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세대 누전에 대한 정리

누전(차단기 트립/작동)에 대한 몇가지 사례

사례1.

입주자: 아파트 정전되었나요?

관리소: 아니요, 세대 분전반 보시겠어요?

관리소: 아마도 차단기가 떨어진 것이 있을겁니다.

입주자: 아, 차단기 떨어진 것 올렸더니 올라가네요~~~

(원인 불명, 언젠가 또 전화 오겠지)

사례2.

입주자: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전기가 나갔네요.

관리소: 예, 드라이기가 고장이 난 것 같네요.

입주자: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소: 드라이기 뽑고 분전반 차단기 올리시면 됩니다.

(솔직한 주민 만만세)

사례3.

입주자: 갑자기 전기가 안들어 와요?

관리소: 예, 방문해 보겠습니다.

관리소(방문 후): 혹 뭐 사용하시다가 안들어 오나요?

아님, 욕실 물청소 하셨나요?

입주자: 예, 오전에 욕실 물청소 했어요.

관리소: 아, 욕실 콘센트에 물이 들어 갔네요.

콘센트 분리해서 건조 시킬테니 주의하세요.

이왕이면 새것 사가지고 오시면 달아 드릴께요.

(콘센트 몇 개 분리 후 욕실쪽으로 갔을 때 자진신고 하는것보단 훨 났죠)

사례4. 

입주자: 갑자기 주방쪽 전원이 다 죽었어요.

관리소: 예, 방문해 보겠습니다.

관리소(방문 후): 분전반을 보며- 아, 전열2 주방쪽 차단기가 떨어졌네요.

입주자: 지난주에 남편이 가스렌지를 띠고 전기 인덕션으로 바꿨는데~~~

관리소: 아, 전기 용량이 넘쳐서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입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관리소: 설치한 업자에게 연락하셔서 전원 플러그를 다른쪽에 설치해달라 하세요.

(세대 전열 도면이라도 협조 해주셔야 할 듯)

사례5.

입주자: 갑자기 온수가 안나오고 주방 냉장고도 꺼졌어요.

관리소: 예, 방문 해 보겠습니다.



관리소(방문 후): 분전반 차단기를 올리며...

관리소: 자꾸 떨어지네요. 보일러와 제어기가 있는 주방쪽에 누전이 있는 것 같네요.

입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관리소: 우선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보일러와 제어기, 냉장고에 멀티선으로 전원을 연결하셔서 

사용하세요.

관리소: 누전 찾아 고치는 전업사를 찾아 고치셔야 할 듯 하네요

(아마도 누전부분을 외주 주는 이런 단지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례6.

입주자: 갑자기 온수가 안나오고 주방 냉장고도 꺼졌어요.

관리소: 예, 방문 해 보겠습니다.

관리소(방문 후): 분전반 차단기를 올리며...

관리소: 자꾸 떨어지네요. 보일러와 제어기가 있는 주방쪽에 누전이 있는 것 같네요.

입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관리소: 주방쪽에 연결된 콘센트를 다 뽑아 주시겠어요.

씽크대 밑이나 보일러 등 어려운곳은 저희가 뽑겠습니다.

관리소(분전반): 차단기를 올리며, 올라가네요~~~

입주자: 그럼 된건가요?

관리소: 아니요, 이제 뽑은 것 하나씩 꽂아 주시겠어요...

입주자: 예, 하나씩 꽂으며~~

관리소: 아, 그거네요. 방금 뭐 꽂으셨어요?

입주자: 정수기요.

관리소: 아 그게 누전이네요. 그것만 빼고 다 꽂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그 후에 안 떨어질수도....)

사례1 ~ 6.

다행스럽게 누전이 해결 된 듯하네요.

바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주민들 덕도 있고...

다시 연락 왔을 때 가서 반복해도 뭐라 안한다면요

누전 수치도 애매한 수치없이 바로 트립되는 값이라 가능 했구요.

아파트 상황에 따라 노후화된 차단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듯...

동절기에 측벽 세대일 경우에는 외벽체의 콘센트 내부 결로일수도...

사례7.

입주자: 전등이 갑자기 하나도 안들어 오네요?

관리소: 현관에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눌러 보세요.

입주자: 아, 되네요~~

사례8. 

입주자: 집안 전등이 하나도 안켜져요?

관리소: 예, 방문 해 보겠습니다.

관리소(방문 후): 어 최상층이네요. 발코니에 설치한 전등부터 확인 해 보겠습니다



어, 주방 발코니 전등에 물이 있네요. 여기 분리 해 드릴께요.

사례9. 

입주자: 집안 전등이 하나도 안켜져요?

관리소: 예, 방문 해 보겠습니다.

입주자: 욕실 천정에서 물방울 소리가 들려요.

관리소(방문 후): 욕실 천정에 있는 윗집 배관에서 물이 떨어져 전등 커넥터에 단락이 있네요.

우선 배관 조여드리고 테이프로 연결 하겠습니다.

사례7 ~ 9

결로나 물기로 인한 전등 누전 사례

원인이 밝혀져 차후 재 누전에 대한 의심 없이 해결

누전은 위와 같이 각 아파트에서 처리하던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되지 않고 입주자가 만족을 한다면~~~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없다라는 조건이겠지만...

전열(콘센트) 누전은 거의 대부분 사용중인 가전제품이나 기구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간혹 시공시 불량 전선을 시공하거나, 콘센트 고정용 비스를 잘못 시공, 전선 연결용 커넥터를 

살짝 끼워진 것 같은 시공시 문제점이나 측벽이나 외기에 연결된 배관으로 찬공기가 유입되서 

발생하는 결로로 인한 누전을 제외 한다면요.

