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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피뢰설비의 이해와 정확한 기술 적용의 필요성

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 및 기술 표준의 재개정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전기 엔지

니어들 사이에서도 구분이 모호했던 외부 피뢰설비와 

내부 피뢰설비의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내부 피뢰설비로서 적용이 점차 확대 적용

되고 있는 서지보호장치(이하 SPD), 특히 고장 시 발생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해와 이와 함께 적용하는 SPD 

보호장치(SPD Disconnector)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히 SPD 외부의 보호장치(External SPD 

Disconnector) 설치에 관한 판단 근거와 적용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SPD 보호장치는 국내의 SPD 관련 표준 규격들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으나, 여

기서는 SPD 보호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피뢰설비의 분류와  

SPD 설치 관련 기준

SPD 보호장치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행

되어야 할 것은, 현장에 설치되는 SPD의 설치 위치, 연

결 형태, 등급, 용량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엔

지니어링 과정들이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SPD 설치

를 위한 시스템 설계, 시공, 검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에

서 벗어나는 기술적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후에 안정적인 피뢰설비 운영과 보호 대상 설비들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위험 요소들로 드러나고 있다. 

표 1은 피뢰설비의 구성요소들을 외부 피뢰설비와 

내부 피뢰설비로 구분하여 분류한 것이다.(KS C IEC 

62305-1, 2, 3, 4 참조) 구성요소들에서도 SPD는 내부 

피뢰설비의 핵심 요소로서,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

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 환경(S1 case)에서는 건축물의 전기설비를 낙

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한국산업표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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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PD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토교통부령 건

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제8

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8조 접지공사의 종류 제7항과 8항에 근거) 

이상과 같이 건축물과 전기시설물의 국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압배전계통에 적용하는 SPD와 관련

된 한국산업표준은 KS C IEC 62305-1, 2, 3, 4, KS 

C IEC 60364-5-53, 61643-11, KS C IEC 61643-12 

등이다.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2305 시리즈에서는 그림 

표 1. KS C IEC 62305 규격에 따른 피뢰설비의 구분

구    분 주 요  구 성 요 소

A. 외부 피뢰설비

수뢰부(피뢰침)  : 보호각법 / 메쉬법 / 회전구체법

인하도선  : 수직 20m 마다의 등전위도체 / 구도체 이용

접지   : 건축물 구조체 접지 / 수직 접지극 / 환상 접지극

B. 내부 피뢰설비
본딩   : 건축물 내부 도전부 / 전기기기 / 외부 도전부

SPD   : 전기설비의 전력선 및 통신선

S1 : 구조물 뇌격 - 통합접지환경

S2 : 구조물 근처 뇌격

S2

S1

S3

S4

S3 구조물에 접솓된 인입설비 뇌격 

S4 : 구조물에 접솓된 인입설비 근처 뇌격

그림 1. 뇌격으로 인한 손상의 여러 원인(KS C IEC 6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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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뇌격에 의한 손상과 관련하여 건축물(또는 구

조물)을 S1, S2, S3, S4 case의 네 가지 환경으로 구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부 피뢰설비가 있고, 구조물 

뇌격으로 인해 직격뢰 전류 일부가 계통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합접지환경인 S1 case와 건축물에 인입된 전원

선로의 뇌격 가능성이 있는 S3 case의 경우에는, 저압 

전원선로 인입점인 주배전반에 1등급 SPD(Class I 

SPD)를 설치하여 내부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건축

물의 규모가 커지면 필요한 경우 내부의 피뢰구역(LPZ 

; Lightning Protection Zone)을 2단계 이상으로 구분

하여 내부 피뢰구역의 경계로 산정되는 전원선로 상의 

배전반에 추가로 2등급 SPD(Class II SPD), 선로 상 

말단의 피보호 기기 전원 측 가까운 곳을 마지막 피뢰

구역 경계면으로 설정하여 3등급 SPD(Class III)를 추

가로 시설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건축물로 또는 인입 선로상의 직접 뇌격 위험

