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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 WTO/TBT agreement was adopted by the IEC domestic. For this reason,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was many Confusion arises. Low voltage circuit was also one of these. The case of low voltage circuit, 

existing domestic circuit breakers and circuit breakers IEC curve differs from the behavior of each other. If low voltage 

circuit breaker wrong facility, circuit breaker malfunction may occur due to the large property damage.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domestic circuit breakers and circuit breaker operation IEC curves were analyzed. 

And, through experiments suggested compatible break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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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기설비의 안 한 운용과 리를 해 규정하고 있

는 기설비기술기 은 최근 세계무역기구의 기술 정으로 

의무사항을 수하고 기술 장벽을 해소하기 해 국내 산업 

IEC를 도입하여 국내에 용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기기술 원회에서 국제 기기술표 을 

국내에 도입하기 하여 국내 기설비기술기 의 합성

단기  제279조에 국제규격을 신설하여 용토록 하 다. 

한 2009년 압용 차단기와 련하여 기존 국내 차단기에 

한 련 규격을 KS C IEC 60898  KS C IEC 61009-1

로 변경을 실시하 다[1][2]. 추가 으로 2010년 1월부로 

IEC 60364의 압 기설비에 한 지방식  TN-C-S의 

국내 시공이 가능하도록 공고되었으며[3] 압용 차단기와 

련하여 기설비 기술기   단기  38조에 IEC 표

에 합한 차단기를 사용하도록 고시되었다[4].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으로 인해 기존 국내 설치된 차단기와 IEC 차단

기간 상호 동작과 련된 호환문제가 두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앞에서 언 한 내용과 같이 국내‧외 차단기의 동

작과 련하여 상호 호환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 제시를 

하여 차단기 동작 커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외 차

단기 설치 시 호환할 수 있는 수식을 제안하 으며 본 수식

의 결과를 검증하기 한 실험을 통해 차단기 상호 동작 호

환 방안 도출을 한 수식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2. 본  론

2.1. 국내차단기와 IEC 기반 차단기 순시 trip 동작 분석

국내환경 220 V에서의 차단기 동작특성에 한 검토결과 

지락사고와 련하여 국내차단기와 IEC 기반 차단기의 차이

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국내 지계통이 

지 항이 높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지락사고 류가 IEC기

반 지계통  TN 지계통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국내 

지계통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독립 지방식으로 구

성되어 있어 지를 통해 성 으로 지락사고 류가 회기 

되지만 TN 지계통의 경우 보호도체를 통해 성 으로 

지락사고 류가 회기 되므로  국내 기 에 해 시공된 

지계통  1종 지가 10 Ω 이하이고 TN 지계통은 30 

A 기  약 1.6 Ω 이므로 TN 지계통이  국내 지계통

에 비해 6.25배의 지락사고 류가 발생하게 된다[5][6]. 

재 국내 건축 기설비의 말단에 설치된 차단기의 경우 최

차단 류 기존의 경우 1.5 kA의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2.5 kA의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TN 

지계통으로 건축 기설비를 시공할 경우 지락사고 류가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단기의 최 차단 류

를 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차단기 Type에 따라 차단기 동작커   크기

에 차이가 있어 차단기 상호간 보호 조의 불안정 문제이

다. 재 국내 차단기의 경우 일부 차단기 제작업체를 제외

한 부분의 차단기 제작업체는 배선용차단기의 순시동작구

간을 정격 류의 8배∼15배 혹은 16배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IEC 기반 차단기는 B Type, C Type, D Type으로 구

분되고 있다. B Type의 경우 3∼5배, C Type의 경우 5∼10

배, D Type의 경우 10∼20배의 순시동작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B Type의 차단기는 일반 인 가정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인체감 보호  설비보호를 해 제작되었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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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값은 차단용량의 3∼5배 류가 주어진 시간 이상 지속

으로 흐를 경우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C Type 차단

기의 경우 상가지역  소규모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

우 인체감 보호  설비보호를 해 제작되었다. 순시값은 

차단용량의 5∼10배의 류가 주어진 시간 이상 지속 으로 

흐를 경우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D Type 차단기의 경

우 규모 공장  병원설비, 엑스 이, 규모 모터 등의 

부하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해 사고 시 설비보호를 해 

제작되었다. 순시값은 차단용량의 10∼20배의 류가 주어

진 시간 이상 지속 으로 흐를 경우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차단기 동작 커 에 해 그림 1은 국내 차단기의 동

작커 를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국내 압용 차단

기의 경우 순시 trip 구간을 차단기 용량의 최소 8배∼최  

15배 혹은 16배로 구성되어 있다. 

