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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electric shock accidents on a 4.16㎸ class circuit breaker for power plant. Electric shock accidents 
mostly involve damage of human life, in comparison with electrical fire, rate of human death tend to be higher in electric shock accidents. 
Specially, in a high voltage facilities rate of human death comprised about 43.7 % by electric shock accidents. If electric shock accidents 
happen in a 4.16㎸ class circuit breaker for power plant, then the power plant discontinue power production. Electric shock accidents in 
a power plant have a great ripple effect such as an electric power shortage. In this paper, we analyzed electric shock accidents on a 4.16㎸ 
class circuit breaker for power plant. From the analysis results, we confirmed a cause of electric shock accidents on a 4.16㎸ class circuit 
breaker, it happened by defect of interlock equipment or occurrence of breakdown between first feeder contactor and shielding plate. In 
order to reduce electric shock accidents on a 4.16㎸ class circuit breaker, the power plant should consider improvement of interlock 
equipment and insulation of feeder contactor in circuit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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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 생활에서 전기에너지는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필수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정에서부터 산업현장

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 등으로 전력 

보급률 및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전기 화재사고 및 감전사고 등으로 인적, 물
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무색무취한 

특성으로 인해 부분의 사고가 사소한 방심이나 부주

의에 따라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감전사고의 경우 직

접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감전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

생건수에 비해 사망자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감전사고 이후 추락 사고나 감전경로가 발생

된 전력계통 등의 정지와 같이 사고의 파급효과가 크

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고압 계통에서의 감전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비

율이 단히 높게 나타나고, 전력 공급을 중지해야 하

는 등의 사고 파급효과 또한 크게 나타나므로 감전사

고 사례 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책에 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재해 중, 직접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진 감전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작
업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동 및 관리되는 국내 발전

소용 4.16㎸급 차단기 조작 과정에서의 감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지 책

에 하여 연구하였다. 

2. 감전사고 통계 분석

전기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무취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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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atus of electric shock accidents

Sum Death Injury

2010 581 46 535

2011 557 49 508

2012 571 32 539

예측하기 어렵고, 순간적인 부주의나 조작 실수 등으

로 인해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감전사

고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근 전기안전공사의 3년간의 전기재해 통

계 자료 중, 감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감전사고로 인

해 매년 5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그 중 약 40여
명이 사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6-8). 

2012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전기로 인한 화

재발생은 10,488건이고, 이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부상 

363명, 사망 50명으로 사고 발생 건수에 비해 인적 피

해 규모는 약 3.9 %(전기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

은 0.47 %)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감전사고로 인한 인

적 피해는 매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고 발생 

건수 비 사망자 발생 비율은 약 5.6 %로 사고 발생이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지며,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단

히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2,6).

(a) Ratio of electric shock accident

(b) Ratio of death
Fig. 1. Ratio of electric shock accident classify by electrical 
installation.

전기설비별 감전사고 발생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

로 고압설비, 저압설비 및 전기기계기구로 구분하였을 

경우, 인명사고 발생 건수 및 비율은 Fig. 1과 같이 나

타난다. 
Fig. 1에서와 같이 감전사고를 전기설비별로 분류할 

때, 전체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저압설비가 전체 50.3 %
의 비율을 차지하며, 이에 비해 고압설비에서의 24.0 %
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망사고 발생 비율을 

보면 저압 설비에서 31.3 %의 비율이고, 고압설비에서

는 43.7 %로 고압설비에서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압설비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비

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압설비에서 감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감전사고 이후 2차 사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발전

소 계통의 고압설비에서 감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전력 생산이 중지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고

의 파급효과는 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3. 감전사고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압설비에서의 감전사고 중, 사고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되는 발전소 내의 4.16㎸급 

설비에서의 감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동일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전소 설비 중, 4.16㎸급 차단기 부하 측에는 냉각

기 및 냉각수 펌프, 취배수펌프, 소방펌프 및 비상발전

기 등이 연결되며, 비상발전기를 제외한 설비에 이상

이 발생되는 경우, 발전설비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고

로 이어진다. 따라서 4.16㎸급 차단기에서 감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부하 측 설비에 전원공급이 중지되는 

경우, 전력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을 유발하게 된다. 특
히 이들 설비의 차단기는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전원 공급을 차단시키게 되는데 차단기 차단에 관련한 

일련의 동작 및 차단기 분리 작업 등은 관리자에 의존

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 차단기가 분리되

는 작업 형태를 고려할 경우,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성

이 높으며,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4.16㎸급 차단기의 경우, 금속 외함 내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원 측 

단자와 부하 측 단자 사이에 진공차단기(VCB ; Vacuum 
Circuit Breaker)가 설치되는 구조이며, 3상 일괄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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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side of a 4.16㎸ circuit breaker (b) Inside of a 4.16㎸ circuit breaker

Fig. 3. Broken shape of a 4.16 ㎸ circuit breaker due to breakdown between 1st feeder and enclosure (ground arc fault).

(a) Contactor of circuit breaker (b) Feeder

Fig. 4. Broken shape of 4.16 ㎸ circuit breaker contactor and feeder.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4.16 ㎸ class vacuum circuit 

breaker(VCB) for power plant.

