received June 29, 2018 / Revised August 14, 2018 / Accepted October 16, 2018)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a distribution board that can monitor the 
leakage current of a load distribution line in real time. The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was fabricated by applying IEC 61439-1. It 
consists of the distribution board and an alarm device. The work process for making the distribution board was compliant with the KEMC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Cooperative) regulations. And the AC distribution board range is 1,000 V. In addition, the voltage in 
DC is less than 1500 V. The distribution board receives a 3-phases and 4-wires power supply system and can supply power to the load of 
a maximum of 32 single or three phase distribution circuits. Also, leakage current measured on the power distribution board was used by 
sensors installed. The SOP of the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consists of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the short circuit alarm device and 
sensor, the surge protection device, switches and indication lamps, and other devices. The operation procedure was prepared so that each 
manufacturing step of the distribution board must be confirmed by the persons in charge of preparation, production, quality control and 
approval before moving forward to the next step.
Key Words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distribution boards, leakage current alarm, KEMC

†Corresponding Author : Chung-Seog Choi, Tel : +82-63-220-3119, E-mail : enetek@naver.com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55069, Korea



고완수⋅이병설⋅최충석

J. Korean Soc. Saf., Vol. 33, No. 5, 201822

2. 분전반 외함 및 시스템의 구성

Table 1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제시되어 있는 분전

반 외함에 대한 것이며, 각각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외함의 보호 등급은 관련 규정 KS 60529을 준수해야 

하며, 개폐 장치 및 내부 전기 회로는 견고하게 체결하

라고 단순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

기적 절연 및 온도 상승 역시 관련 규정을 따르라고 언

급되어 있으며, 단락 내력, 전자파 적합성 및 기계적 

동작 등은 사고 및 외부의 충격에 견딜 것을 요구하고 

있다2-4). 

Table 1. Verification method of enclosure of low voltage 
distribution board

Clause KS C IEC 61439-1

Protection Grade of 
Enclosure

Should prepare in contact and invasion of alien 
substance with live part.

Electric Shock 
Prevention and 

Protection Channel

Verify effectiveness of protection channel.
The earth between the protective channels is 
effectively connected.

Switchgear and 
Structure

Conforms connection regulation, and verifies 
normal operated condition.

Terminal of Outer 
Conductor

Terminal verifies whether is suitable connecting 
cleaner aluminum conductor, or 2 two.

Insulation 
Characteristics

Verify performance of enclosure making from 
insulation material through test. For example, it is 
power frequency withstand voltage, impact 
withstand voltage etc.

Temperature Rise Conforms connection regulation, and verifies 
normal operated condition.

Short Circuit 
Withstand Capability

Conforms connection regulation, and verifies 
normal operated condition.

Electromagnetic 
Waves Adaptedness

Release test and introspection test executes and 
verifies test according to connection EMC standard.

Fig. 1은 개발된 저압 분전반의 외형을 나타낸 것이

다. 배선용차단기(MCCB)는 전원 도입부의 전단에 설

치하였고, 배선은 부스바를 이용하였다. 분전반 내부의 

분기차단기는 부하 분담을 고려하여 좌측과 우측을 대

칭구조로 설계하였고, 분기된 각각의 분기회로에 분기

차단기와 센서 모듈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분

기회로에서 인출된 센서 배선은 우측 상단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에 연결하였다. 또한, 분기 회로는 기본적으

로 32회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부하용량 및 분기회

로가 작은 곳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구

조이다11,13).

Fig. 2는 개발된 분전반의 누설전류 감시 및 경보를 

할 수 있는 장치의 단선 결선도이다. 개발된 제품의 구

성은 주차단기, 분기차단기, 센서 모듈, 분전반관리시

스템, 부스바(Bus bar),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MCCB

Control System

Ground Terminal

Sensor Module Sensor Module

Switchgears Switchgears

Fig. 1. Stereoscopic photography of the developed distribution 
board.