콘센트와 플러그가 헐거워져 소손되는 것은 누전이라기보다 접촉 불량으로 인한 연화가 원인

이 된 단락사고라고 표현해야 하니까요.

전등부분은 노후화된 전등이나 안정기의 교체, 스위치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기능 저하 등의 

수선유지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전등을 부착시 전등 자체 철재나 전등 고정용 철재에 선이 눌러져 있다가 시간이 흘러 누전이 

되는 경우와 고정용 비스가 선을 찌르고 전선 커넥터가 헐겁고 한 시공자에 의한 누전과 옥상

세대의 천정 또는 차가운 발코니 전등에 물기가 차서 생기는 누전등이 있을겁니다. 결로로 인

한 누전도 시공사의 단열불량에서 나오는 하자사항은 맞습니다. 하자 담보기간이라는 것이 있

어서 문제지만...



표준 누전체크: 개인적 의견

◆준비물: 드라이버, 검전기(부저), 뺀찌, 도면(A4 1면), 절연저항측정기(메가, 전압테스터 겸용)), 

비닐테이프 또는 전선케넥터 등

◆아파트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220V이므로 절연저항 측정시 250V 절연저항계 권장, 

부득히 사용시 500V 권장, 통신용 보드가 설치된 부하는 분리 후 측정 요망

◆2MΩ 이하시 누전원인 찾기, 2MΩ 이상일 경우에 누전차단기가 트립이 된다면 차단기 불량 

또는 다른 원인이 있음, 2MΩ 이하시에도 차단기가 안 떨어질겁니다. 그러나 원인이 되는 기기

가 가동시 다시 또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 측정하자는 것이지 괜히 기준값 찾거나 계산기 두

드려서 0.2MΩ 이상이라고 하지 마세요. 바쁜 단지라면 차후 일정이라도 잡아서 언젠가는 해야 

될 듯 하니까요

1. 세대를 방문한다.
2. 세대 분전반의 커버를 분리한다
(이음과 이취 확인, 고정용 각종 볼트의 변색 상태 확인)

3. 트립된 차단기의 전원이 제거 된 상태를 확인(전압 테스터 이용)

4. 차단기 2차측에서 볼트를 풀은 후 선로 인출(차단기 보호)

5. 절연저항계 어스(EARTH) 집게를 분전반의 접지에 물리고 다른선(LINE) 인출한 한쪽 선로에 
가져다 댄다.
6. 절연저항계의 누전체크 버튼(수동이나 자동)을 눌러 절연저항값을 확인 한다.
7. 첨부된 절연저항계 이미지의 각종 값에 의해 점검을 시작한다.
8. 반드시 해당 지침값을 입주자에게 보여주고 절연저항값 및 누전 등에 대한 기본지식 전달
9. 작업자 한명은 절연저항계를 보며(인원 부족시 생략)

10. 입주자와 직원들 함께 해당 선로의 콘센트에 연결된 가전제품과 각종 기기류를 제거
11. 절연저항값이 상당하게 좋아졌다면 분리된 가전제품이나 기기류의 플러그로 절연저항 재 
측정
12. 입주자에게 상당하게 좋아진 절연저항값 보여줌
13. 가전제품 및 기기류를 분리 후에도 절연저항값이 2MΩ 이하로 나쁘다면 기존 콘센트 부분
의 누전
14. 주의: 차단기에서 분리 한 두선의 절연저항값이 똑같은 값으로 나쁘다면 아직 분리 하지 
않은 부하가 존재 함.(배관에 물이 차 있고 전선의 피복이 나쁘다면 몰라도)

15. 가전제품이나 기기류의 누전이 아닐 경우 해당 세대의 도면을 참조하여 분기회로의 중앙부
분에 위치한 콘센트 분리하여 내부 선로를 각각 분리
16. 전원쪽인지 반대쪽인지를 구분하여 해당 방향으로 위와 같은 점검(절연저항계)을 반복 함.
17. 시공시 선로의 소손 또는 조립시 눌림 등이 확인 가능 함.
18. 누전 원인이 붙박이 장 등 점검이나 수선이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아파트 사례에 의하여 자
체 또는 외부 업체 처리 통보
19. 원인 제거 후 분전반 내부의 각종 볼트류를 조이고(시간의 지나감에 따라 느슨해짐), 누전
차단기 등은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상태를 확인 후 분전반 커버를 닫는다.

위에서의 누전 체크는 전열라인이며, 전등라인 누전시에도 점검사항은 동일하나 입주자에게 전

등이 부착된 면의 마감작업은 관리사무소에서 불가하다고 사전 안내 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아파트의 전등라인 시작점은 현관 센서등일겁니다. 전등의 크기가 작아 천공

하여도 전선의 접속부를 풀러 점검이 불가하여 부득이 분리해야 한다면 도면을 참고하여 분기

가 많은 등기구가 큰곳을 선정합니다. 등기구나 스위치, 안정기, 결로가 아니라고 확신 할때만

요~~~~

절연저항계(메가) 이미지



세대의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활선)에서도 절연저항값을 측정 할수 있는 계기류도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일반 절연저항계처럼 500V나 1000V가 아닌 실제 사용 전압을 인가해서 측

정하며, 절연저항값/대지 절연저항에 의한 전류 및 용량성 누설전류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절연저항계의 어스단자는 접지나 접지에 연결된 철재에 고정 시킨 후 측정



간혹 분전반의 설치위치나 배관들의 단열불량으로 내부에 결로가 발생하여 단열 보강이 이루어지는 

단지도 발생 한다.



