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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studied dc leakage current properties analysis of LED lamps of road and landscape  

lighting when leakage current appeared in dc power line. Generally, converter of LED lighting is divides to insulated type 

and non-insulated type according to components. When electric leakage happened in AC power line, earth leakage 

breaker(ELB) senses leakage current and interrupts electric circuit. In dc power source, We need experimental verification 

about dc electric leakage for electricity safety. In normal wiring conditions and in the water, in case of using insulated 

type of converter, dc leakage current did not occur. However, in case of using non-insulated type of converter, dc 

leakage current occurred and passed through into the ground. We found that there is a hazard of electric shock by dc 

leakage current.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ould be helpful for electrical safety of LED lamps for road 

and landscape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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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오염의 감을 한 국제 인 규제 강화와 석유 

등 화석에 지의 고갈에 비한 친환경 산업  신재생에

지의 개발과 확 에 각국의 심과 노력이 집 되고 있다. 

기에 지 분야에 있어 재까지는 신재생에 지가 차지하

는 비율은 그 게 높지 않지만 지속 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양 , 풍력, 연료 지 등 신에

지의 개발과 보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기존의 효

율, 고에 지 소비제품을 고효율, 에 지 소비제품으로 

체하는 기술개발과 장 보 에 극 인 정책  지원을 추

진하고 있다. 조명분야에 있어서도 선진여러나라에서는 이

미 백열 구의 생산을 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백

열 구 등을 다른 조명으로 체하는 계획을 진행 이다. 

최근 기존의 조명을 체하는 것으로 LED 조명이 부상하

고 있으며, 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육성 

등 국가 정책 인 지원으로 LED 조명에 한 연구와 기술

개발, 제품의 생산, 보 이 활성화되고 있다[1-3]. 최근 LED 

조명에 한 국가 표 과 시설을 한 기술기 이 정립되어 

품질과 성능, 안 이 향상된 제품이 보 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4-6]. LED 조명 련 국가 표 은 기술개발 진행 경과

에 따라 진 으로 안 과 성능기 을 상향할 계획에 있

다. LED 조명은 기존의 조명이 갖고 있는 장 은 살리고 

단 을 극복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LED 조명은 일반

으로 DC 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버터 2차측의 DC 

로 등에서의 기안 에 한 검증이 요구된다. 지 까지

의 기설비나 제품에 있어 기화재나 감 사고의 원인분

석과 방을 한 연구와 기술개발은 주로 교류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직류에서의 기안 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7-9]. DC 로의 기안 에 한 지속 인 연구

와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한, 향후, 직류 원 기반의 배 , 

기기기  기제품의 보 이 활성화될 것으로 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한 선행 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8-11]. 

기설비기술기 의 단기  제225조에 의하면 가로등 

 보안등 조명설비에는 지락이 발생하 을 때 로를 자동

으로 차단하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2009) "LED 가로등  보안등기구의 안   성능요구사

항“에 합한 것을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D 가로등  경 조명의 정상 배선상태  

수  배선상태에서의 컨버터 2차측 DC 로에 피복 손상이 

발생하 을 때 지로의 설 류의 발생 유무와 교류측에 

설치된 감 보호장치인 인체감 보호용 차단기의 동작 

유무, LED 가로등  경 조명의 등 특성 등에 하여 

실험,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는 LED 조명의 DC 로에서

의 감 사고 방과 감소, 기안  향상을 한 LED 조명

의 성능 향상을 한 기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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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IEC 60479-1(Effects of current on human beings and 

livestock-part 1:general aspects)에 따르면. 통  경로에 따

른 인체의 험은 주로 류의 크기와 통 시간에 좌우되며, 

인체의 감 사고는 직류에서보다 교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직류 기설비가 증가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직류에 의한 감 사고나 기화재 사고도 증가할 것으

로 상된다. 그림 1은  직류 류가 인체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곡선이다. DC-1과 DC-2의 역은 인체가 류의 