4.16㎸급 차단기의 동작은 중앙제어실에서 자동으

로 차단하거나 현장에서 수동 조작으로 차단하며, 부
하 측에 연결된 설비의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차단기 

본체를 선로에서 완전히 분리(전원 측 1차 피더와 부

하 측 2차 피더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구조)시키게 

되는데 이때 차단기 본체의 분리 과정에는 인출입 핸

들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인출입 조작을 수행하게 되며, 

4.16㎸급 차단기에서 부분의 감전사고는 차단기 본

체를 인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3.1. A 화력발전소에서의 감전사고 사례

먼저 A 화력발전소에서의 감전사고는 부하 측에 

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전원 측과 부하 측을 분리한 후, 
차단기 본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Fig.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차단기는 금속 외

함내에 차단기 본체가 내장되는 형태이며, 전원 측인 1
차 피더와 부하 측인 2차 피더가 패널 후면에 위치하

고, 전면에 진공차단기 및 조작부가 설치된 구조이다. 
차단기의 금속 외함은 용융 천공된 형상으로 최종적

으로 금속 외함을 통해 고장전류가 방출되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감전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

을 입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Fig. 4는 금속 외함 내부의 차단기 본체의 소훼 형상

을 나타낸 것으로 전원 측과 부하 측 접점 중, 전원 측

에 해당하는 1차 피더에 접속되는 접점이 상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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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용융된 형상이며, 접점부분에 연결된 튤립 접

촉자(Tulip contactor)는 3상 모두 용융 유실된 상태를 

보인다. 이는 1차 피더에 연결되는 접점 사이에서 선간 

단락이 발생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선간 단

락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금속 외함을 통해 지락사고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감전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전사고의 양상을 추적해보면 먼저 1차 피더에 연

결되는 차단기의 전원 측 접점 부분에서 선간 단락이 

발생되고, 지락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양상은 차단기 본체의 진공차단기가 차단되지 않은 

활선 상태에서 차단기 본체를 전원을 공급하는 피더와 

분리시키는 인출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차단기의 경우에는 진공차단

기가 분리되지 않은 활선 상태에서는 강제 인출이 불

가능하도록 인터록 장치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활선 상

태에서의 강제 인출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사고가 발생한 차단기의 인터록 장치는 Fig. 5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록 레버가 인터록 로드를 

누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반복 

(a) General

(b) The then accident
Fig. 5. Shape of interlock equipment.

적인 차단기 조작 과정에서 인터록 레버와 인터록 로

드가 이탈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 사고 당시 인터록

레버와 인터록 로드가 서로 어긋나 있는 상태이었다. 
A 화력발전소 4.16㎸급 차단기에서 발생한 감전사

고의 경우, 활선 상태에서 차단기 본체를 강제로 인출

하는 과정에서 1차 피더 상호간에 선간 단락이 발생되

어 고장전류가 금속 외함을 통해 방출되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

다. 사고 당시의 인터록 장치의 상태 및 사고 이후 수

거한 차단기 부분에서의 인터록 장치 구성 형태를 볼 

때 단순히 인터록 레버가 인터록 로드를 누르는 형태

로 인터록이 작동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인터록 장치

의 동작 특성 및 형상을 고려할 경우, 반복적인 동작이

나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인터록 레버와 로드 부분이 이

탈되면서 인터록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활선 상

태에서도 차단기 본체의 인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잠깐

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는 인터록 장치가 해제되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함으

로써 인터록 장치 결함에 의한 활선 상태에서의 차단

기 본체의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록 장치 부분이 

정확하게 맞물려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B 원자력발전소에서의 감전사고 사례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4.16㎸급 차단

기에 연결되는 부하구조는 유사한 면이 있으며, 차단기

를 운용하는 과정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력발전소의 경우와 다른 점

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차단기 본체와 피더를 분

리하는 과정에서 피더 측을 가려주는 차폐판(Shielding 
plate)이 금속 재질로 구성된 점이다. 차폐판은 차단기 

본체를 피더 측에서 분리한 후, 피더 측을 덮어 가려주

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차단기의 경우 금속재질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

서 차폐판은 차단기를 분리 동작시키고, 차단기 본체를 

피더 측으로부터 인출한 이후에는 완전히 피더 측을 차

폐함으로써 감전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 및 피더 측

의 고전압 전원에 의해 차단기와 관련한 제어회로의 오

동작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B 원자력발전소에서의 감전사고는 차단기 본체의 

전원 측 및 부하 측 사이의 진공차단기가 차단된 상태

에서 피더와 차단기 본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

었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B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차

단기는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앞서 언급한 A 화력



박남규⋅송재용⋅김진표⋅고재모

Journal of the KOSOS, Vol. 29, No. 4, 201458

(a) Circuit breaker (b) Internal feeder and shielding plate

Fig. 6. Structure of a 4.16 ㎸ circuit breaker for nuclear power plant.

(a) Interlock equipment (b) Worm gear

Fig. 7. Interlock equipment and driving part(worm gear) of a 4.16 ㎸ circuit breaker for nuclear power plant.

