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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고시 제2018-0201호, 2018.7.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병행적
용한다.

KC 61851-23

전기용품안전기준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 23부: 직류 충전 장치
Electric vehicle conductive charging system
Part 23: DC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이

안전기준은

2011년

제1.0판으로

발행된

IEC

61851-23,

Electric

vehicle

conductive

chargingsystem - Part 23: DC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
제표준의 구성을 국내 설정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안전기준이다.

전기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 23부: 직류 충전설비
ELECTRIC VEHICLE CONDUCTIVE CHARGING SYSTEM - Part 23: DC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개요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용 급속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하여 IEC 61851-23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
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국내 설정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표준이다.
그리고 이 표준의 부속서 A.2와 부속서 H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류 및 전용 충전설비용 참고자
료 (회로도, 충전제어 모드, 충전 순서도)이며, 이는 대응국제표준에는 없는 사항이다.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KC 61851-1과 함께 IEC 60038에 따른 1500 V 이하의 직류 전원 전압에서 전기자동차에
접속하여 직류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도성 충전 장치 및 직류 충전 설비에 적용한다.
비고 1 이 표준에서 언급된 전기자동차의 구성요소나 기술적인 시스템의 정보는 참고사항이다.
비고 2 1500 V이하의 직류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장치에 적용된다.
비고 3 역방향 전력 공급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4 유지 보수와 관련된 모든 안전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5 직류 충전설비의 충전 제어 통신 프로토콜은 별도의 직류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을
따른다.

2. 인용 표준
KC 61851-1의 해당 절을 적용하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
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개정을포함)을 적용한다.
IEC 60068-2-2,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2: Tests - Test B: Dry heat
KS C IEC 60068-2-5,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지표면에서의 모의 태양 광선 방사
KS C IEC 60068-2-52, 환경 시험－ 제2부: 시험－시험 Kb：염수 분무, 사이클(염화나트륨 용액)
KS C IEC 60364-4-43 건축 전기 설비－제4－43부: 안전을 위한 보호－과전류에 대한 보호
KS C IEC 60364-5-53, 건축 전기 설비－제5－53부: 전기 기기의 선정 및 시공－절연, 개폐 및
제어
KC 62196-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1부: 일반 요구사항
KC 62196-3,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촉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
항
KS C IEC 61000-3-12, 전기 자기 적합성(EMC)－제3부: 한계값－제12절：공공 저전압 시스템에 연
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입력 전류 상당 16 A 이상 75 A 이하)
KS I ISO 1996-1,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 방법-제1부: 기본량 및 측정 절차
KS I ISO 1996-2,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 방법－제2부: 적절한 토지 이용을 위한 음향 데이
터의 수집
KS C CISPR 16-1-2, 전기 자기 장해ㆍ내성 측정 장비 및 측정 방법－제1부：전기 자기 장해 및 내
성 측정 장비－제2절：보조 장비－전도 장해
KS C IEC 61000-3-6, 전기자기 적합성(EMC)－제3부：한계값－제6절：중압(MV), 고압(HV) 전력 계
통에 사용되는 비선형 부하의 전기자기 장해 한계값 평가
KS C IEC 61000-3-7, 전기자기 적합성(EMC)－제3부：한계값－제7절：중전압과 고전압 전력 시스템
에 사용되는 변동 부하의 방출 한계값 평가
KS C IEC 61000-3-11, 전기자기 적합성(EMC)－제3부：한계값－제11절－공공 저전압 시스템에서의
전압 변동 및 플리커의 한계값－75 A 이하의 정격 전류와 조건부 연결 기기
KS C IEC 61000-4-7, 전기자기 적합성(EMC)－제4-7부：시험 및 측정기술－전원계통과 연결기기의
고조파와 내부고조파 측정 및 계기에 대한 일반지침

KS C IEC 61000-6-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1부 : 일반기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
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KS C IEC 61000-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2부 : 일반기준 -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KS C CISPR 11, 전기자기 적합성(EMC)－산업ㆍ과학ㆍ의료용(ISM) 기기의 전기자기 장해 측정 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KS C CISPR 16-1-1, 전기자기 장해ㆍ내성 측정 장비 및 측정 방법－제1부：전기 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 장비－제1절：측정 장비
KS C CISPR 16-1-2, 전기자기 장해ㆍ내성 측정 장비 및 측정 방법－제1부：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 장비－제2절：보조 장비－전도 장해
CISPR 16-2-3,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2-3: Methods of measurement of disturbances and immunity - Radiated
disturbance measurements