세대 통신함내 결로



측벽 콘센트 박스 내 결로

욕실 천정내 배관 이나 균열 누수로 커넥터 단락

전등을 제거 후 결속점을 풀러 누전방향 측정



정격누전감도의 30mA와 15mA로 구분

누전차단기 내부

접속부를 분리 후 절연저항 측정(누전 원인쪽 찾기)

선로 소손 등 확인 후 교체(재입선)



콘센트와 플러그 접촉불량이나 과부하에 의한 과열로 콘센트 소손

주방 씽크대 내부나 욕실 타일에 설치된 콘센트 등이 박스 깊이가 깊어 선로 분리 및 점검이 힘듬

누전원인의 부하가 발견될시 입주민에게 직접 절연저항값을 보여줌

전등 누전시 전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으로 개봉



세대 전열(콘센트) 배선도

관리하는 단지의 평형별로 분기회로를 색상으로 표시 후 코팅하여 세대방문 시 지참



세대 전등회로 배선도 접속부가 많은 개소의 천정을 개봉 후 측정 방향 선택

평상시 결로 발생이 많은 개소 점검 후 누전 찾기



여기저기에서 모았던 누전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너무나도 정리가 잘된 자료들인지라

전기 전공자인 저도 자주 보거든요~~~~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었으므로 이해가 힘든 부분의 내용은 한번만 읽고 통과하세요.)

Ⅰ. 누전 [electric leakage, 漏電] 이란?

[네이버 지식백과] 누전 [electric leakage, 漏電] (두산백과)

요약: 절연이 불완전하여 전기의 일부가 전선 밖으로 새어 나와 주변의 도체에 흐르는 현상. 

누전의 원인

전기장치나 오래된 전선의 절연 불량, 전선 피복의 손상 또는 습기의 침입 등이 주된 원인이

다. 그리고 한번 누전현상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계속 누설전류가 흘러 절연상태가 더욱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누전의 피해

누전되어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의 일부가 닿으면 감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뉴

스에서 가끔 접하듯이 전류에 의한 열이 인화물질에 공급될 경우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누전의 예방

누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전선이 낡아서 절연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외의 전기시설물은 빗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정집에서 

세탁기나 보일러 등을 청소할 때도 가급적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주방 싱크대 

주변의 콘센트나 화장실 내의 콘센트에도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만약 더러움 때문에 꼭 필요

하다면 물걸레로 닦아주는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220V 전압 사용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를 반

드시 설치하여 누전 시에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Ⅱ. 누전차단기와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를 ELB라고 표기하며, 배선용 차단기는 NFB 또는 MCCB 라고 표기한다.

누전차단기의 역할은 인체보호용, 배선용 차단기는 기기보호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1. ELB는 누전, 합선, 과부하시 모두 차단되며 ,  NFB는 합선 , 과부하시  차단된다.

2. ELB 와 NFB의 차이점.

   ELB - 과부하 차단도 목적이 되지만 주 목적은 누전 차단이 목적이다.

             누전 차단 만을 목적으로 하는 누전차단기도 있다.

           시험버튼이 청색 혹은 녹색이면 그 ELB는 누전만을 차단하고 과부하시에는 차단되

지 않음.  

   NFB - 과부하 차단 보호가 목적이다. 

             누전시 흐르는 누설 전류가 NFB의 정격전류를 넘어서도 NFB 는 OFF 된다.



             과부하란 합선에 의한 과대전류,  부하( 기기, 기계) 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전류

의 과다한 흐름, 그리고 누전에 의한 과전류를 말한다.  

3. 동작 원리

1)-1 누전차단기  동작원리 (ELB)

누전차단기는 부하측의 누전에 의하여 지락 전류가 발생 시에 이를 검출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방식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로서  검출 기구로써 영상변류기( ZCT )를 사용한다.

 *  정상 상태

◇ (IN) : ZCT에 들어가는 전류 ø1(IN) ⇒ 자속

◇ (OUT) : ZCT에 들어가는 전류 ø2(OUT) ⇒ 자속

      ø1(IN)과 ø2(OUT)이 같기 때문에 ZCT 2차에 출력이 발생되지  않아 정상 사용가능

 * 지락 발생상태 

◇ lg : 지락, 누전전류

   지락전류(lg)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차이가  발생 되어 Z.C.T  2차에 출

력을

   발생시켜서 출력이 누전차단기의 (지락발생상태) 전자회로부에 전달되어 회로를 차단시킴 .

 *  누전검출 FLOW - CHART

◇ 누전차단기의 ZCT에서 검출되는 신호는 미약하므로 반도체의  증폭부에서 증폭시켜 트립코

일에

   전압을 인가하여 회로를  차단 한다.

◇ 테스트 버튼 장치는 누전차단기의 동작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 ZCT를 통과하

는 전류를

   인위적으로 불평형 상태를 만들어 주는 회로입니다. 

   그러므로 테스트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하여야  합니다.

◇ 누전 트립 동작특성

   전로의 지락, 부하기기의 누전이 발생하여, 정격감도전류이상의 지락전류가 동작하면 차단

된다.