(a) 국내 A사 차단기 동작커

       

(a) 국내 B사 차단기 동작커

그림 1 국내 차단기 동작 커

Fig. 1 Domestic Circuit Breaker Performance Curve

그림 2는 IEC 기반 차단기 동작커  특성을 나타내었다

[7]. 그림 2(a)는 일반 인 가정에서 사용되는 B type 차단

기로 국내의 경우 주택, 아 트와 같은 주거환경의 기재해

를 방하기 해 사용된다. 주로 인체감 을 해 차단기

의 순시 trip의 범 가 정격 류의 3∼5배로 그 범 가 매우 

좁다. 그만큼 차단기의 동작이 민하며 참고로 국내 차단

기는 이 범 에서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림 2(b)는 상가지

역  소규모 공장에서 사용되는 C type 차단기로 순시 trip

의 범 가 정격 류의 5∼10배로 그 범 가 B type에 비해 

넓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상가 등의 지역에서는 정

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B type에 비

해 순시 trip 범 가 넓다. 그림 2(c)는 공업지역 혹은 X-ray 

등과 같이 동기  x-ray 촬 과 같이 순간 인 과 류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D type 차단기로 순시 trip의 

범 가 정격 류의 10∼20배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a) B Type 차단기 동작 커 (b) C Type 차단기 동작 커

 

(c) D Type 차단기 동작 커

그림 2 IEC 기반 차단기 동작 커

Fig. 2 IEC Circuit Breaker Performance Curve

2.2 국내 차단기와 IEC 차단기 trip 특성 분석을 통한 

차단기 혼용 방안 제시

그림 1  그림 2에서와 같은 동작 특성을 가지는 차단기

를 혼용할 경우에 한 문제 은 다음과 같다. 만일 원을 

기 으로 원에 가까이 설치된 차단기를 1차측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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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circuit breaker)라 명하고 1차측 차단기 후단에 설

치된 차단기를 2차측 차단기(secondary circuit breaker)라 

할 경우 1차측 차단기에 50 A의 IEC기반 차단기  B type

을 설치하고 2차측 차단기에 30 A의 국내차단기를 시설 후 

200 A의 지락사고 혹은 단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격 류

의 3∼5배의 순시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1차측 차단기는 

사고 류에 반응을 하여 차단기가 동작을 하게 되지만 8∼

15배의 순시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2차측 차단기는 동작을 

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1차측 차단기가 동작을 하게 되

고 정 구간이 확 가 된다. 그림 3은 국내 압용 차단기

의 동작 커 와 IEC 차단기(B type, C type, D type)의 동

작 커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 국내 차단기  IEC 차단기 동작 커  비교 분석

Fig. 3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Curve about 

IEC Circuit Breaker & Domestic Circuit Breaker 

그림 3에서와 같이 국내차단기 모두 8∼15배에서 순시 

trip이 되도록 커 를 정의하고 있는 반면 IEC 기반 차단기

는 B, C, D type에 따라 순시 trip 동작 구간을 세분화 하고 

있으며 각 type에 따라 국내 차단기와 첩되는 부분이 없는 

동작구간(B type), 일부 첩되는 구간(C type, D type)을 가

지는 차단기 type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조건

의 차단기들이 국내에 도입되어 설치되기 해서는 에서 

언 된 문제 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해 차단기를 시설

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 식은 차단기 설치 시 

차단기의 최소한의 동작 조를 맞추기 한 수식을 제안하

다. 먼  1차측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

로 1차측 차단기의 정격 류(Ipcb)와 순시 trip 크기의 최소값

(Kpcb)을 곱한다. 이 값은 아래의 식에서 부등호 좌측에 치

한 값이 된다. 한, 2차측 차단기의 경우 1차측에 연결된 차

단기에서 2차측 차단기  최  용량을 가진 차단기의 정격

류(Iscb), 이 차단기의 순시 trip 크기의 최  크기(Kscb)를 

곱한값과 2차측에 연결된 차단기와 병렬로 설치된 차단기의 

정격 류 총합을 서로 더한다. 이 값은 아래의 식에서 부등

호 우측에 치한 값이 된다. 국내‧외 차단기가 혼용되는 구

간에 이 수식을 이용할 경우 부분 문제가 발생한 각 구간

만을 차단하여 정 구간의 확 를 미연에 방할 수 있다. 

아래의 수식은 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국내외 차단기의 

혼용 설치를 한 수식을 나타내었다.