3. 용어와 정의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하되 다음을 추가한다.
3.1 제어 통신 프로토콜 (control communication protocol)
자동차 충전 제어기(VCCU) 와 직류 충전 제어기(DCCCU) 간 데이터 통신, 신호, 제어를 위한 표준과
절차
3.2 정전류 충전 (constant current charging)
고정 전류와 가변 전압으로 배터리에 충전 전력을 공급
3.3 정전압 충전 (constant voltage charging)
고정 전압과 가변 전류로 배터리에 충전전력을 공급
3.4 직류 충전 제어기 (DC charging control unit)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 내장된 시스템으로서 자동차 충전 제어기(VCCU)의 요청에 따라 직류 출
력 전력을 제어하는 장치
3.5 등전위 본딩 (equipotential bonding)
차량과 충전설비의 두 도전체가 등전위를 갖도록 전기적 연결을 제공
비고 등전위 본딩은 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2차측 직류 출력의 지락 고장 보호용으로 사
용될 수 있다.
3.6 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isolated DC EV charging station)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로서 출력 측 직류 회로가 전원 시스템 측의 교류 회로로부터 전기적으로 절
연되어 있다. (부속 문서 F-1)
3.7 비절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non-isolated DC EV charging station)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로서, 출력 측 직류 회로가 전원 시스템 상의 교류회로로부터 전기적으로 분
리되지 않은 경우(부속 문서 F-2) 추후 정의. TBD
3.8 절연(insulation)
한 장비의 전도성 요소들을 절연하는 데 쓰이는 모든 재료와 부품들 또는 절연 장치가 그 기능을 제공
하는 능력을 특징 짓는 일련의 속성
비고 관련 속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저항, 항복 전압(breakdown voltage)
3.9 분리 (isolation)
안전상의 이유로 전기 설비의 전체 또는 개별 부품을 무능화하게 만드는 기능으로, 해당 전기 설비나
부품을 모든 전기 에너지원으로부터 분리시킨다.
3.10 최대 전압 제한 (maximum voltage limit)
전기자동차로부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로 제공되는 최대 충전 전압 값,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과
전압 보호 값으로 사용된다.
3.11 제어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regulated DC EV charging station)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로서 자동차의 요구에 맞추어 제어된 형태의 충전 전류나 충전 전압을 자동

차 배터리에 제어 공급한다.
3.12 비제어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non-regulated DC EV charging station)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로서 고정된 형태의 충전 전류나 충전 전압을 자동차 배터리에 공급한다
3.13 회로 과전압 (overvoltage in the circuit)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정격 최대 전압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회로 내 전압이 상
승하는 상태
3.14 자동차 배터리 과전압 (overvoltage in vehicle battery)
자동차 배터리의 전압이 지정된 최대 전압 제한 값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
3.15 보호 접지 (protective earth)
전기적 안전을 목적으로 장치, 시설, 시스템 내의 한 점을 접지하는 것
3.16 상태 (state)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내외적 특정 조건
3.17 목표 전압 (target voltage)
요구하는 전압 값
3.18 자동차 충전 제어기 (vehicle charging control unit)
전기 자동차 내 내장된 시스템으로 모드 4 오프보드 직류 충전설비의 충전 파라미터를 제어한다.
3.19 전기적 분리(galvanic separation)
전력 및 신호가 교환 되지 않도록 두 전기 회로 사이에 전기적 회로분리
비고 전기적 분리(Galvanic separation)의 예로 절연변압기나 광절연(Opto-coupler)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3.20 절연 모니터 (monitor) / 차단기(interrupter)
접지(earth)와 절연 회로의 절연 저항을 감시하면서 절연 저항이 정해진 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충전회
로의 활성화를 방지하고 활성화된 충전 회로를 분리하는 장치
3.21 포트 (ports)
외부 전자파 환경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특정 접점(interface)

4. 일반 요구 사항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5. 교류 전원 전압의 정격
KC 61851-1의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단, 주파수 정격값은 60Hz ± 1% 이다.