1)-2 누전차단기  동작원리 (ELB)

◇ 자기장 발생 : 전선에 전류를 흘리면  전선 주변으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 자기장 상쇄 : 흐르는 전선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들어(←)옵니다. 이 두 선이 만나면 

서로 상쇄되어 자기장이 소멸됩니다.

◇ 힘의 불균형 : 전선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변화가 전혀 없던 것

이 누전으로 인하여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때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힘의 불균형에 의해 다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 증폭 : 힘의 불균형에 의해 생긴 힘은 차단기를 트립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누전차단기를 동작시키지 않고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로 꼬마전구보다 적은 다이오

드 하나도 켜지 못합니다.



◇ 동작 : 아주 미미하게 힘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 힘만으로는 차단기를 동작시키지 못하므

로 힘을 증가시키는 증폭장치를 설치하여 차단기를 동작시킵니다.

1)-3 누전차단기  동작

◇ 누전에 의한 동작 : 회로에 혹은 기기에 물기가 차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누전이 되었

을 때 동작됩니다.

◇ 과부하에 의한 동작 : 일반 차단기의 기능도 겸한 것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면 

동작이 됩니다.

◇ 결선오류에 의한 동작 : 병렬연결 또는 다른 차단기와의 오결선

1)-4 누전의 원인

◇ 가전제품에 의한 누전 : 세탁기, 냉장고, 가스오븐렌지, 어항, 정수기 등등 

◇ 습기에 의한 누전 : 

  ☞ 계절별 결로현상에 의한 누전

  ☞ 누수에 의한 전기기구 습기 유입

◇ 콘센트에 의한 누전 : 

  ☞ 기구부착상태 불량으로 인한 전선 눌림 현상

  ☞ 오래된 기구에 분진과 이물질이 끼어 생기는 누전.

◇ 선로이상에 의한 누전 : 전선에 생긴 상처 및 소손에 의한 누전 발생 현상 

1)-5 누전차단기 오동작 원인

◇ 외부의 강한 서지 유입 : 번개의 의한 고조파나 서지 또는 외부의 강한 전자파 같은 것의 

유입으로 동작될 수 있습니다. : 재 투입으로 정상동작

◇ 노후에 의한 예민해진 차단기 : 차단기가 오래되면 동작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한 기계적으

로도 많이 이완이 됩니다. 해서 내부나 혹은 외부의 약한 충격에 의해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발

생합니다. : 누전차단기 교체

1)-6 누전차단기의 종류

동작의 종류 동작원리

지 락 시 지락 →ZCT검출→ 증폭 →구동 →트립(전자식)

과부하시 내장된 Mechanism을 이용하여 검출.

테스트 버튼 지락회로를 구성하여 고의로 영상전류 발생

Surge 시 서지흡수회로가 내장되어 서지전압이 인가되지 않는다.

구  분 원리 및 적용

전  류

동작형

전

자

식

ㅇZCT 2차 출력을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증폭하고 그 신호파를  SCR 
게이트에 입력하여 구동시키면 사이리스터에 직렬 연결된 전자장치가 
작동하여 차단기를 트립 시킨다.

ㅇ정격전류 400A 까지 30㎃ 감도까지 제작.
ㅇZCT를 이용한 저압,고압,특고압의 접지식 전로에 적용.

기
ㅇZCT 2차 출력전류가 영구자석간의 자속을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자력을 

발생하여 트립 스프링에 힘을 가해 가동철편을 석방 시킴으로서 차단기 



◇ 동작별 분류

◇ 정격감도별 분류

   ㅇ고속형 - 감전방지가 주목적이다

   ㅇ시연형 - 동작시한을 임의 조정이 가능. 보안상 즉시차단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물, 계통

의 모선

   ㅇ반한시형 - 지락전류에 비례하여 동작 접촉전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1)-7 감전에 따른 생리현상 및 전류비례

◇ 심실세동 현상

    통과 전류치가 증가하면 심실에 경련을 일으켜 맥박의 박동이 어렵게 되고 심장이 정지하

게 된다.

◇ 인체의 반응과 감전전류치의 비교(교류 60㎐, 3sec 기준)

계

식

트립.
ㅇ정격전류121A, 30㎃ 감도까지 제작

특

징

ㅇ실 사용시 별도의 검출용 접지 불필요
ㅇ기기의 누전 및 전로의 누전도 검출.
ㅇ1개의 누전차단기로 수 개의 기기보호

전  압

동작형 

ㅇGPT를 이용한 고압,특고압의 비 접지식 전로에 적용
ㅇ특징
 - 검출용 접지는 기기용 접지와 겸용할 수 없다
 - 기기용 접지극에서 3m이상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검출용 접지선이 단선되면 동작하지 않는다.

전압, 전류 

동작형(전력형)

ㅇ400V 급 배전방식 등의 대규모 계통에서 많은 회로가 있는 경우 지락 
발생 회로만을 차단하고 건전회로는 송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압동작형과 전류동작형을 조합하여 선택 차단하는 방식.

구   분
정격감도 

전류(㎃)
동 작 시 간

고

감

도

형

고속형
5

10

15

3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인체감전보호형은 0.03초 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

반한시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2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1.4배의 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0.5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4.4배의 전류에서 0.05초 이내

중감도형
고속형 50,100, 

200

500,100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

감전 전류치(㎃) 인체의 반응

0.5 이하  감지할 수없다

5 ∼ 30  호흡곤란, 혈압상승,- 수분간견딜수 있다

31∼ 50  심장고동불규칙,경련발생 - 수분 견딘다

51∼100  짧은 시간의 경우 강렬한 쇼크는 받지만 아직 심실세동
 은 없다 - 수초 견딘다.