은 없으나, 건축물 근방이나(S2 case) 건축물에 인입하

는 전원선로의 근방에 뇌격 가능성이 있는 환경(S4 

case)이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

의 저압 전원선로 인입지점에 2등급 SPD(Class II SPD)

를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 설비를 보호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내부 피뢰구역 경계면에 3등급 SPD(Class III)

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는 네 가지 환경 중에서도 통합접지환경(S1 case)

에 대한 안정된 뇌격전류 분배의 예시이다. 건축물의 

구조물로 낙뢰 또는 외부 피뢰설비의 수뢰부 낙뢰로 인

한 뇌격전류는, 통상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접지시스템

으로 50%가 방출된다고 예상되며(이상적인 0 오옴 접

지시스템인 경우에는 100%까지 예상할 수 있으나), 나

머지 50%는 건축물 내부 전원선로 인입점에 설치된 1

등급 SPD와 전원 측 저압선로를 통해 변압기의 접지 

또는 다른 건축물의 접지시스템으로 방출되는 과정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 경우 다른 건축물은 S3 case의 뇌

격 손상 환경으로 간주된다. 

S3 : 인입선로 뇌격

 저압 전원선로변압기고압 선로

변압기 또는
다른 건축물의 접지시스템

뇌 충격 건축물의
접지시스템

Type1 SPD 

 50%

 100% 

LPS

 S1 : 구조물에 뇌격

 50%

그림 2. 통합접지환경(S1 case) 건축물의 뇌격 시 안정된 뇌격전류 분배의 기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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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합접지환경(S1 case) 건축물의 피뢰레벨에 따른 예상 뇌격전류와 회전구체 반경 

표 3. 통합접지환경(S1 case) 건축물 적용 1등급 SPD의 임펄스 전류(Iimp) 용량 최소값

건축물의 피뢰레벨 LPL I LPL II LPL III LPL IV

건축물의 예상 뇌격전류 200kA 150kA 100kA 100kA

외부 피뢰설비의 회전구체 반경 20m 30m 45m 60m 

LPL I LPL II LPL III LPL IV

연결형태(Type) CT1 CT2 CT1 CT2 CT1 CT2 CT1 CT2

보호
모드

L-N 25kA 18.75kA 12.5kA 12.5kA

L-PE 25kA 18.75kA 12.5kA 12.5kA

N-PE 25kA 100kA 18.75kA 75kA 12.5kA 50kA 12.5kA 50kA

※ 관련 규격 : KS C IEC 62305-3, 4

※  1) 관련 규격 : KS C IEC 62305-2, KS C IEC 60364-5-53, KS C IEC 62305-3, 4 
2) CT1 : SPD를 누전차단기(RCD) 부하 측에 설치하는 경우  CT2 : SPD를 누전차단기(RCD)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 
3) S3 case 환경 건축물(외부 피뢰설비가 없음)에 설치되는 1등급 SPD의 용량은, 통상적으로 상기 용량의 1/5 이상

SPD의 구성

건축물의
피뢰레벨

물론, 이러한 안정적인 뇌격전류의 흐름은 뇌충격 건

축물에 1등급 SPD가 전원선로 인입점에 적절하게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만약, 50% 뇌격전류보다 

적은 전류용량의 SPD(또는 2등급, 3등급의 SPD)가 동

일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호 시설물 중 

일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상당한 열과 불꽃을 

동반한 후에 나머지 제한된(최초 뇌격 전류의 50% 미만

으로) 전류 또는 에너지가 전원선로를 통해 흘러 다른 

접지시스템으로 방출되는 흐름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안정적인 뇌격전류의 분배 흐름이 아닌, 예측 불가능하

고 사고를 동반한 전류 흐름의 경로를 예상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물 또는 수뢰부에 낙뢰하는 뇌격전류

의 크기는 건축물의 피뢰레벨(LPL : Lightning Prote 

ction Level)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피뢰설비가 있는 

통합접지환경(S1 case)인 건축물의 피뢰레벨에 따른 예

상 뇌격전류와 외부 피뢰설비의 회전구체 반경 파라미

터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건축물의 피뢰레벨은 1등급 

SPD의 임펄스 전류(Iimp) 용량을 선정하는 근거가 된

다. 표 3은 통합접지환경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1등

급 SPD의 임펄스 전류 용량을 건축물의 피뢰레벨에 따

라 분류한 것이다. 일반적인 상업용,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피뢰레벨 III 또는 IV등급으로 설계

되므로, 1등급 SPD의 임펄스 전류 용량은 L-N 모드 

12.5kA 이상, N-PE 모드 50kA 이상으로 설계된다.