6. 일반적인 장치 요구 사항과 인터페이스
6.1 일반 사항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2 전기자동차 충전 모드
이 표준의 전기자동차 충전 모드는 모드 4로 한다. 모드 4 충전의 설명은 KC 61851-1의 6.2절을 참
조한다.
교류 전원 공급망의 경우 KS C IEC 61008-1 나 KS C IEC 61009 또는 TR 60755에 정의된 타입 A
에 최소한 상응하는 특징을 갖는 과전류 보호 장치를 포함한 잔류 전류 장치(RCD)가 필요하다.
비고 일부 자동차의 전기적 토폴로지는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6.3 전기자동차 연결 유형
케이블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연결은 KC 61851-1의 C형 연결로 수행한다.
6.3.1 일반적인 설명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3.2 코드 연장 장치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3.3 어댑터
자동차 커넥터를 자동차 인렛에 연결 할 때 어댑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6.4 직류 충전 시 제공되는 기능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자동차 충전 제어기(VCCU) 요청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에 요구되는 직류
전류나 전압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제어 형(non-regulated) 충전은 필요 시 추후 고려한다.
비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기술과 전압은 서로 다르다. 충전 시 오류를 피하고,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설비에서 모든 기존의 배터리와 향후 나올 배터리들을 충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충전 과정이든 자
동차가 제어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 연결될 자동차는 충전 과정을 제어 하는 자동차
충전 제어기(VCCU)를 갖추어야 한다.
6.4.1 모드 4 충전 기능
아래에 제시한 대로 이 기능들을 직류 충전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한다:
-

자동차가 적절하게 연결 되었는지 확인
등전위 본딩 또는 보호 접지선(접지 전도체) 연속적 확인
시스템의 활성화
시스템의 비활성화
제어된(regulated) 직류 전류 / 전압 공급
전류와 전압 측정
커플러 유지/해제
커플러 잠금(locking coupler)
충전설비의 과전압 및 과전류 방지
자동차 배터리의 호환성 평가
충전 전 절연 진단
배터리의 과전압 및 과전류 방지
커넥터 전압 확인
주 전원와 제어 전원의 분리
충전 전 단락 보호
사용자에 의한 충전 종료
커넥터 접점 병렬 사용 감시
충전 중 접속 케이블 내 단락에 대한 보호

6.4.2 선택 기능
다음 기능들은 아래와 같이 직류 충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경우 KC 61851-1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충전 중 환기 요구 사항의 결정
- 전원 공급 장치(EVSE)의 실시간 허용 부하 전류의 검출/조정
- 충전율의 선택
기타 추가 기능들이 제공될 수 있다.
비고 1 정상적인 충전 동작상태에서의 결선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 동작 중 결선 상태의 분리
방지 기능을 인터록 시스템의 래칭 기능에 통합할 수 있다.
비고 2 자동차 배터리의 과전압 및 과전류 방지용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보호 장치는 자동 차
에 설치되어야 한다.
6.4.3 직류 충전 기능의 세부 사항
6.4.3.1 자동차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검증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4.3.2 연속 보호 접지선의 연속성 검사
EVSE와 자동차 간의 장비 접지 연속성은 연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접지로부터 절연된 충전 시스
템이 직류 회로와 충전기 외함 사이와 직류 회로와 자동차 차대 사이의 절연 감시 시스템을 장착한 경
우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사이에 등전위 본딩(기능성 접지)이 보호용 접지 대신에 사용
될 수 있다. 교류 50V이하의 정격전압에 대해, KC 61851-1의 6.4.3.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와 자동차 간의 등전위접합(기능성 접지) 연속성은 연속적으로 검증
되어야 한다. 자동차는 필요 시 본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자동차 간의 장비 접지 연속성 검증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7.5.1 참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가 보호용 접지나 등전위 본