 1. 누전차단기의 설치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크에 의한 전

기기계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누전차단기의 필요성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저항은 변압기의 2종접지저항 값에 따라 달라지나, 현실적으로는 허

용 인체통과전류 이하로 저하시키기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누전 발생시 신

속(국내 : 30㎃이하, 0.03초)히 전로를 차단하여 전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29

조 (노동부 위임사항) 에서 누전차단기의 설치대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3. 누전차단기 시설장소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

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사람이 접촉하기 

쉬운장소)

 가. 누전차단기시설대상(기술기준)』

  ㅇ특고압,고압 전로의 변압기에 결합되는 대지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전로 주택의 옥내

에 시설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 저압전로의 인입구에 

설치)

  ㅇ화약고 내의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화약고 이외의 장소에 설치Floor 

Heating 및 Load Heating 등으로 난방 또는 결빙방지를 위한 발열선 시설인 경우.

  ㅇ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ㅇ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절연변압기 2차측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

  ㅇ대지전압 150V를 넘는 이동형 가반형 전동기기를 도전성 액체로 인하여 습기가 많은 장소

에 시설하는 경우 :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설치

  

 나. 권장되는 장소』

  ㅇ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ㅇ옥외시설 전선로로 사람이 닿기 쉬운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ㅇ건축공사 등으로 가설한 전로

  ㅇ아케이드 조명설비

  ㅇ가공전식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 누전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장소』

  ㅇ발,변전소나 이에 준하는 장소(항상 누설전류)

  ㅇ건조한 장소 

  ㅇ접지저항 3Ω이하.

수100 초과  즉시 심실세동현상 발생.



  ㅇ2중 절연구조의 전기기구.

  ㅇ기술상 절연이 불가능 한 경우(전기욕기, 전기로, 전해조 등)

  ㅇ누전차단기 대신 누전경보기 시설의 경우 : 벨 또는 부저를 원칙으로 한다.

  ㅇ저압,고압전로에서 이들의 정지가 공공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비상용 조명장

치, 유도등, 비상용승강기, 철도용 신호장치 등

  ㅇ계통이 매우 긴 저압전로, 회로 차단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전로

4. 감전에 따른 생리현상 및 전류비례 

 가. 심실세동 현상

    통과 전류치가 증가하면 심실에 경련을 일으켜 맥박의 박동이 어렵게 되고 심장이 정지하

게 된다.

 나. 인체의 반응과 감전전류치의 비교(교류 60㎐, 3sec 기준)

5. 정격 감도전류에 대한 분류

감전 전류치(㎃) 인체의 반응

0.5 이하  감지할 수없다

5 ∼ 30  호흡곤란, 혈압상승,- 수분간견딜수 있다

31∼ 50  심장고동불규칙,경련발생 - 수분 견딘다

51∼100  짧은 시간의 경우 강렬한 쇼크는 받지만 아직 심실세동
 은 없다 - 수초 견딘다.

수100 초과  즉시 심실세동현상 발생.

감 전 방 지 누전화재방지

ㅇ300V 이하

ㅇ100A 이하

의 금속제 

외함의 기

기, 접지 공

사가 곤란한 

경우

ㅇ60V를 넘는 저압의 금속

제 외함의 기기를 사용

하는 경우

ㅇ가반식, 이동

식의 전동기

계

ㅇ로드 히팅, 플로어 히팅

ㅇ전기온상

ㅇ비상용 조명장치

ㅇ유도등, 소화설비

ㅇ철도신호장치

ㅇ병원수술실 등

암반위, 건물

위에 사용하

는 전동공구, 

팬, 공작기계 

등

대형 전동

기, 급수펌

프, 일반전

기기기

룸 에어컨, 

난방기, 대

형 냉장고, 

세탁기, 우

물펌프

전기 드라이

버, 송풍기, 

팬, 전기 그라

인더, 이동식 

콤프레셔

전로 차단

의 경우, 

누전 차단

기

경보만을 요

구하는 경우, 

누전릴레이

비접지 15㎃
250Ω이하

200㎃

500Ω이하

 300㎃

200Ω이하

 30㎃

200㎃

   500㎃
300㎃



구  분 원리 및 적용

전  류

동작형

전

자

식

ㅇZCT 2차 출력을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증폭하고 그 신호파를  SCR 

게이트에 입력하여 구동시키면 사이리스터에 직렬 연결된 전자장치가 

작동하여 차단기를 트립 시킨다.

ㅇ정격전류 400A 까지 30㎃ 감도까지 제작.

ㅇZCT를 이용한 저압,고압,특고압의 접지식 전로에 적용.

기

계

식

ㅇZCT 2차 출력전류가 영구자석간의 자속을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자력을 

발생하여 트립 스프링에 힘을 가해 가동철편을 석방 시킴으로서 차단기 

트립.

ㅇ정격전류121A, 30㎃ 감도까지 제작

특

징

ㅇ실 사용시 별도의 검출용 접지 불필요

ㅇ기기의 누전 및 전로의 누전도 검출.

ㅇ1개의 누전차단기로 수 개의 기기보호

전  압

동작형 

ㅇGPT를 이용한 고압,특고압의 비 접지식 전로에 적용

ㅇ특징

 - 검출용 접지는 기기용 접지와 겸용할 수 없다

 - 기기용 접지극에서 3m이상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검출용 접지선이 단선되면 동작하지 않는다.