(SPD를 누전차단기 전원 측에 설치하는 CT2-type의 

경우에 한함) 

3. SPD 보호장치의 개념과 이해

SPD 보호장치(SPD Disconnector)는 SPD 내부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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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Thermal run-away) 

등의 SPD 고장 상황으로부터 전력계통 및 설비를 보호

하기 위해 SPD를 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SPD에 내장 또는 SPD 외부에 설치하는 장치이다. 

전기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SPD 보호장치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낮은 편이며, 이는 국내 한국산업표준 

규격 내의 용어 선정의 예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표 4) IEC 규격 원문에서는 SPD Disconnector로 모

든 규격들에서 동일한 용어와 동일한 장치로 소개되고 

있지만, 국내의 표준 규격들에서는 마치 별개의 장치인 

것처럼 용어와 표기들이 제각기인 것을 알 수 있다. 경

험이 풍부한 전기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보호장치, 단

로기, 분리기, 차단기 등 각기 다른 표준 규격에서 사

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하나의 장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실제 전기시

설물을 구축하는 현장에서 SPD와 SPD 보호장치에 대

한 설계 오류, 시공 오류, 검사 오류, 위험 요인 증가, 

안전 사고 등의 결과로 나타난다. 국제적으로 SPD 관

련 표준화된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지 십수 년이 지났

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여러 현장들에서 드러나

고 있으며, 이는 단지 SPD 보호장치에 관한 것뿐만 아

니라 나머지 전체 피뢰설비의 기술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음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

이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피뢰설비에 대

한 올바른 기술의 이해와 이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KS C IEC 61643-11과 KS C IEC 61643-

12 규격에서의 SPD 보호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뿐만 

아니라, 요구 기능의 상세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두 

가지 표준 규격에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

실 같은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열보호 기능을 요구하

는 것은 동일하며, KS C IEC 61643-11 규격에서 말

하는 과전류 보호(Over current protection) 기능은 

KS C IEC 61643-12 규격에서 요구하는 내부 단락보

호(Protection against internal short circuit), 간접 

접촉 보호 기능(Protection against indirect contact)

을 합친 개념으로 이것 또한 동일하다. 여기서 내부 단

락보호란 SPD 내부의 L-N 모드 보호소자의 고임피던

스 상태 고장 시의 누설전류(통상적으로 수 mA 이상)

부터 극저임피던스 상태의 대전류(때로는 계통의 과전

류 차단장치의 순시 동작을 유발하는 수 kA 이상의 전

류)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다. KS C IEC 61643-11규격

에서는 SPD 내부의 과열 보호장치(통상적으로 

Thermal fuse)의 동작을 유도하는 느린 속도의 열화시

험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L-N 모드의 갭리스 소자를 

제거하고, 동부스바로 완전 단락회로를 구성한 후에 대

전류 단락조건에서 전류차단 성능을 시험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후자의 시험의 경우 SPD 외부에 정격

단락차단 성능을 가지는 차단장치 설치조건 하에서의 

시험을 허용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SPD 내부 L-N 모

드의 갭리스 소자를 채용한 상태로 빠르게 열화시키는 

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제로 현장에 설

치된 SPD 내부 L-N 모드에 설치된 갭리스 소자의 수

표준 번호 KS C IEC 60364-5-53 KS C IEC 62305-4 KS C IEC 61643-11 KS C IEC 61643-12

KS 규격 용어 SPD 보호장치 과전류 보호 단로기 SPD 분리기 SPD 차단기

IEC 규격 용어 SPD Disconnector (Internal/ External)

표 4. 한국산업표준 규격별 SPD 보호장치(SPD Disconnector)의 용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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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S C IEC 61643-11 KS C IEC 61643-12