딩(기능성 접지)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5초 내에 충전을 정지
시켜야 한다.
6.4.3.3 시스템의 활성화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4.3.4 시스템의 비활성화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4.3.5 직류 공급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자동차 충전 제어기(VCCU)의 제어에 부합하는 직류 전압과 전류를 자동
차배터리에 공급 하여야 한다. 특정 요구사항과 적합시험은 부속서 A, B, C 와 H 에 정의된다.
제어형 시스템들의 경우, 자동차 충전 제어기(VCCU)의 요청에 따라 제어된 직류 전압이나 전류를 자
동차 배터리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최대 정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가 지령 전류
및 지령 전압을 변경할 수 있다.
6.4.3.6 전류와 전압 측정
자동차에 안정된 출력 전류를 유지하고 과전압을 피하기 위해, 직류 충전제어기(DCCCU)의 충전 전류
와 충전전압 측정 오차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전압: 정격 전압의 ± 1 %
전류: 측정전류의 ± 2 % + 1 A
6.4.3.7 커플러 유지와 해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설비에 사용되는 커플러는 커플러의 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
다.
그런 수단으로는 기계적 혹은 전기적 인터록이나 인터록과 래치의 조합 방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6.4.3.8 커플러 잠금
충전 시에 자동차 인렛 상에서 직류 충전 커넥터에 잠금 기능을 부가하여 과열로 인한 결선 분리와 자
동차 배터리로부터의 감전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직류 충전 커넥터는 차량 배터리의 과열단선과 감전을 피할 수 있도록 차량 인렛에 잠금되어야 한다.
직류 충전 커넥터는 충전 종료를 포함한 충전 과정 중에 위험전압을 검출한 경우와 잠금 매커니즘을
적용한 경우에 잠금 상태가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 충전 시스템 오작동 시, 안전하게 커넥터를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비고 잠금 기능은 요구기능의 구현방법에 따라 커넥터 또는 인렛 중 어느 곳에 위치해도 된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 잠금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기능
-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 전기적 잠금 기능
- 전기적 잠금 기능을 위해 전기 회로의 단선을 검출하는 기능
비고 잠금 기능과 단선 검출 회로의 예는 부속서 E 참조.
기계적 강도의 시험은 KC 62196-3의 26절을 참조한다.
6.4.3.9 과전압과 과전류 방지를 위한 충전설비 보호 장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교류 전원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과전압과 과전류 보호 장치를 갖추어
야 한다. 이 장치들은 KS C IEC 60364-4-43과 60364의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6.4.3.10 호환성 평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차량 배터리와 비호환 시, 차량 배터리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6.4.3.11 충전 전 절연 테스트
전기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 연결되어 있고, 전기자동차 내의 접촉기가 투입되기 전에
충전설비는 직류 출력 회로와 접지 (충전기 외함과 차량 샤시) 사이에 전기 절연(electrical isolation)을
확인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절연 저항(isolation resistance)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R ≥ 100 × V Ω
여기서 V 는 직류 출력 회로의 정격 전압이다.

충전전압조건에 따른 절연 저항값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충전이 불가
하다는 신호를 자동차에 보내야 한다.
6.4.3.12 배터리의 과전압과 과전류 보호
자동차에서 제공되는 최대 전압치보다 출력 전압이 높은 경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배터리의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을 멈추어야 한다.
충전 과정 중에 자동차가 최대 전압 한계를 변경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자동차 충전
제어기 (VCCU)로부터 종료 명령을 받은 후 1.0초 내에 정격 전류의 5.0% 이하까지 직류 출력 전류를
감소시켜야 한다.
6.4.3.13 커넥터 전압 확인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충전 커넥터의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출력 전압 및 전류를 공급해서
는 안 된다. 충전을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각 회로 전압을 측정해서 배터리와 직류 충전설비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충전이 완료된 경우에도 회로 전압이 명시된 값 이상이면 커넥터를 잠금 해제해서는 안 된다. 커넥터
가 잠금 해제될 수 있는 전압의 판단기준은 60 V 이하여야 한다.
6.4.3.14 주 전원과 제어 전원의 분리
자동차 배터리용 전원 장치, 통신 제어 장치, 모니터링 장치들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수신점
에서 분기하고, 회로 차단기를 각 채널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직류 출력 회로에서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제어 전원 공급을 중단하지 않
아야 하며, 전압, 전류측정과 같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모니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6.4.3.15 충전 전 단락 시험
전기자동차가 직류 충전설비에 연결되어 있고, 전기자동차 내의 접촉기(contactor)가 닫히기 전인 시점
에서, 직류 충전설비는 직류 출력 회로의 +와 – 사이에 단락을 확인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6.4.3.16 사용자에 의한 충전 종료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사용자에 의한 충전 종료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4.3.17 커넥터 접점 병렬 사용
자동차에 직류 전류를 병렬로 공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선이나 커넥터 접점이 병렬로 사용되는 경
우, 전원 공급 장치(EVSE)는 모든 전선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고 병렬구성상의 각 경로(path)의 전류가 모니터링 될 수 있거나 하나 이상의 전원이 사용되어야 한
다.
6.4.4 선택 기능의 상세
6.4.4.1 충전 중 환기 요구 사항의 결정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4.4.2 전원 공급 장치(EVSE)의 실시간 허용 부하 전류의 검출/조정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4.4.3 충전률의 선택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4.4.4 모드 3의 선택 기능 상세
해당 없음
6.4.4.5 감시 기능 세부 사항
직류 충전 시, 제어 파일럿 기능은 강제적으로 요구된다. 제어 파일럿 기능은 최소한 KC 61851-1의
6.4.3.1, 6.4.3.3 그리고 6.4.3.4에 상술한 필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6.5 직렬 데이터 통신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6.6 분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들과 시스템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6.6.1 범주
6.6.1.1 시스템 구조별 분류