전압, 전류

 

동작형(전력형)

ㅇ400V 급 배전방식 등의 대규모 계통에서 많은 회로가 있는 경우 지락 

발생 회로만을 차단하고 건전회로는 송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압동작형과 전류동작형을 조합하여 선택 차단하는 방식.

구   분
정격감도 

전류(㎃)
동 작 시 간

고

감

도

형

고속형 5

10

15

3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인체감전보호형은 0.03초 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

반한시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2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1.4배의 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0.5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4.4배의 전류에서 0.05초 이내

중감도형

고속형
50,100, 

200

500,100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

접촉상태별 허용 접촉전압 적                용

1종 2.5(V) 수중에 있는 상태

2종 25(V) 젖은 상태



  

6. 누전차단기의 종류 

가. 동작별 분류

 나. 정격감도별 분류

   ㅇ고속형 - 감전방지가 주목적이다

   ㅇ시연형 - 동작시한을 임의 조정이 가능. 보안상 즉시차단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물, 계통

의 모선

   ㅇ반한시형 - 지락전류에 비례하여 동작 접촉전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7. 검출 감도전류의 계산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의 경우 검출 감도전류는 정격 감도전류의 50%초과 100%이하로 잡

은 것으로, 

   감조보호 목적의 경우 Ip ≤허용접촉전압 / 기기접지저항

8. 누전차단기의 동작기능과 구성

 가. 동작기능

   

장     치 내     용

소호장치  전류차단시 발생되는 아크를 소호하는 장치

   과전류 

트립장치
 과전류발생시 이를 검출 차단하는 장치

개폐기구  투입과 차단을 행하는 장치

테스트버튼  누전차단기의 차단특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

누전 트립장치  ZCT로 누전을 검출 차단하는 장치

동작의 종류 동작원리

지 락 시 지락 →ZCT검출→ 증폭 →구동 →트립(전자식)

과부하시 내장된 Mechanism을 이용하여 검출.

테스트 버튼 지락회로를 구성하여 고의로 영상전류 발생

Surge 시 서지흡수회로가 내장되어 서지전압이 인가되지 않는다.

금속체에 항시접촉된 상태

3종 50(V) 1,2종 이외로서 접촉시 위험상태

4종 제한없음 위험성이 낮은 상태



    나. 구  성

 

                                   

9. 선정시 주의사항  

 가. 누전차단기의 최소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이상이므로 선정에 주의할 것.

 나. 인입구장치 등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으로 충격파 부 동작형 일 것.

 다.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

 라.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으로 할 것.

 마. 누전차단기의 조작용 손잡이 또는 누름단추는 트립프리 構機이어야 한다.

 바. 누전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 및 동작시간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ㅇ감전보호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국내기준 : 정격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단, 감전사고 방지대상 기계기구의 접지공사의 접지 저

항치가 보호계전기 동작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한 접지저항 치 (접지공사의 종류)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누전차단기의 동작시한이 0.1초 이내(고속형)인 경우에는 중 감도형으로 할 

수 있다.

    (정격감도전류 30㎃의 누전차단기는 전등회로의 경우 정격전류 100A이하의 회로에, 전동

기회로의 경우 정격전류 50A 이하의 부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선규정에서 발췌

10. 누전차단기 시설방법  



 가. 누전차단기는 인입선 시설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칙적으로 해당기기에 내장 또는 배,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다. 누전차단기의 정격전류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전류 이상의 값일 것.

 라. 누전차단기 등의 정격감도전류는 보통 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

 마. 옥외 전로에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는 방수함 내에 설치.

 바. 조작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로로 하고 과전류차단기 설치(15A)

 사. ZCT를 케이블의 부하측에 시설할 경우 접지선은 관통시키지 말고, 전원측에   

 아. 설치시에는 반드시 접지선을 ZCT에 관통 시킬 것.(ZCT 참고)

 자. 접지선은 ZCT에 관통시키지 않을 것.

 차. 서로 다른 2회선 이상의 배선을 일괄하여 ZCT에 관통하지 않을 것.

  

11.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정격차단용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

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

용 차단기의 단락 전류을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 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기준에 따르고 아다음 표에서 열거한 값은 시중에서 생산유통

되는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의 "예"이다.

[표2] 시중에서 유통되는 저압 누전차단기의 종류별 정격차단전류 

KA - (LG 산전의 제시값)

종    류 경 제 형 표 준 형 고 차 단 형 한 류 형

30AF
460V - 5 10 -
220V 2.5 10 25 -

50AF
460V 5 10 14 -
220V 10 25 25 -

100AF
460V 10 14 18 -
220V 25 25 30 -

225AF
460V 10 14 42 65
220V 18 25 85 85

400AF
460V - 25 - -
220V - 42 - -

600AF
460V - 42 - -
220V - 85 - -

800AF
460V - 42 - -
220V - 85 - -

1000AF
460V - 85 - -

220V - 125 - -

1200AF
460V - 85 - -

220V - 125 - -



2) 배선용차단기 동작원리(NFB)

◇ 시정 트립

   과전류가 흐르면 PLUNGER가 자화 되어 자화된 전자력이 제동 SPRING 힘 보다 커짐에 따

라

   PLUG 흡인 자화되어 ARMATURE를 흡인시킴으로써 TRIP  BAR를 동작시켜 개폐기구를 폐

로시킨다.

   시정 트립은 SILICON OIL의 점도저항에 의해 사정성을 갖게 된다.