차단기 하단에 메인 부스바가 직결되어 있고, 메인 부

스바에서 분기한 소형 부스바의 후단에 분기차단기가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분전반의 전원은 220/ 

380 V 3상 4선식을 공급받고, 각각의 분기회로를 이용

하여 단상 또는 3상으로 전력을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이다. 개발된 분전반 관리시스템은 채널 선택 회로

(MUX) 기술과 Roaming 기술을 이용하여 32개 모듈 중

에서 1개의 모듈씩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분전반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전선로

에서 발생되는 누설전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즉, 기존 분전반과 같은 작업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작업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작업이 필요한 것이

다. 그러므로 개발된 제품에 적합한 표준작업절차의 개

발이 요구된다. 작업 표준 절차는 작업에 관한 표준이

며, 산업현장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작업 표준은 작업 조건, 작업 방법, 관리 방법, 사

용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다. 개발된 SOP는 기존 분전

반 제작 설비 및 기기를 이용하여 분전반을 제작한 경

험이 있는 작업자들이 쉽게 공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개발된 분전반의 표준 작업 절차

개발된 분전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업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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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개발된 SOP를 

작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제작을 실시할 때 우수

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SOP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사람, 물건, 방법, 관리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일반적인 작업 표준은 기술 표준, 작업 순서, 동작 

표준, 작업 지도서, 작업 지시서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 등이 새로 개발된 

SOP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제품 

생산의 균일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작은 기존 작업과 차이가 있

어서 근로자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Table 2에 나타낸 것은 배선용차단기(MCCB), 누전

차단기(RCD) 및 전자개폐기(MS)의 공정도이다. 제시

된 절차에 따라 작업은 진행되며, 조립 부품은 SOP에 

따라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MCCB, RCD 및 MS 등을 설치할 때는 각 상의 배치 

순서가 중요하며, 배선 역시 각각의 분기회로에 적절

히 연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먼저 주차단기를 분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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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ngle line diagram of the distribution board system having the leakage current monitoring and alarming functions.

Table 2. Operation standard of MCCB, RCD and MS establishment

Parts and material Work order and method Caution of work

 1. Molded Case Circuit 
Breaker(MCCB)

 2. Residual Current 
Protective Device(RCD)

 3. Magnet Switch(MS)
 4. Bolt(M4 or Ø5)

 (1) A main breaker is installed at the top of the distribution.
 (2) Install the main bus bar.
 (3) Install the branch breaker and sensor module, and connect the branch bus bar.
 (4) Check the operation and proceed to the next operation.

 (1) When you are using manufacturing tools, 
take care of hands

 (2) Confirm whether air pressure of tool is a 
normally.(5 kg/cm2)

 (3) Confirm whether alien substance has risen
to device.

When an accident occurs, 
processing is haltedEquipment and Tool

 1. Electric and Air Motion 
Driver

 

Number 
of Bolts

2 Poles 3 Poles 4 Poles

 Top and 
bottom 2 

places

 Top and 
bottom 4 

places

 Top and 
bottom 6 

places

 (1) It handles immediately that oneself can 
handle.

 (2) Return senior the circumstance if urgency
action ends.

 (3) According to senior's direction, execute 
follow-up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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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부에 설치하고, 다음 메인 부스바를 설치한다. 그

리고 분기차단기와 센서 모듈을 설치하고, 분기 부스

바를 연결한다. 그리고 각각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동손잡이를 작동시켜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차단기의 트립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정상

이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분전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할 때는 상(上)에서 하(下)로, 좌(左)에서 우(右)로 

실시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 작업이 완료되면 SOP에 따라 검수를 수행하고, 

적합 판정을 내리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한다.

Table 3은 누전전류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 표

준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

한 관리시스템의 외함은 유리질 난연성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열 및 절연 성능이 우수하여 관리자 또는 관

계자가 실수로 접촉하여도 감전사고의 위험이 없다. 

그리고 표시창에 나타내는 누설전류는 숫자로 표기되

므로 관리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보등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시각적인 인지 능력을 향

상시켰으며, 경보를 발신할 때는 70 dB 이상의 소리가 

파상적으로 울리도록 하여 주변에 있는 관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분전반 관리시스템을 

우측의 상단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각각의 스위치를 

작동시켜 채널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모든 항목이 

정상이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대부분의 연결부 및 

고정부 등이 플라스틱 재질이므로 강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약 5 kg/cm2 정도의 압력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Table 4는 누전전류 센서 모듈의 설치에 대한 작업 

표준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 모듈의 외함은 금형으로 

제작하였으며, RCD와 체결하는 부분은 접촉 저항의 

저감과 연결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부스바 형태로 

제작하였다. 센서 모듈의 외함 제작은 금형 제작하였

기 때문에 연결 부분과 틈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최

소화하였다. 그러므로 센서 모듈 내부로 이물질의 유

입이 거의 없고, 간결하게 체결되므로 작업의 신속성

을 확보한 것은 물론 시스템 설치의 편리성을 향상시

켰다. 먼저, 센서 모듈을 분기차단기 후단에 연결한다. 