- 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 비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6.6.1.2 시스템 제어유형별 분류
- 제어형(regulated)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a) 정전류 충전
b) 정전압 충전
c) a와 b 조합
- 비제어형(non-regulated)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6.6.1.3 수전 방식별 분류
- 교류 전원을 입력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 직류 전원을 입력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6.6.2 정격에 따른 분류
6.6.2.1 직류 출력 전압 범위
- 최대 60 V(60 V 포함)
- 60 V 초과, 최대 750 V까지(750 V 포함)
- 750 V 초과, 최대 1500 V까지(1500 V 포함)
6.6.2.2 직류 출력 전류 범위
- 최대 80 A까지(80 A 포함)
- 80 A초과, 최대 200 A까지(200 A 포함)
- 200 A 초과, 최대300 A까지(300 A 포함)
- 300 A 초과

7. 감전 보호
7.1 일반 요구 사항
KC 61851-1의 해당 절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은 다음 정의된 바에 따른다.
7.2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7.2.1 일반 사항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7.2.2 충전부 접근 가능성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7.2.3 저장된 에너지 - 커패시터의 방전
7.2.3.1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단로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7.2.3.2 전원 공급 장치(EVSE)의 단로
해당 없음
7.3 고장 보호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7.4 추가 대책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7.5 모드 4 전원 공급 장치(EVSE)에 대한 규정
7.5.1 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요구사항
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 대해, 감전에 대한 보호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한다.
a) 외함 (12.3절 참조)
b) 1차측 회로의 RCD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일차 측 회로에 RCD가 사용되어야 한다. (KC 61851-1의 7.4 참조)

비고 교류 전원의 정격 입력 전류가 32A를 넘지 않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최대 잔류 동작 전
류가 30mA인 RCD를 사용하여야 한다.
c) 1차측 회로에 대한 보호용 접지 도체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교류 공급 회로(1차측 회로)의 경우, 보호용 접지 도체가 영구적으로 주
접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접지 도체의 단면은 IEC 60364-5-54에 지정된다.
d) 절연 변압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1차측 (교류 전원)과 2차측(직류 출력) 회로 사이에 갈바닉 절연을 위해
강화된 절연 변압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절연 변압기의 요구사항은 IEC 61558-1에 정의된다.
e) 2차측 회로의 절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2차측 회로는 접지나 자동차 샤시(chassis)로부터 기본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f) 2차측 회로의 절연 감시와 자동 분리
차량과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직류 회로의 절연저항을 검출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
비의 2차측 회로에 절연 감시 및 자동 분리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절연 감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차량을 충전하는 동안 충전 회로의 누설 전류 감시
- 절연저항이 100 Ω/V 미만으로 검지되는 최초의 절연결함 검출
- 최초의 절연 결함이 감지 되었을 때 차량의 충전 중단을 제어
절연저항이 0Ω 으로 검지되는 지락의 감지시 중단 시간은 IEC 60479-1을 준수한다. 2차측 회로의 절
연 저항이 100 Ω/V 미만이 일 경우 차량의 충전을 계속 중단하여야 한다.
g)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와 차량 사이의 접지 도체
접지 도체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와 차량 사이에 제공되어야 한다. 강화 절연 변압기 및 절연 감
시가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기능적 접지(등전위 본딩)가 사용될 수 있다.
h) 외함의 접촉 전류
접촉전류는 표 1 (11.7 참조)에 지정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림 1은 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감전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보여준다.

(a) 외함
(b) 잔류 전류 장치(RCD)
(c) 기능적 접지 도체
(d) 절연 변압기
(e) 2차측 회로 절연물
(f) 절연 감시기
(g)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차량 사이의 접지 도체
그림 1 ― 절연형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필요 기능

비고 절연 감시 시스템의 예시는 부속서 D를 참조 한다.

8. 전원 공급기와 전기자동차 간 접속
8.1 일반 사항
직류 출력 전류 400A 이하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접점 정격은 KC 61851-1의 표 1과 본 표
준의 표 2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의되는 단상 교류 및 직류 접속용 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 인렛
표준을 기준으로 대체한다. 단, 직류 출력 전류 400A를 초과하는 커플러의 접점 정격은 별도로 사용
자와 공급자 사이에 협의 된 규정을 적용한다. 이 항에서는 자동차와 전원 공급 장치(EVSE) 간의 물리
적 도전성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을 기술한다.
8.2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능 설명
해당 없음
8.3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능 설명
해당 없음
8.4 범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능 설명
해당 없음