발전소의 차단기와는 달리 완벽한 인터록 장치를 통해 

진공차단기가 차단되지 않는 이상 차단기 본체의 인출

입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인출입 구조에는 웜기어를 

통해 서서히 인출입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인출

입 과정에서의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절연파괴 또

는 지락사고는 발생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용 차단기의 경우, 차단기 본체를 

피더 측에서 분리한 후, 피더 부분을 차폐하는 금속의 

차폐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 차폐판은 차단기 본체의 

인출입 움직임에 따라 연동 구동되는 형태로 차단기 

본체의 인출 정도에 따라 차폐판의 구동 위치가 결정

되며, 완전히 인출되면 차폐판이 피더 측을 덮는 구조

이다.
B 원자력발전소에서 수거한 차단기 본체에 한 검

사 시, Fig. 8에 나타낸 바와 1차 피더 측에 응되는 

차폐판이 일부 전기적으로 용융된 형상이고, 차폐판 

용융 부위에 응되는 차단기 본체의 전원 측 접점부 

및 접점부를 고정하는 몸체 일부(부스바, Bus-bar)가 전

기적으로 용융된 형상이 관찰된다. 여기서 전기적으로 

용융된 차단기 본체의 전원 측 접점의 부스바 부분과 

차폐판은 전기적 용융 식별 부위가 상호 응되는 위

치인 점을 고려할 경우, 이들 전기적 용융흔은 전원 측 

접점의 부스바와 차폐판이 맞닿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피더 측을 차폐하기 위한 차폐판은 차단기 금속 외

함에 연결되어 구동되는 구조로 차단기 본체의 전원 

측 접점이 1차 피더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폐판

이 차단기 본체의 전원 측 접점의 부스바에 맞닿는 경

우, 지락사고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Fig. 8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차폐판 3개소 및 3상으로 구성된 차단

기 본체의 전원 측 접점부에서 각각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차단기 본체의 전원측 접

점부가 1차 피더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

원 측 접점의 부스바와 차폐판이 맞닿으면서 3상 지락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주변 작업자가 작업 과정에서 

금속 외함에 접촉하면서 인체 감전사고를 유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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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ielding plate

(b) Interlock equipment

(c) Zoom in A-1 and A-2

(d) Zoom in B-1 and B-2

(e) Zoom in C-1 and C-2

Fig. 8. Arc mark of a 4.16 ㎸ circuit breaker for nuclear power 

plant due to breakdown between 1st feeder contactor and 

shielding plate.

로 판단된다. Fig. 8에서 차폐판의 A, B 및 C 부분이 

각각 차단기 본체 부스바의 A-2, B-2 및 C-2 부분에 접

촉되는 과정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차단기 본체의 튤립 접촉자 A-1, B-1 및 

C-1 부분에서의 전기적 용융흔은 1차 피더 측과 차단

기 본체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경향은 앞서 언급한 A 화력발전소에

서의 감전사고와 동일하게 최종적으로는 1차 피더 측

과 금속 외함 사이에서 고장전류의 방출, 즉 지락사고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작업자가 감전되는 사고의 

양상을 나타낸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차폐판을 부득이 금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단

기 전원 측의 접점을 지지 고정하는 부스바와 혼촉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만일 차폐판이나 차단기 본

체의 전원 측 접점을 지지하는 부스바 부분이 절연물

에 의해 절연 처리된 상태를 가정한다면 차폐판과 전

원 측 부스바 부분이 상호 혼촉되는 경우가 발생되더

라도 절연파괴나 지락사고는 방지될 수 있으며, 최종

적으로 인체 감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이다. 차폐판 또는 차단기 접점을 고정하는 부스바를 

절연 처리하더라도 전원 공급을 위한 접점 접촉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이므로 차단기 동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감전사고 예방에는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인체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차단

기 본체의 접점부 중, 1차 피더와 연결되는 전원 측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 절연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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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감전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인명사고 

발생 여부에 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발전소용 4.16
㎸급 차단기에서의 감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감전사고는 부분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특징

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고압 설비에서 감전사고가 일어

나는 경우, 상 적으로 높은 사망사고 비율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고압 설비에

서 보다 적극적인 감전사고 방지 책이 요구된다.
4.16㎸급 발전소용 차단기에서의 감전사고는 과거 

인터록 장치의 오류 또는 활선 상태에서의 차단기 본

체의 인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이때 선간 단락 또는 지락사고가 발생되면서 작업자가 

직접 감전사에 이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되었던 인터록 장치가 부착된 차단

기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인터록 장치

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부가적인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4.16㎸급 발전소용 차단기에서는 인터록 장치

의 보완을 통해 활선상태에서의 차단기 본체 인출 과

정 등에서의 감전사고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원자

력발전소용 차단기는 1차 피더와 차단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1차 피더 보호를 위해 금속 구조의 차폐판을 

적용하고 있으며, 차폐판과 차단기 본체의 전원 측 접

점을 고정하는 부스바가 맞닿으면서 감전사고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감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차

단기 본체의 전원 측 점접을 고정하는 부스바 또는 차

폐판 부분을 절연물로 절연하는 작업을 통해 동일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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