각각의 분기차단기 후단에 센서 모듈을 연결할 때 상

(上)에서 하(下)로 체결한다. 좌측의 작업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측의 작업이 진행함에 따라 센서 

모듈의 소손 및 변형이 없고, 작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각의 센서 모듈의 배선을 관리시스템에 연

결하고 확인한다.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하였다.

Parts and material Work order and method Caution of work

 1. Alarm Device of Leakage 
Current and load Current

 2. Bolts

 (1) Secure the distribution panel management system at the top of the right 
hand side.

 (2) Check the condition by operating each switch.
 (3) If all items are OK, move on to the next step.
 (4) Contract parts using work tool.

 
Number of 

Bolts
 Top and Bottom 2 places
 Right and left 4 places  

 (1) When you are using manufacturing tools, take 
care of hands

 (2) Confirm whether air pressure of tool is a 
normally.(5 kg/cm2)

 (3) Confirm whether alien substance has risen to 
device.

Equipment and Tool When accident occurred processing trick

 (1) It handles immediately that oneself can handle.
 (2) Return senior the circumstance if urgency action 

ends.
 (3) According to senior's direction, execute 

follow-up measures.

 1. Electric and Air Motion 
Driver

Table 3. Operation standard of establishment of leakage current alarm device

Parts and material Work order and method Caution of work

 1. Alarm Sensor of 
Leakage Current

 2. Bolts

 (1) Connect the sensor module to the rear end of the branch breaker.
 (2) Connect the sensor module from the top down.
 (3) Once the left hand side operation is completed, the right side work is 

carried out in the same way.
 (4) Connect the wiring of each sensor module to the management system.
 (5) Check the operation status and move on to the next process.
 (6) Confirm work progress phase.

Number 

of Bolts
Right and left 2 places

 (1) When you are using manufacturing tools, take 
care of hands

 (2) Confirm whether air pressure of tool is a 
normally.(5 kg/cm2)

 (3) Confirm whether alien substance has risen to 
device.

Equipment and Tool
When an accident occurs, processing is halted

 1. Electric and Air 
Motion Driver

 (1) It handles immediately that oneself can handle.
 (2) Return senior the circumstance if urgency action 

ends.
 (3) According to senior's direction, execute 

follow-up measures.

Table 4. Operation standard of alarm sensor of leakag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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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서지 보호기의 설치에 대한 작업 표준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된 분전반에 설치하는 서지 보호

기(SPD)는 낙뢰의 충격 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제품에 SPD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낙

뢰의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

라 추가로 설치하는 선택사양 기기이다. SPD의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상 상태의 SPD를 설치 위

치에 놓고, 볼트로 고정시킨다. 다음 SPD의 전원측 배

선을 보호기기의 전단에 연결하고, SPD의 부하측 배선

은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공통접지 단자에 연결한다. 

그리고 SPD의 작동상태를 시험기로 시험하고 정상 작

동하면 작업 지시서에 서명을 하고, 다음 공정으로 전

달한다. 즉, SPD의 전원측 배선(a)과 부하측 배선 길이

(b)의 합(a+b)은 50 cm 이내로 설치할 때 효과적으로 기

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길이를 짧게 

할수록 보호 기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작업자들은 정확

하게 인식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Table 6은 스위치 및 표시등의 설치에 대한 작업 표

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등, 정지스

위치, 정지표시등은 분전반의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도록 하였

다. 설치 순서는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등, 정지스위치, 

정지표시등, 상태표시등의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부품은 구조 및 특성이 유사하므로 시

계방향으로 돌리면 체결되고, 반시계방향으로 분해가 

되는 구조이다. 또한, 모든 볼트와 너트는 약 5 kg/cm2 

압력으로 체결하여 완벽하게 고정되는 것은 물론 물리

적인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최적화하였다. 

Fig. 3은 개발된 분전반의 SOP를 개략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작업에 대한 SOP를 준수하고, 차단기류

를 먼저 설치한 후에 센서 모듈 및 SPD 등을 설치하도

록 하였다.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 규정 및 시험 방법에 

따라 검수가 완료되면 출하하였다.