9. 자동차 인렛과 커넥터의 특별 요구 사항

KC 61851-1의 해당 절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은 다음 정의된 바에 따른다.
9.1 일반 요구 사항
직류 및 전용 인터페이스의 부속품 요건은 KC 62196-3에서 명시한다.
9.2 동작 온도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9.3 인렛/커넥터와 플러그/소켓-아웃렛의 사용 수명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따르되 아래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9.3.1 인렛과 커넥터의 서비스 수명
직류 및 전용 인터페이스의 부속품 요건은 직류 접속용 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 인렛 표준 KC
62196-1, KC 62196-3에 명시한다.
9.4 차단 용량
직류 충전의 경우, 커플러는 전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결선의 분리 상황이 부하
조건에서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고장으로 인해 직류 부하 중에 결선이 분리되는 경우, 어떤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속품이 허용하는 경우, 정격 전압과 정격전류 직류 저항 부하 조건에서 최대 3회의 투입(making) 및
차단(braking) 동작까지, 화재 및 감전 위험(shock hazard) 징후가 없어야 한다. 이때 장치의 기능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
부하 조건 중 결선의 분리를 피하기 위해, 인터록(interlock) 또는 커넥터 상에서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
하여야 한다.
선택 1: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커넥터 사용
선택 2: 부속품의 성능이 가능한 경우, 정격 전압, 정격 전류에서 최대 3회의 투입(making) 및 차단
(breaking) 동작까지 화재 또는 감전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이 때 장치의 성능을 유지 할 필요는 없
다.
선택 3: 부하가 걸려있는 중에(통전 중에)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중복 수단
9.5 보호 등급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9.6 삽입력과 추출력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9.7 쇄정 장치의 잠금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0.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 요구 사항

10.1 전기적 정격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0.2 전기적 특성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0.3 내전압 특성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0.4 기계적 특성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0.5 기능 특성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0.6 케이블 이용성
범용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들의 충전 케이블은 KC 61851-1의 11.8.2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11 전원 공급 장치(EVSE) 요구 사항
11.1 일반 시험 요구 사항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2 분류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3 직류 및 전용 인터페이스의 보호 등급
11.3.1 물체 침투에 대한 보호 등급
직류 및 전용 인터페이스는 KC 62196-3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준의 보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1.3.2 감전 보호
직류 및 전용 인터페이스는 KC 62196-3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준의 보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1.4 내전압 특성
별도 정의 이전까지 KC 61851-1의 해당 절을 참조하여 배전 업체 및 고객과의 계약 합의를 따른다.
11.4.1 내전압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4.2 임펄스 내력 (1.2/50 μs)
임펄스에 대한 전원 회로의 내전압은 IEC 60664-1 표 F.1에 표기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고정설
치된 EVSE는 카테고리 3, 분리가능한 EVSE는 카테고리 2를 적용한다. IEC 60664-1에 명시된 적절한
과전압 감소가 되면 낮은 과전압 카테고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시험은 IEC 61180-1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4.3 과전압 카테고리의 억제(Suppression)
절연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카테고리 2의 충전기 2차측의 과전압 카테고리를 억제(Suppress)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11.5 절연 저항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6 이격거리와 연면거리
이격거리 및 연면 거리는 IEC 60664-1에 따라야 한다. 장치는 최소의 오염등급 2의 조건에서 동작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장치는 제조업체에 의해 외함에 취부한 후 평가한다. 모드 1과 모드 2의 소켓
콘센트와 플러그는 IEC 60884-1, IEC 60309-1 그리고 60309-2 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비고 정기적인 세척, 유지 보수, 필터 교체, 그 외 먼지와 오물 방지 코팅 등 추가 조치들을 통해 실
외용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
11.7 누설 접촉 전류
이 하위 조항은 인체의 임피던스를 모의하는 회로망을 통한 전류의 측정을 정의한다. (접촉 전류)
11.7.1 접촉 전류 제한

접지와 연결된 교류 공급 도체와 서로 연결된 접근 가능한 금속성 부품들과 절연된 외부 부품을 감싼
금속성 호일 사이에 접촉 전류의 값은 표 1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가 정격출력으로 저항부하를 가지고 동작할 때 측정한다.
비고 고정 저항을 통해 연결되거나 접지와 관련 있는 회로망(예를 들어, 차량 연결 확인)은 이 시험
전에 분리되어야 한다.
장비는 절연 변압기를 통해 공급되거나, 접지로부터 분리된 방식으로 설치 된다.
표 1 ― 접촉 전류 한계
임의의 회로망 극점들과 서로 연결된 접근 가능한 금속성
부품들 사이, 절연된 외부 부품들을 감싸고 있는 금속
호일
비활성 상태인 금속성의 접근 불가한 부품들과 임의의
회로망 극점들 사이(이중 절연의 경우)
서로 연결된 접근 가능한 부품과 접근 불가 한 부품사이.
절연된 외부 부품들을 감싸고 있는 경우(추가 절연) 금속성
호일