용 어 SPD 분리기 SPD 차단기

정 의
SPD가 고장날 때, 시스템에서 SPD를

차단(Disconnect)하는 장치
전력시스템으로부터

SPD를 개방시키는 장치

요 구
기 능

열보호(Thermal problems),  
과전류 보호기능(Over-current protection) 등

하나 이상의 분리 기능

열보호(Thermal problems), 
내부 단락보호(Protection against internal short circuit),
간접 접촉보호(Protection against indirect contact)의 

최소한의 세 가지 기능

규격의 목적
(관점)

제품으로서의 SPD 정격을 분류하고 
시험하는 방법

계통에 SPD를 적용하고 운용하고자 하는 방법

기 타 모든 보호 기능은 SPD에 내장(Internal) 또는 외부(External)에 장착하는 하나 이상의 장치에 구현할 수 있다.

표 5.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SPD 보호장치(SPD Disconnector)의 요구사항 비교

명 열화 시 또는 순간적인 고장 시의 임피던스 수준을 

어느 하나의 값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험을 하자면 수 만 가지의 임피던스 값을 설정하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품 인증 시험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두 개의 표준 규격에서 SPD

의 내부 외에 SPD 외부의 보호장치를 언급하고 있는 이

유다. KS C IEC 61643-11 규격 시험에서 모의할 수 

없는 현장에서의 수 없이 많은 고장상태 임피던스 조건

에 대해서 SPD 내부의 보호장치로 해결할 수 없는 상

황을 SPD 외부의 보호장치로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그러한 SPD 외부의 보호장치 기능을 

SPD 내부에 구현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

길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SPD의 하드웨어를 가

볍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제품 구현 방법이다. 예를 들

면, 모든 일반 전기 부하기기에는 대부분 과열/과전류 

퓨즈가 내장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하기기 외

부 계통에는 과전류 차단기와 누전차단기 등 별도의 보

호장비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전기 부하기

기에 계통에서 요구하는 과전류 차단기와 누전차단기 

성능을 하드웨어적으로 내장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

황이다. KS C IEC 60364-5-53 규격의 내용에서 다

시 설명하겠지만, CT1-type SPD를 설치하는 환경에

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시설할 필요가 없지

만, CT2-type SPD를 설치하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SPD 외부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술

적인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비교한 항목들 이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KS C IEC 61643-11 규격은 SPD 자체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KS C IEC 61643 

-12 규격은 SPD가 설치된 환경에서 SPD의 안전 성능

에 관한 품질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전체의 안정적인 

유지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강조하

는 관점으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관점과 목적을 이해하

고 표준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4. SPD 보호장치의 설치 여부 판정

  

이제, SPD 보호장치와 CT1, CT2 type SPD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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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KS C IEC 60364-5-53 규격에 따라 누전차단기

(RCD) 부하 측과 전원 측에 각각 SPD를 설치할 경우의 

적용 방법이다. IEC 규격에서 언급하는 RCD(Residual 

Current Device)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칭하

는 누전차단기로서의 ELCB(Earth Leakage Circuit 

Breaker)와 비교하여 정확히 동일한 장치로서의 개념

을 가지고 있는 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여기

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  누전차단기 부하 측의 CT1-type SPD와  

SPD 보호장치

그림 3(a)에서와 같이 누전차단기 부하 측에 설치하

는 CT1-type의 SPD는 3상 전원계통에서 통상적으로 

L1, L2, L3 상선과 접지 사이에 3개의 L-PE 보호모

드(Protection mode), N선(중성선)과 접지 사이에 1개

의 N-PE 보호모드를 가지며, 모두 갭리스(Gapless) 

소자로 구성한다. 이상의 모든 보호모드는 공통적으로 

주접지단자, 즉 등전위 접지부스바(EB ; Equipotential 

Bonding bar)와 접속된다. 해당 건축물에 외부 피로설

비가 있고 통합접지 환경으로 가정한 경우에는, 3개의 

L-PE 보호모드와 1개의 N-PE 보호모드는 10/350 

㎲의 뇌격전류 파형을 가지는 Iimp 12.5kA 이상의 용량

을 가지도록 SPD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접지단

자는 보호대상 전기 기기의 보호도체(PE : protective 

earth)가 동시에 접속되는 등전위 접속점에 해당된다. 