흐름을 감지하며, 기생리학 으로 해롭지 않은 역을 나

타낸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으로 인체에 연속

으로 흐를 수 있는 안  류의 한계는 약 26mA로 교류

의 5mA 보다 상당히 높은 값이다. DC-3은 곡선 b에서 곡

선 c1사이의 역으로 강한 비자의 인 반응과 류의 크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의 회복 가능한 기능 장애  

박동의 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신체 기 의 

손상은 측되지 않는 범 이다. DC-4 역은 심장마비, 호

흡정지  화상 는 다른 세포의 손상과 같은 병리생리학

인 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류의 크기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심실세동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12]. 직류는 교

류에 비해 높은 류가 흘러야 인체에 향을 미치며 결국

에는 교류와 같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류에서의 감

사고 등 기안 에 한 방 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1 직류 류가 인체에 미치는 향 곡선(IEC 60479-1)

Fig. 1 Conventional time/current zones of effects of d.c. 

currents on persons

3. 실험방법

LED 조명설비에서 력변환에 사용되는 컨버터는 컨버

터의 형태에 따라 1차측과 2차측이 기 으로 분리된 연

형(insulated type)과 1차측과 2차측이 기 으로 분리되지 

않은 비 연형(non-insulated type)으로 나 어진다. LED 

조명의 컨버터 2차측은 DC 압이 출력되며 DC 로를 통

하여 LED 등기구로 인가된다. 이러한 컨버터 2차측의 DC 

로에서 이상이 발생하 을 때의 기화재나 감 사고의 

험성에 한 실험, 분석을 하여 장의 설치 조건과 같

은 실험회로를 구성한 후 DC 로의 피복이 손상되었을 때, 

노출된 도체를 통하여 지로 되는 1) 일반 인 배선상

태에서의 에 의한 감 사고 험성과, 2) 수 에서 

되었을 때의 감 사고 험성에 하여 실험, 분석하 다. 

그림 2는 일반 인 배선상태에서 DC 로의 실험을 

한 회로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교류 220V 60Hz의 원을 

입력받아 인체감  보호용 차단기(RCD, 정격 류 20A, 

정격감도 류 30mA, 30ms)를 거쳐 컨버터에서 교류를 직류

로 변환한 후 LED 등기구에 원을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선의 결선에 있어 그림 2(a)는 교류 원측의 

지선과 컨버터 1차측의 지측 선을 서로 기 으로 

속하고 이를 지에 지한 경우(실험조건1)이며, 그림 2(b)

는 교류 원측의 지선은 지와 속( 지)하고 이와 별

도로 컨버터 1차측의 지선도 지에 속( 지)하여 회로

를 구성(실험조건 2)하 다.

(a) 실험조건 1

(b) 실험조건 2

그림 2 일반 인 배선상태에서의 DC 로 실험 회로

Fig. 2 Electrical circuit of leakage current of DC lines at the 

normal conditions

그림 3은 수 에서의 DC 로의 에 의한 감 험성

을 실험하기 한 회로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회로는 

교류 220V 60Hz의 원을 입력받아 인체감  보호용 

차단기(ELB, 정격 류 20A, 정격감도 류 30mA, 30ms)를 

거쳐 AC/DC 컨버터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후 DC 

로를 통하여 LED 등기구에 원을 공 하도록 구성되어 있

으며, 수 에서의 DC 로의 에 의한 험성 실험을 

하여 DC 로의 선 피복의 일부(+극 는 -극) 는 

부(+극  -극)가 수 에 노출되도록 하 으며, 이때 LED 

등기구의 동작 특성과 수조에 설치된 지극( )을 통한  

직류 설 류의 특성을 측정, 분석하 다.