클래스 I
3.5 mA

클래스 II
0.25 mA

해당 없음

3.5 mA

해당 없음

0.5 mA

클래스 I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 대해, 시험 접촉 전류가 3.5mA r.m.s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접촉 전류는 접지 도체가 체결된 고장 상황에서 측정되어야 한
다.
2

2

a) 보호용 도체는 최소한 구리(Cu)의 경우 10 mm , 알루미늄(AI)의 경우 16 mm 의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2

2

b) 보호용 도체가 구리(Cu)의 경우 10 mm , 알루미늄(AI)의 경우 16 mm 미만의 단면적을 가지는 경
우, 최소한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두 번째 보호용 도체가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이것은 전기 장비가 두 번째 보호용 도체에 대해 분리된 터미널을 가질 수 있다.
c) 보호용 도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 공급의 자동 분리
11.7.2 시험 회로 구성
11.7.2.1 시험 회로
누설전류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회로는 그림2에 표시된다. 적절한 다른 시험 회로는 IEC 60990의 그림
6, 7, 8, 9, 10, 12, 13나14에 표시된다.

그림 2 ― 시험 구성: 별형 TN이나 TT시스템의 3상 장비
11.7.2.2 회로망(Network) 측정의 적용
측정 회로망은 그림 2에 정의된다. 회로망은 20Hz 에서 1Mhz 사이 범위의 사인파 전류에 의해 감지
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에서, 측정 회로망의 터미널 B는 공급망의 접지 도체에 연결된다. 측정 회로망의 터미널 A는
각각의 비접지 되거나 접근가능한 전도성 표면에 차례로 연결된다. 모든 접근가능한 전도성 또는 비접
지 표면은 접촉 전류에 대해 시험된다.

그림 3 ― 감지와 반응을 위한 가중치 접촉 전류(touch current weighted) 측정 회로망
11.7.3 시험 조건
접촉 전류는 IEC 60990의 6절을 따르는 교류 전원 공급망에 연결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 대해
습열시험 후 측정 되어야 한다. 공급 전압은 공칭 정격 전압의 1.1배로 한다.
IEC 60990의 6.2.2에 명시된 각각의 해당 오류 조건에 대해 측정한다.
11.7.4 시험 측정
전압의 실효값 U2은 그림 3의 측정기 M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다음의 수식은 접촉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접촉 전류(A) = U2 / 500
11.7.4에 따라 측정된 값은 표 1에 해당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8 환경 시험
11.8.1 일반 사항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8.2 주위 공기 온도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8.3 주위 기압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8.4 건열 (참고)
온도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 시험 편이 에너지를 방산하는 경우, 테스트는 KS C IEC
60068-2-2 Bc나 Bd 테스트 (건열)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11.8.5 냉각 테스트 (참고)
KS C IEC 60068-2-1, 테스트 Ab에 따라, –30 °C ± 3 °C에서 16 h 동안 테스트한다
11.8.6 태양 복사 (참고)
KS C IEC 60068-2-5, 테스트 Sa, 절차 B에 따라 테스트한다.
11.8.7 염분 분무 (참고)
KS C IEC 60068-2-52, Kb 테스트 - 중요도 1(severity one)-에 따라 테스트한다.
11.9 허용 표면 온도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10 환경 조건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11 기계적 환경 시험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12 전기자기 적합성 시험
11.12.1 방출
11.12.1.1 고조파 전류
공공 저전압 교류 분전시스템에 연결되는 입력 정격 전류가 각 상당 16 A 초과 75 A 이하인 전기자
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KS C IEC 61000-3-12를 만족해야 한다. 입력 전류가 각 상당 75 A 초과이거
나 공장 내 설비에 연결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KS C IEC 61000-3-6에 규정된 전기자기