외부 피뢰설비를 통해 유입되는 뇌격전류 또는 각 접지

계통으로 유입되는 임펄스(Impulse) 성분의 서지 전류

(Surge current)가 흐르는 경우는 전원계통의 접지전

극과 기기의 접지전극, 즉 SPD의 접지 측 도체가 연결

되는 주접지단자와의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 KS C IEC 60364-5-53 규격에서 SPD type별 SPD Disconnector의 적용

(a) RCD 부하 측에 설치한 SPD (CT1 type)    

  3 주접지단자  F1 설비 기점에 있는 보호장치
  4 서지보호장치(SPD)  F2 SPD 제조자가 요구하는 보호장치
  5 서지보호장치의 접속  RA 설비의 접지전극
  6 피보호 전기기기  RB 전원계통의 접지전극 
  7 누전차단기(RCD)

 (b) RCD 전원 측에 설치한 SPD (CT2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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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생되는 과도한 접지전극 간의 전위차 또는 상전

선과 주접지단자와의 전위차는 SPD에 의해 제한되며, 

뇌격전류나 임펄스성 서지전류는 백만분의 1초 이하의 

빠른 시간으로 임피던스가 낮아진 SPD의 각 보호모드

를 통해 주접지단자에서 전원선을 통해 계통의 접지전

극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며, 양 접지전극 간

의 전위차가 해소된다. 위험상태가 소멸되면 SPD의 

각 보호모드는 평상시의 절연상태로 다시 복귀되고, 피

보호 전기기기는 과도한 전위 상승으로 인한 오동작이

나 절연파괴에 이르는 등의 고장 위협으로부터 보호받

게 된다.  

서지전류의 발생 횟수에 비례하여 이러한 방식의 보

호동작은 반복되며, SPD의 각 보호모드는 점진적으로 

절연상태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언젠가는(때로는 수 

십년 후) 정상상태 시에도 접지 측으로 누설되는 상전

류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각 보호모드는 모두 주접지

단자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열화된 보호모드를 통해 

고장전류가 접지 측으로 흐르고, 계통의 RCD가 누전

을 감지하고 회로를 차단한다. 계통의 RCD가 SPD 보

호장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SPD 보호장치

(도면 상의 F2)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SPD의 안

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RCD에 의

해 고장상태에 이른 SPD가 계통에서 분리되는 동시에 

피보호 부하기기도 정전상태에 이르게 된다. 

(2)  누전차단기 전원 측의 CT2-type SPD와  

SPD 보호장치

일반적으로 전기설비의 사용자는 예측 불가능한 

SPD의 수명한계 상황에서 SPD를 계통으로 분리시키

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하기기의 정전을 

유발하는 상황을 원치는 않는다. 때문에, 그림 3(a) 구

성보다는 그림 3(b)와 같이 RCD 전원 측에 SPD를 설

치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CT2-type

의 SPD를 설치하며 우리 나라 대부분의 현장에서 적용

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CT2-type SPD는 3상 4선식 

시스템의 경우, 통상적으로 3개의 L-N 모드와 1개의 

N-PE 모드로 구성하며, L-N 모드는 갭리스(Gapless) 

소자로 N-PE 모드는 갭(Gap) 타입 소자로 구성하게 

된다. 계통의 전원 측에 접지 측 누설전류를 감지하여 

차단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N-PE 모드의 갭 타입 

소자는 정상 시(서지전류 유입이 없는 상태) 거의 완전

한 계통 절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된다. 여

기서, 정상 시에는 N-PE 모드의 갭타입 소자로 계통

의 접지측 절연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지만, 어느 한 

개의 L-N 모드와 N-PE 모드가 동시에 고장이 발생

한 경우 전원공급 계통에는 접지 측 고장전류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통에서 SPD와 함께 분