그림 3 수 에서의 DC 로 실험 회로

Fig. 3 Circuit compositions of leakage current of DC lines 

in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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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간의 압  항은 멀티미터(88, Fluke,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 으며, 설 류는 leakage current tester 

(CM-03, Prova, Taiw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4와 표 1은 실험에 사용된 LED 조명의 외형과 사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a)는 A사의 130W LED 가로등

으로 컨버터는 독립형의 비 연형이며 출력 압은 32V, 출

력 류는 3.5A이다. 그림 4(b)는 120W의 LED 가로등으로 

컨버터는 독립형의 연형이며, 컨버터의 CH1 출력 압은 

16V, 출력 류는 3.37A이며, CH2의 출력 압은 16V, 출력

류는 2.69A이다. 그림 4(c)는 12W LED 경 조명으로 컨

버터는 독립형의 연형이며 출력 압은 24V이며 출력 류

는 2.5A이다.

 

(a) A사의 LED 가로등  컨버터의 외형

 

(b) B사의 LED 가로등  컨버터의 외형

 

(c) C사의 LED 경 조명  컨버터의 외형

그림 4 직류  실험에 사용된 LED 조명의 외형

Fig. 4 The states of LED lightings used in the DC leakage 

current experiments

표 1 실험에 사용된 LED 조명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LED lightings used in the experiment

구   분 A사 가로등 B사 가로등 C사 경 조명

소비 력 130W 120W 12W

컨버터 형태 비 연형 연형 연형

컨버터 출력 32V 3.5A
16V, 3.37A
16V, 2.69A

24V, 5A

LED 소자 3W Power LED - 1W Power LED

4. 결과  고찰

4.1 일반 인 배선상태에서의 DC 로  특성 분석

4.1.1 실험조건 1에서의 DC 로의  특성

그림 5(a)는 그림 2(a)와 같은 실험조건 1에서의 A사의 

LED 가로등기구의 일반 인 배선상태에서의 DC 로의 

실험과 압 측정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압 측정은 멀

티미터(88, Fluke, USA)를 이용하 다. 그림 5(a)는 컨버터 

2차측의 +극 단자와 등기구 속제 외함 간의 압으로 

32.8V로 측정되었으며, 한, 1차측의 지선과 2차측의 +극

과의 차는 33.01V로 측정되었다. 그림 5(b)는 1차측의 

지극과 2차측의 -극간의 항을 측정한 것으로 0.2 Ω으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컨버터 1차측의 지극과 2차측의 +극 

 -극이 기 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구의 외함( 는 지)과 컨버터 출력측 사이에 감 경

로가 형성되면 인체를 통하여 감 류가 흐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c)는 +극에서 지로 이 발생한 경

우로 교류 원측의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았으며, LED 

등기구는 정상 으로 등하 으며 지로 0.29A의 설

류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d)는 -극에서 지로 

이 발생한 경우로 교류 원측의 차단기는 동작하지 

않았으며, LED 등기구는 정상 등되었으며, 지로 설

류는 흐르지 않았다.

 

 (a) +극과 외함의 압 측정 (b) 지극과 -극의 항 측정

 

 (c) +극 로와 지간  (d) -극 로와 지간 

그림 5 실험조건 1에서의 DC 로  실험(A사)

Fig. 5 Leakage current experiments of DC power lines in 

condition 1(A company)

그림 6(a)은 그림 2(a)와 같은 실험조건 1에서의 B사의 

LED 가로등기구의 일반 인 배선상태에서의 DC 로의 

실험과 압 측정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압 측정은 멀

티미터(88, Fluke, USA)를 이용하 다. 그림 6(a)은 컨버터 

2차측의 +극 단자와 등기구 속제 외함 간의 압으로 

0.34V로 측정되었으며, 한, 1차측의 지선과 2차측의 +극

과의 차는 0.57V로 측정되었다. 그림 6(b)는 1차측의 

지극과 2차측의 -극간의 항을 측정한 것으로 OL(over 

range)로 표시되었다. 이로부터 컨버터 1차측의 지극과 2

차측의 +극  -극은 기 으로 분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c)과 (d)는 컨버터 2차측의 +극과 -극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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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되었을 때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실험에서 LED 등기구는 정상 으로 등되었으며, 지로

의 설 류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류 원측의 차단기

도 동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LED 등기구의 컨버터 2차측 DC 로가 일반 인 배선상태

에서 되더라도 지로 직류 설 류가 발생하지 않으

며, LED 등기구는 정상 으로 등됨을 알 수 있다.