◇ 순시 트립

   발생된 전류가 크기 때문에 PLUG에 생성된 자력의 힘으로 ARMATURE를 흡인하여

   TRIP BAR를 동작시킨다 

◇ 핸들에 의한 동작표시

 - 트립표시 :

   사고전류에 의해 자동차단 하였을 경우 핸들이 ON(켜짐) OFF(꺼짐)중간 위치에 표시 된다.

 - 리셋트  :

   사고전류에 의해 자동 차단 되었을 경우

   핸들을 OFF(꺼짐)위치로 완전히 리셋트 시킨 후 ON(켜짐) 위치로 재 투입 해야 한다.

Ⅲ. 누전 작업

★ 세대에서 누전차단기 동작시 대처방안

1. 분전반에서 동작된 누전차단기를 다시 올린다.

  ☞ 두어 번 정도는 직접 올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계속 동작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받습니다.

2. 간단한 응급조치후 사용법

  ☞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뒤에 있는 차단기를 전부 내린 다음 누전차단기를 올려놓고 하나씩 

올려본다. 누전차단기를 떨어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올라간 차단기만 올려서 사용하고 고장이 

있는 것만 내려놓고 전문가를 기다립니다.

 

★ 평상시 누전차단기 점검방법

1. 분전반을 연다.

2. 누전차단기에 붙어있는 시험용 단추를 누른다.

3. 떨어진 차단기를 다시 올린다.

4. 분전반 문을 닫는다. 

 

★ 전기점검자의 자세.

 - 전기에 한해서는 의사와 똑 같다.

 - 전기기사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잘 안다. 항상 물어보자.

 - 5감(촉,시,후,청,미)을 전부 이용하라.

 - 서둘지 말자. 섣부른 판단은 오진의 첫단추이다.



 - 때론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 누전의뢰가 들어왔을 때 점검요령.

 - 분전반 카바를 분리하여 누전체크를 하여 누전여부를 파악한다.

 - 누전차단기가 떨어지기 전에 사용했던 제품이 무엇인지, 주로 어떠할 때 떨어지는지 각 증

상에 대해 물어본다.

 - 일차적으로 가장 누전이 잘 될 것 같은 제품부터 점검을 한다. (세탁기,냉장고,가스오븐,어항 

등)

 - 분전반에서 나뉘어지는 라인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누전이 된 라인을 점검한다.(전등,에어콘,

전열1,전열2)

 - 누전된 곳이 전열이라면 라인에 꼽혀있는 기기를 누전체크한다.

 - 전등 혹은 전열라인에서 계속해서 누전이 된다면 라인의 중간부분에 있는 콘센트를 분리하

여 라인 양단을 분리하여 앞뒤라인 중 누전되는 라인을 체크한다.(체크된 누전된 라인을 다시 

분리하여 체크한다)

  



★ 누전점검할 때 주의사항.

 - 메가 테스트할 때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내린 후에 테스트한다.

 - 누전차단기가 올려져 있으면 메가테스팅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작업후 차단기 올리기전에 반드시 점검했던 곳의 복구가 완벽한가 확인 후에 올린다.

 

★ 누전점검할 때 숙지사항.

 1. 누전체크용 임시 접지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수도꼭지, 철배관, 샷시창틀 등..

 2. 설비기준에 나와있는 절연저항 기준치

 - 110V : 0.1MΩ이상

 - 220V : 0.2MΩ이상

 - 380V : 0.4MΩ이상

 3. 점검할 때 절연저항 기준? (이 정도는 해줘야?)

 - 신축 : 15~50MΩ 이상은 잡아줘야 한다.

 - 일반적으로 : 2MΩ이상은 기본으로 잡아줘야 한다.

 - 전기제품 : 최소한 1MΩ이상은 잡아줘야 한다. (1MΩ이하면 A/S받으라 권고해준다)

 4. 누전차단기에 명시된 규격설명

 - 부하용량 30A : 정상적인 부하를 30A까지는 흘릴수 있다.

 - 정격감도전류 30mA : 누전되는 전류가 0.03A이상 흘리면 차단된다.

 - 정격부동작전류 15mA : 누전되는 전류가 15mA이하에서는 차단되지 않는다.

 - 동작시간 0.03초이내 : 누설전류가 생겼을 때 동작되는 시간.

 - 정격차단전류 1.5KA : 단락(숏트)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데 1.5KA

까지는 차단기에 손상이 없이  차단능력이 있다는 말. (정격차단전류 이상 흘렀을 때 차단기가 

손상을 입거나 때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 노래방의 경우 2.5KA이상을 사용함.

 

★ 누전되는 유형.

1. 전기제품에서의 누전

 - 세탁기, 냉장고, 가스오븐, 어항등... 기기 내에 분진과 습기로 인한 누전

2. 결빙현상에 의한 누전

 - 겨울철 외기온도와의 차에 의해 발생하는 습기로 인한 누전.

3. 스위치, 콘센트 불량에 의한 누전

 - 노후로 인한 절연불량(분진, 이물질)

 - 습기로 인한 콘센트 절연불량

 - 나사못 조일 때 전선손상

 - 기구 부착시 전선 눌림

 - 조립상태 불량으로 인한 접불성 누전

 - 자가조립설치한 멀티콘센트 전선 눌림에 의한 누전

4. 누수로 인한 등기구 침수

5. 전선 손상으로 인한 누전(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대부분임)

6. 누전아닌 누전 : 누전차단기 병령연결 혹은 다른 누전차단기와 교차시켜 연결할 때 누전으

로 인식되어 차단됨.