기하여 설치된 SPD 보호장치(F2)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전차단기 부하 측에 설치되는 CT1-

type SPD와는 달리, 누전차단기 전원 측에 설치되는 

CT2-type SPD는 전원선로의 연결점과 SPD 사이에 

반드시 SPD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목적은 

SPD 고장 시 분리동작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통의 전원 

공급 중단상태를 방지하고, SPD만을 계통으로부터 안

전하게 분리하여 부하기기에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5. SPD 외부 보호장치의 선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PD 내부(Internal)와 외

부(External)에 복수로 SPD 보호장치(SPD Dis 

connector)를 설계하는 것이 필연적인 이유는 모든 

SPD 제조사가 제품 내부에 열보호 장치 이외에 계통에

서 요구하는 모든, 그리고 충분한 보호 기능들을 적용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전자제품들 내부에 과

전류, 과열 보호장치 개념의 퓨즈(Fuse)는 설계 적용되

고 있지만, 누전차단기와 저임피던스 단락차단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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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내장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

하다. 다만, 제품 내부에는 제품으로서의 안전성 평가

와 부합되는 보호 기능만을 적용하고, 나머지 계통에서 

바라보는 추가적인 보호 기능들은 계통에 별도의 보호

장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일부 SPD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

럼, SPD 보호장치(SPD Disconnector)는 자사 제품(SPD 

products)에 내장되어 있어서 전력 계통에는 별도로 추

가적인 SPD 외부 보호장치(SPD External Disconnector)

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설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자를 설득하는 것은 전력 계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견해에 불과하다. 이러

한 잘못된 인식과 사업적인 판촉 위주의 홍보로 인해, 

실제로 국내의 많은 전력설비 현장에서는 CT2-type 

SPD 설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보호장치를 선

정하지 아니하고 SPD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보호 

기능이 없는(완전 계통 단락회로 전류 발생 시에만 순

시 동작하는) 일반 과전류 차단기와 함께 적용하는 사

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CT1-type SPD 설

치 환경에서는 외부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그림 4는 전력설계 도면에 적용한 SPD와 SPD 외부 

보호장치의 설계 예(a)와 CT2-type SPD의 일반적인 

내부 구성의 예이다. SPD 내부에는 KS C IEC 61643-

11 규격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과열과 관련된 퓨즈(Thermal fuse)가 대부분 적용되어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규격 인증시험에 통과한 

제품의 경우) 그러나 SPD 전원 측에 설치하는 CT2-

type SPD의 경우 이러한 내부의 열보호 기능의 보호장

치 외에도 외부에 계통에서 요구하는 저임피던스 단락

차단 정격과 1mA~수십 A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임피

던스 고장 상태에서의 과전류(누설전류를 포함하는) 차

단 기능을 가지는 외부의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고장전류가 증가하는 느린 열화 구간의 고장상태에서

는 SPD 내부의 열보호 장치가 동작하는 것이 표준 규

그림 4. CT2-type SPD의 적용과 구성 예

(a) SPD 및 SPD 보호장치의 설계 적용 예  (b) CT2-type SPD의 일반적인 내부 구성 예

L1 L2 L3 N

 ACB or MCCB

Thermal Fuse (열보호 장치)

외부 보호장치
(External
Disconnector) 

L-N 모드
(MOV : Metal Oxide Varistor)

L1

L2

L3

N

N-PE 모드
(Discharging Gap)

 EB 
 EB 

피보호 기기 측
(RCD 측)

SPD Disconnector (외부 보호장치)
임펄스 전류 내량 Limp 12.5kA/50kA (CT2)
단락차단 용량 50kA 이상
동작감도 전류(Is) 500mA(?) 이하

SPD(Class I/CT2)
Limp 12.5kA/50kA이상
Isccr 50k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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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보호장치의 적용과 이해