 

 (a) +극과 외함의 압 측정 (b) 지극과 -극의 항 측정

 

 (c) +극 로와 지간  (d) -극 로와 지간 

그림 6 실험조건 1에서의 DC 로  실험(B사)

Fig. 6 Leakage current experiments of DC power lines in 

condition 1(B company)

4.1.2 실험조건 2에서의 DC 로의  특성

그림 7(a)은 실험조건 2에서의 A사 LED 가로등기구의 

일반 인 배선상태에서의 DC 로의 실험  압 측

정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압 측정은 멀티미터(88, Fluke, 

USA)를 이용하 다. 그림 7(b)는 컨버터 2차측의 +극 단자

와 LED 등기구의 속제 외함 간에 나타나는 압으로 

32.5V로 측정되었다. 그림 7(c)은 +극에서 지로 이 발

생한 경우로 교류 원측의 차단기는 동자하지 않았으

 

    (a) DC  실험모습     (b) +극과 외함의 압 측정

 

 (c) +극 로와 지간   (d) -극 로와 지간 

그림 7 실험조건 2에서의 DC 로  실험(A사)

Fig. 7 Leakage current experiments of DC power lines in 

condition 2(A company)

며, LED 등기구는 등과 소등을 반복하 다. 한, 그림 

7(d)은 -극에서 지로 된 경우로 교류 원측의 차

단기는 동작하지 않았으며, LED 등기구는 등되지 않았다.

그림 8(a)은 실험조건 2에서의 B사 LED 가로등기구의 일

반 인 배선상태에서의 DC 로의 실험  압 측정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압 측정은 멀티미터(88, Fluke, 

USA)를 이용하 다. 그림 8(b)은 컨버터 2차측의 +극 단자

와 등기구 속제 외함간의 압으로 0.0V로 측정되었으며, 

그림 8(c)  (d)는 CH1의 +극과 -극이 각각 지로 되

었을 때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실험에서 

LED 가로등기구는 정상 으로 등되었으며, 지로의 

설 류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류 원측의 차단기도 

동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LED 

등기구의 컨버터 2차측 DC 로가 일반 인 배선상태에서 

되더라도 지로 직류 설 류가 흐르지 않으며, LED 

등기구는 정상 으로 등됨을 알 수 있다.

 

    (a) DC  실험모습     (b) +극과 외함의 압 측정

 

 (c) +극 로와 지간   (d) -극 로와 지간 

그림 8 실험조건 2에서의 DC 로  실험(B사)

Fig. 8 Leakage current experiments of DC power lines in 

condition 2(B company)

4.2 수 에서의 DC 로의 특성 분석

그림 9는 A사 LED 조명의 컨버터 2차측 단자간  출력

단자(+극 는 -극)과 지극( 지 )간의 압을 멀티미터

(88, Fluke, USA)로 측정한 것이다. 측정결과, 컨버터의 출

력 압은 32.22V이며, +극과 지극( ) 사이에도 32.69 V, 

-극과 지극( ) 사이에는 0.41V로 측정되었다. 이는 컨버

터가 비 연형으로 1차측의 지극과 지로부터 인출한 

지극( 지 )이 기 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 +극과 -극의 압     (b) +극과 지극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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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극과 지극의 압 측정

그림 9 LED 조명의 비 연형 컨버터 2차측 단자의 압 측정

Fig. 9 Voltage measurements of the second terminal of 

non-insulated type converter of LED lighting

그림 10과 그림 3과 같이 수 에서 DC 로의 피복이 손

상되어 되었을 때의 특성을 실험, 분석한 것이다. 