-기술기준 52조 기술기준에 대지전압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는 0.2메가옴이상 1mA이

하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기술기준 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에 대한 규정으로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말아야 함. 은 전력용 변압기 사용시 변압기의 2차 정격전류의 1/2000을 의미한다.

-기술기준 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관한 규정으로 계산치에 의한 누설전류 

1/2000이 아닌 그 선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하였을 때의 전류치가 1mA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절연 저항 [insulation resistance, 絶緣抵抗] 

 ◇ 직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전류에 대하여, 그 절연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저항값. 

만일 전압을 부여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전류가 정상 상태로 되지 않을 때에는 절연

물이 전하를 흡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도, 습도, 흡수 속도 등에 따라 절연 저항의 

영향이 달라진다. - 전기용어사전

 ◇ 절연된 배선에 직류 전압을 가할 때에 그 선간 및 대지간에 흐르는 극미소한 전류값으로 

전압을 나눈 값. 이 값은 배선의 절연 성능을 나타내고 그 양부를 정하는 값이 되기도 한다. - 

건축용어사전

 ◇ 전류가 도체에서 절연물을 통하여 다른 충전부나 기기의 케이스 등에서 새는 경로의 저항

이다. 충전부분에 물기가 있으면 보통보다 대단히 낮은 저항이 되며 새는 전류가 많게 된다. 

절연 저항이 저하하면 감전이나 과열에 의한 화재 및 쇼크 등의 사고가 뒤따른다. - 공조냉동

건축설비 용어사전

배선용 차단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배선용 차단기는 엄연하게 본다면 인체보호를 위한 차단기가 아니다.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단기이다.

그래서 누설 전류와 지락 전류를 검출하지 못한다.

선간 단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차단기가 트립된다.

단락 사고가 났을 때 동작하니 상위의 메인 차단기로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단락 사고 발생 시 대략 정격 전류의 15~20배의 사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간혹 차단기 프레임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정이 

필요하다. 배선용 차단기의 용량을 볼 때 두 가지가 있다. 

AT과 AF가 있다. AT 정격 전류를 나타내고 AF는 차단기 프레임을 통해서 

통전 수 있는 정격 전류를 나타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정격 차단 전류이다.

차단기가 최대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전류이다.

여기서 보면 정격 차단 전류 2.5kA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2극으로 단상 배선용 차단기이다.

보편적으로 단상은 220V이다.

220V * 30A = 6,600W이고 역률은 1로 가정한다.

그렇다면 6,600VA이다.

대략 선로 임피던스를 5%로 가정했을 때

6,6 kVA / 0.05  = 132 kVA의 단락 용량이 나온다.

이 단락 용량에서 단락 사고점의 전압인 220V를 나누어 주면 단락 전류가 나온다. 

132kV / 220 = 600A가 나온다.

단락 전류가 600A 이기 때문에 차단 용량 2.5kA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단락이 발생해도 차단기의 프레임이 파손되거나 터지지 않는다.

세대 누전차단기 작동 또는 배선용 차단기 트립

세대에서 전기가 나갔어요 또는 전기가 죽었어요 또는 전기가 안들어와요

모든 말들이 누전 또는 과부하에 의한 차단기가 작동이 되었음을 접수하는 말입니다.

다행히 주민이 신고할 때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하다가 그랬다던지 또는 욕실 물청소를 했다라고 자진 신고를 하면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원인을 찾을때까지 말을 안해 주는 세대도 있더라구요.

우선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내의 분전함에서 차단기가 작동 했는지 아니면 계량기 2차측 차단기가 트립되었는지를 

확인하구요.

계량기 2차측의 배선용 차단기나 세대내 분전반의 배선용 차단기가 트립(핸들이 켜짐과 꺼짐 

중앙에 위치) 했을 경우에는 원일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사고 전류에 의해 배선용 차단기가 트립 된 것이니깐요.

이럴 경우는 입주자에게 정전이 되기 전 무었을 사용했는지 물어보세요.

고장 난 가전제품이나 고장난 멀티탭 등을 사용하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

딘가에서 콘센트와 플러그의 소손, 사용중인 가전제품 내부에서 단락 등이 일어 난 상태니 냄

새 등으로 구분이 가능 할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 제거 되었을 경우 배선용 차단기를 꺼짐 상태로 내리셨다가 켜짐으로 올려 주셔



야 됩니다.

다행히 사고 전류가 아니고 일반적인 과전류로 트립이나 차단이 되었다면 다행~~~

최근에는 기존 가스렌지 사용시 몸에 안 좋다하여 전기 인덕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도면

을 참조해서 사용량이 없는 회로로 선로를 재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설치 업체들은 설치 후 그냥 가버리고 결국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로 부탁해서 해주면 그만, 안 

해 주면 뭐라고 하더라구요.

오래된 아파트의 분전함을 보면

메인을 누전차단기로 분기회로를 배선용차단기로 사용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메인을 배선용차단기로 분기회로를 누전차단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 있는 욕실용은 더 민감한 15mA에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누전은 물론 과부하에도 작동되니 작동이 되었을 경우 회로의 구분도 편해졌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파트에서 누전과 과부하는 측정하고 구분 할 수 있는 계측기는 거의 있을겁니다.

누전은 절연저항계 또는 누설전류계

과부하는 후크메다(전류계)로 측정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지요.

누전과 과전류의 기준값은 각종 차단기나 첨부된 이론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