격시험에서 요구하는 SPD 보호 기능의 핵심이며, 또

한 대부분의 SPD에 있어서 수명이 다하여 열화되는 과

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드문 경

우지만 급속히 빠르게 진전되는 빠른 열화 구간에서는 

SPD 내부의 과열보호 장치의 보호동작 성공률이 현저

히 떨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

는 대부분의 과열 퓨즈가 느린 과열 속도 조건에서(예

를 들면, 수 분 동안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조건) 그 

정격이 결정되며, 예측 불가능한 빠른 과열 조건에서는 

때로는 영구적으로 과열방지 퓨즈의 융단 불능상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SPD 내부의 과열 보호장치의 영구적인 분리 

기능 상실 상태와 L-N 모드에 설치된 갭리스 소자의 

고임피던스 고장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고장전

류도 제한되어 계통의 과전류 차단기도 동작할 수 없는 

충분히 크지 않은 과전류(10~ 100A 범위에서 제한되

는 고장전류)로 인해 열폭주 곡선에 해당되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충분히 크지 않은 누설전

류 조건에서도 SPD의 고장상태로 감지하고 계통으로

부터 SPD를 분리시켜 주는 외부 보호장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열폭주 곡선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빠른 열화 상태에서도 

계통의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하기에 충분히 큰 고장전

류가 흐르거나 SPD 내부의 과열보호 퓨즈가 충분히 동

작할 수 있는 고장상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약 1,000 

대의 SPD 중에서 1대 미만으로 발생하는 확률(개인적

인 경험에 의하면)이라 할지라도, 계통의 위험과 상당

한 신뢰성 저하를 유발하는 열폭주 곡선에 해당되는 고

장 조건은, 정상적인 SPD 제품을 대상으로도 실험실

에서 언제나 모의가 가능한 간과할 수 없는 위험한 상

태임에는 틀림없다. 

그림 6은 SPD의 외부 보호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여

러 종류의 과전류 보호장치의 서지 임펄스 내성과  SPD 

열화 차단 능력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SPD 

외부 보호장치는, 특히 1등급 SPD의 보호장치의 경우

에는 민감한 고장 차단 능력(낮은 동작 전류값)과 동시

에 높은 임펄스 전류 내성 정격이 요구된다. 그림에서 

SPD 보호장치로 사용이 어려운 Model A, B, C의 경우 

서지임펄스 내성(SIW) 정도와 SPD 열화 차단능력

(TDA)이 대부분 붉은색 영역의 낮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 SPD 외부 보호장치로 사용이 가능한 Model 

D 및 Model E의 경우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높은 범

위인 녹색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

다. 일반적으로 SPD 외부 보호장치의 서지 임펄스 내

성은 임펄스 전류의 크기를 정격으로 표기하며, 열화 

차단능력은 수 mA~10A 범위의 정격차단 동작전류 

등의 표기로 제공된다. 

그림 5. SPD 열화 시 고장 지속시간, 온도, 전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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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SPD를 유지보수하

기 용이한 스위치 기능도 외부 보호장치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기능은 다른 보호 기능보다 먼

저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SPD 외부 보호장치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통합접지환경(S1 case)의 건축물에는 전원선로 인입 

경계점에 1등급 SPD 설치가 요구되며, 그 중에서도 

CT2-type SPD 설치 조건에서는 반드시 SPD 외부의 

보호장치를 추가로 시설하여 SPD뿐만 아니라 인체 안

전사고 예방 및 전체 전력계통의 안전적인 운용 신뢰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SPD 보호장치의 제조 또는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

항은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도 ②, ③, ④, ⑤번 항목

은 외부 보호장치가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 간주된다. 

①  과열보호 정격 

(일반적으로 SPD 내부에 구현되어 있음)

② 계통에서 요구하는 단락 차단용량 정격

③  서지 임펄스 내성 정격(1등급 SPD 보호장치 Limp, 

2등급 SPD 보호장치 In 전류용량 표기 확인)

④  순시 과전류 차단정격 

(일반적으로 수 mA~10A 사이 범위)

⑤ 유지 보수 편의 기능

끝으로, 국내의 피뢰설비 관련 표준 규격들에 여러 

가지 다르게 표기된 용어들과 기술적인 표현들도 조만

간 통일되어 설계, 시공, 관리상 오류들이 상당 부분 줄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림 6. 과전류 보호장치의 SIW-TDA 비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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