그림 10(a)과 (b)는 수 에서의 DC  실험모습과 지극

( )과 손상된 선의 배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투명한 

수조 내에 지로부터 인출된 지선을 기 으로 속한 

지극( )을 수조 내에 설치하고 LED 조명설비의 컨버터 

2차측 +극과 -극 로를 수 에서 순차 으로 담궜을 때의 

등기구의 동작 특성과 지로의 설 류 특성, 수조 내에서

의 특성 변화에 하여 실험, 분석하 다. 지로의 설

류는 leakage current tester(CM-03, Prova, Taiwan)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10(c)은 노출된 +극과 지극( )을 근  는 

하 을 때의 기  특성과 수 에서의 상을 나타낸 것이

다. +극을 지극에 하 을 때 노출된 +극 선과 지

극( ) 사이에서는 수  아크가 발생하 으며, 된 선

과 지극은 용착되어 잘 분리되지 않았다. 설 류계를 

이용하여 지로 흐르는 류를 측정한 결과, 순간 으로 최

 5.71A의 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D 

등기구는 되는 동안에는 등되지 않았다. 노출된 +극 

선과 지극( )을 약 1cm 정도 이격한 경우에는 지극

( )에서 다량의 기포가 지속 으로 발생하 으며, 지극에 

근 할수록 더 많은 기포가 발생하 다. 이는 지로 설

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노출된 +극의 선 

피복은 발생한 열에 의해 용융되어 수 에 부유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0(d)은 노출된 -극과 지극( )을 근  는 

시켰을 때의 기  특성과 수 에서의 상을 나타낸 것이

다. -극을 지극에 시 순간 인 미소 아크가 발생하

으며, 최  1.05A의 설 류가 지를 통하여 되었다. 

LED 등기구는 정상 인 밝기 보다 어두운 상태로 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출된 -극과 지극( )을 1cm 정도 

이격하여 근 하 을 때 지극에서 약간의 기포가 생성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극과 지극을 통하여 미소한 

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0(e)은 노출된 +극과 -극 동시에 수 에서 투입시

켰을 때의 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극의 선 피복은 

발생한 열에 의해 피복이 용융하여 수 에 부유하 으며, -

극과 지극( )에서는 동시에 기포가 형성됨을 볼 수 있었

다. 이는 지극( )과 기 으로 속된 지선을 통하여 

지로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설 류는 +극  

-극 로가 각극 지극( )과  는 근 하 을 때 나

타나는 특징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극이 지극에 

시에는 LED 등기구가 소등되고 -극이 지극과 시에는 

약각 밝기가 어두워짐을 볼 수 있었다. 실험 후 선의 상

태를 확인할 결과, +극 선의 도체는 쉽게 부서지며, -극 

선의 도체는 노란색으로 변색됨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비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LED 조명에 있

어, +극과 -극이 원측과 기 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압이 유기되며, 유기된 차에 의해 수 에서도 

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 에서의 감 사고 

방을 하여 컨버터의 1차측과 2차측이 기 으로 분리된 

연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a) 수  DC  실험 모습  (b) 손상 선과 지극( )

 

(c) +극 로의 수  노출시  특성

 

 (d) -극 로의 수  노출시  특성

 

+극

-극

(e) +극  -극 로의 동시 수  노출시  특성

그림 10 DC 로의 수   특성(A사)

Fig. 10 Leakage current properties of DC lines(A company) 

그림 11은 그림 3과 같이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C사의 

LED 경 조명의 연이 손상된 DC 로가 수 에서 노출

되었을 때의 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로의 설

류는 leakage current tester(CM-03, Prova, Taiwan)를 이



기학회논문지 60권 4호 2011년 4월

890

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11(a)은 수 에서의 실험 모습

과 손상 선과 지극( )의 배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11(b)은 +극 로가 수 에 노출되었을 때의 특성으로, 

지극( )과 근  는 하여도 그림 10(c)의 비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경우와 달리 지극( )에서 기포가 발생

하지 않았으며, 지극을 통한 설 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 +극과 지극( )을 한 경우에도 수  아크도 발

생하지 않았으며, LED 경 조명은 정상 으로 등하 다.