즉, 개발된 분전반의 SOP는 기기의 취부 작업 표준, 

누전전류 경보 장치의 취부 작업 표준, 누전전류 경보 

센서의 취부 작업 표준, 서지 보호기의 취부 작업 표

준, 스위치 및 표시등의 취부 작업 표준 등으로 구분하

여 개발하였다. 각각의 단계마다 작업 순서는 상(上)에

Parts and material Work order and method Caution of work

 1. Surge Protector(SPD)
 2. Bolts

 (1) Place the SPD in the installation position and bolt it.
 (2) The load side wiring of the SPD is connected to the common ground 

terminal installed inside the distribution panel.
 (3) Test the operation of the SPD with a tester.
 (4) Install a wire length of the SPD within 50 cm.
 (5) Check the operation status and move on to the next process.

  

Number of 
Bolts

 Top and bottom 2 places
 Right and left 4 places

 (1) When you are using manufacturing tools, 
take care of hands

 (2) Confirm whether air pressure of tool is a 
normally.(5 kg/cm2)

 (3) Confirm whether alien substance has risen to 
device.

Equipment and Tool When an accident occurs, processing is halted

 1. Electric and Air 
Motion Driver

 (1) It handles immediately that oneself can 
handle.

 (2) Return senior the circumstance if urgency 
action ends.

 (3) According to senior's direction, execute 
follow-up measures.

Table 5. Operation standard of surge protector

Parts and material Work order and method Caution of work

 1. Switch and Pilot Lamp
 2. Bolts

 (1) First, install the power switch and the power indicator.
 (2) Install the following stop switches and stop lights.
 (3) Install a status label.
 (4) Check the operation status and move on to the next process.

 (1) When you are using manufacturing tools, 
take care of hands

 (2) Confirm whether air pressure of tool is a 
normally. (5 kg/cm2)

 (3) Confirm whether alien substance has risen to 
device.

Equipment and Tool When an accident occurs, processing is halted

 (1) It handles immediately that oneself can 
handle.

 (2) Return senior the circumstance if urgency 
action ends.

 (3) According to senior's direction, execute 
follow-up measures.

 1. Electric and Air Motion 
Driver

Table 6. Operation standard of switch and pilot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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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k process diagram for the production of a division.

서 하(下)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도록 제시하였

다. 그리고 예상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

자 또는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은 

후에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자는 

작업 단계마다 작업을 완료한 기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

한 후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작업이 완료된 후 금속류,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은 

분리수거하고, 절연피복 및 스티커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시하였다.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자는 전

동 공구의 공기 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

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격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새로운 분

전반 제작을 위한 단계별 표준작업절차 및 전체 공정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외함의 검증은 각각의 등급에 따르며, 전기적인 

충격에 견디는 감전 방지와 보호 회로가 있다. 그리고 

전기적인 충격에 견디는 내부 회로를 구성했으며, 일

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확인되었다.

(2) 개발된 분전반은 기존 분전반에 없는 관리시스

템, 센서 모듈, SPD 등이 추가되어 있다. 먼저 분전반 

내부에 각 상의 부스바 및 공통접지단자를 고정시킨다. 

그리고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를 고정시키고, 분기차

단기 후단에 센서 모듈을 연결한다. 또한, 관리시스템 

본체, SPD 등을 고정시킨다. 다음 센서 모듈에서 인출

한 각각의 배선을 관리시스템의 연결단자에 체결하고, 

SPD의 전원측 배선은 보호기기의 전단에 연결하고, 부

하측 배선은 접지공통단자에 연결하도록 하였다.

(3) 센서 모듈의 외함은 금형을 제작하여 연결 부분

과 틈새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각각의 분기차단기 

후단에 센서 모듈을 연결할 때 상(上)에서 하(下)로 체

결한다. 좌측의 작업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

측의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센서의 소손 및 변형이 없

고, 작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4) SPD의 전원측 배선을 보호기기의 전단에 연결하

고, SPD의 부하측의 배선은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공

통접지 단자에 연결한다. SPD의 전원측 배선 길이(a)와 

부하측 배선 길이(b)의 합(a+b)은 50 c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등, 정지스위치, 정지표시

등, 상태표시등은 분전반의 외부에 설치하로 내부 작

업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설치 순서는 전

원스위치, 전원표시등, 정지스위치, 정지표시등, 상태

표시등의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즉, 이상과 같은 작업 절차를 준수하면 개발된 분전

반의 제작 및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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