× ≥ ×  




 

기호 내  용

Ipcb primary circuit breaker 정격 류

Kpcb main circuit breaker 순시 trip 크기의 최소값

Iscb secondary circuit breaker 최  용량 정격 류

Kscb
secondary circuit breaker  최  용량 차단기의 순시 trip 크

기의 최 값

Ii
secondary circuit breaker  Iscb 를 제외한 나머지 차단기 

정격 류

n Iscb 를 제외한 나머지 secondary circuit breaker의 개수

2.3 사례연구

2.3.1 실험 방법

재 국내에서는 IEC로 설계된 차단기에 한 인식이 부

족하여 차단용량만을 고려하여 차단기를 설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오류의 요소가 많은 상태이다. 본 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의 한 사례를 실험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이를 

해 IEC로 설계된 차단기와 국내차단기의 상호호환 계를 분

석하 다. 차단기 동작 상호 호환 특성 분석을 해 IEC 기

반으로 제작된 차단기와 기존 국내 차단기를 1차측과 2차측

에 각각 설치하 다. 이때 사용된 차단기는 IEC 차단기는 

B, C Type 32A의 차단기를 사용하 으며 국내 차단기는 

15A, 30A 차단기를 사용하 다. 이때 1차측에 상태를 확인

하기 해 1차측 차단기 말단에 항부하를 연결하여 사고

류를 제한하 으며 제한된 사고 류를 이용하여 1차측 차

단기가 동작하 는지 2차측 차단기가 동작하 는지를 분석

하 다. 측정구간은 원부에 압계를 연결하여 압의 변

화를 모니터링 하 으며 1차측 말단과 2차측 말단에 CT를 

연결하여 류상태를 모니터링 하 다. 그림 4는 본 실험을 

해 구성한 차단기 동작 시험회로를 나타내었다.

그림 4 차단기 동작시험 회로도

Fig. 4 Circuit Breaker Performance Test Diagram

2.3.2 실험 결과

실험결과 단락사고 발생시 1차측에 설치한 IEC 차단기가 

먼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2차측의 국내 차단기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 그림 5는 이때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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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 차단기 종류 2차측 차단기 종류 실험결과

32A-B type 15A 국내 차단기 1차측 차단기 동작

32A-C type
15A 국내 차단기

2차측 차단기 동작
30A 국내 차단기

15A 국내 차단기
32A-B type 2차측 차단기 동작

32A-C type 1차측 차단기 동작

30A 국내 차단기
32A-C type 2차측 차단기 동작

45A-B type 2차측 차단기 동작

표   1  차단기 상호 동작 실험 결과 비교 분석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result of Circuit Breaker 

Performance Test

(a) 원측 압 측정 결과

(b) 1차측 차단기 류 측정 결과

(c) 2차측 차단기 류 측정 결과

그림 5 국내  IEC 차단기 동작 실험 결과

Fig. 5 Result of Circuit Breaker Performance Test about Domestic 

& IEC Circuit Breaker

그림 5에서와 같이 1차측과 2차측 형이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2차측 차단기가 동작을 

하 다면 1차측 류 형에 부하만큼의 류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 으로 각 type에 따른 차단기 동작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차단기의 종류  차단용량을 순차 으로 변경시켜 

가면서 실험을 실시하 다. 단, 국내에 수입된 IEC 차단기 

 D type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 B type과 C 

type에 해서만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차단용량이 15A인 국내에서 생산된 차단기에 

비해 2배가량 큰 30A B type 차단기를 1차측에 설치하더라

도 감도측면에서 보다 민감한 B type의 차단기가 먼  동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단기의 type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실수로 인해 차단기가 오동작하는 사

례라 할 수 있다. 한 반 로 15A 국내차단기를 1차측에 

설치한 결과 32A B type의 차단기는 2차측이 올바르게 동

작하 으나 32A C type 차단기의 경우 1차측이 먼  동작

하는 것을 확인하 다.

3. 결  론

국내차단기와 IEC 차단기의 동작커   실험을 통한 차

단기 오동작 분석결과 IEC 차단기의 경우 B type, C type, 

D type으로 구분되어 수용가의 용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차

단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IEC 차단기의 동작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국내 차단기와 혼용할 경우 오동작의 문제 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력이 주요 에

지원이며 정 사고 발생 시 융 산업, 통신 산업 등과 같

이 정 이 발생할 경우 막 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압용 차단기

의 동작 조는 지속 인 산업화로 인해 력에 한 의존도

가 높아지는  사회에서 국내 차단기와 IEC 차단기의 혼용

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 문제를 미연에 방하기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식을 이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차

단기 오동작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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