그림 11(c)은 -극 로가 수 에 노출되었을 때로, 지극

과 근  는 하여도 지극( )을 통한 설 류는 발

생하지 않았으며, 지극( )에서의 기포도 발생하지 않았

다. 한, LED 경 조명은 정상 으로 등되었다. 

그림 11(d)은 +극과 -극 로가 수 에 동시에 노출된 경

우로, 지극( )을 통한 설 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극( )을 +극 는 -극과 근  는 하여도 아크나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노출된 +극과 -극 로사

이에서는 수  기분해에 의해 -극에서 기포가 발생하 으

며, +극 로의 선 피복은 발생한 열에 의해 용융하여 수

에 부유함을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이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LED 조명의 경우, 손상된 +극 는 -극 로가 수

에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해를  수 있는 설 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경우에 나타

나는 지극( )에서의 기포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수  DC  실험 모습  (b) +극 로의 수  

 

(c) -극 로의 수   특성

 

(d) +극과 -극 로의 동시 수   특성

그림 11 DC 로의 수   특성(C사)

Fig. 11 Leakage current properties of DC lines(C company) 

기설비기술기 의 단기  제241조(풀용 수  조명등 

등의 시설)에서도 조명등에 기를 공 하기 해서는 연

변압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변압기의 2차측 로

를 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7]. 따라서, 직류 원을 

사용하는 LED 조명도 마찬가지로 감 사고 등의 방을 

하여 반드시 연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LED 조명의 직류  특성에 한 실험과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EC 60479에 따르면, 직류에서도 교류와 마친가지로 

인체에 인가되는 류의 양에 따라 향을 을 알 수 있으

며, 통 류와 인체 향에 한 특성 곡선에 따르면 직류 

26mA 이상의 류가 연속 으로 인체에 가해질 경우에는 

기생리학 으로 향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반 인 상태에서의 직류  특성에 하여 실험,

분석한 결과, 비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컨버터의 

1차측 지극과 2차측의 +극과 -극이 기 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컨버터 2차측의 +극과 등기구 외함( 는 

컨버터 1차측의 지극)에 출력 압이 그 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으며, 컨버터 2차측의 +극 는 -극이 지와 기

으로 속( )될 때에 지선을 통하여 직류 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류 원측의 차단기는 동작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컨

버터 2차측의 +극과 등기구 외함( 는 컨버터 1차측의 지

극)간에 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극  -극이 지와 

기 으로 속( ) 되더라도 지극을 통한 설 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LED 등기구는 정상 으로 등하 다.

(3) 수 에서 DC 로가 되었을 때의 직류 특성

에 하여 실험, 분석한 결과, 비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LED 조명은 수 에서 지극( )과 +극 는 -극이 한 

경우에는 수  아크가 발생하 으며, +극이 한 경우에

는 LED 등기구가 소등하 으며, -극이 한 경우에는 밝

기가 감소하 다. 한 지극( )에 연결된 지선을 통하

여 직류 설 류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지극

( )에 근 한 경우에는 지극( )과 -극 선 등에서 기포

가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LED 조명의 경우, 지극( )의 , 근  유무와 계없

이 지선을 통한 설 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LED 조

명도 정상 으로 등되었다. 다만, +극과 -극이 동시에 수

에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된 -극 선 부분에서 기포가 

발생하 으며, +극 선의 피복은 발생한 열에 의해 용융되

었다.

이상의 실험을 통해 비 연형 컨버터를 사용한 LED 조

명의 경우, 일반 인 배선상태나 수 에서나 DC 로의 피

복 손상에 의한  경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체의 감 사고의 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DC 로에서의 에 의한 감 사고의 방을 하여 

컨버터의 1차측과 2차측이 기 으로 분리된 연형 컨버

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련기   표  등

의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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