적합성 환경을 만족해야 한다.
고조파 전류방출 시험은 KS C IEC 61000-4-7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조건은 전기자동차 직
류 충전설비의 최대 정격전류를 가지는 최대 출력이다.
비고 몇몇 국가에서, 입력 전류가 각 상당 75 A 초과이거나 공장 내 설비에 연결되는 전기자동차 직
류 충전설비는 해당 국가 규정 또는 전력공급회사와 구매자와의 계약 협의에 따를 수 있다.
11.12.1.2 전압 변동 및 플리커
공공 저전압 교류 분전시스템에 연결되는 입력 정격 전류가 각 상당 16 A 초과 75 A 이하인 전기자
동차 직류 충전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압 변동 및 플리커 방출은 KS C IEC 61000-3-11을 만족해야 한
다. 입력 전류가 각 상당 75 A 초과이거나 공장 내 설비에 연결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KS
C IEC 61000-3-7에 규정된 전기자기 적합성 환경을 만족해야 한다.
11.12.1.3 무선주파수 방해
11.12.1.3.1 분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KS C CISPR 11의 5.2절에 정의된 '그룹1'으로 분류된다. 그룹1의 전기
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KS C CISPR 11의 5.3절에 따라 A급 및 B급의 하부 분류로 나뉘어진다.
A급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빌딩의 저압 전력망에 직접
연결되는 것 이외의 모든 시설의 사용에 적합하다. A급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A급 한계값을 만
족해야 한다.
B급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주거지역 시설 및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빌딩의 저압 전력망에 직
접 연결되는 시설의 사용에 적합하다.
만약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가 A급 한계 값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의 경고 문구가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주거 환경에서, 이 제품은 무선 주파수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추가적인
완화된 측정이 요구 될 수 있다.
11.12.1.3.2 측정 요구사항
a) 일반 사항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물리적인 크기와 정격 전력으로 인해, 시험실 외에 제조자가 정한 제품
설치 현장에서 측정이 될 수도 있다.
b) 주변 잡음
방출시험에서 주변잡음의 제한을 위한 요구사항은 KS C CISPR 11의 7.2절에 따른다.
c) 측정 장비
EMI 측정수신기는 KS C CISPR 16-1-1에 부합해야 한다.
d) 시험 조건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시험을 위한 부하조건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최대 정격 전류를 가지
는 최대 정격 전력이다.
11.12.1.3.3 교류 입력 포트 (150 kHz ~ 30 MHz 주파수 대역)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교류 입력 포트에서 150 kHz ~ 30 MHz 주파수 대역의 전도성 방출은
KS C CISPR 11의 A급 및 B급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를 위한 표 2 및 표 3의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 시험방법은 KS C CISPR 16-1-2 및 KS C CISPR 11를 따른다.
11.12.1.3.4 함체 포트 (30 MHz ~ 1 GHz 주파수 대역)
A급 또는 B급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30 MHz ~ 1 GHz 주파수 대역에서 복사성 방출은 KS C
CISPR 11의 표 4 및 표5의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 시험방법은 CISPR 16-2-3 및 KS C CISPR 11을 따른다.
11.12.1.3.5 직류 충전 케이블 (150 kHz ~ 30 MHz 주파수 대역)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교류 충전 케이블에서 150 kHz ~ 30 MHz 주파수 대역의 전도성 방출은
표 2의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측정 장비는 부속서 G의 그림 G.1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 ― 직류 충전 케이블에서의 전도 방해 한계값 (150 kHz ~ 30 MHz 주파수 대역)
한계값
dB(μA)
A 급
주파수 대역
B 급
정격 입력 전력
정격 입력 전력
20 kVA 이하
20 kVA 초과
준첨두치
평균치
준첨두치
평균치
준첨두치
평균치
1)
0.15 MHz ~ 0.50 MHz
108 ~
96 ~ 56
121 ~
108 ~
142 ~
132 ~
661)
891)
761)
1101)
1001)

1)

0.50 MHz ~ 5 MHz

66 ~ 351)

56 ~ 251)

82 ~ 531)

69 ~
1)
40

95 ~ 651)

85 ~
1)
55

5 MHz ~ 30 MHz

40

30

53

40

70 ~ 53

60 ~
401)

주파수의 대수주기로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11.12.1.3.6 전기자동차의 무선도어 잠금장치에 대한 복사성 방출 한계값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75 kHz ~ 185 kHz 주파수 대역에서 복사성 방출은 표 3의 한계값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측정 장비는 부속서 G의 그림 G.2 및 G.3을 사용할 수 있다.

1)
2)

표 3 ― 직류 충전 케이블에서의 전도 방해 한계값 (150 kHz ~ 30 MHz 주파수 대역)
한계값
dB(μA/m)
주파수 대역
조건 없을 경우
조건(경고) 있는 경우
1)
1)
75 kHz ~ 120 kHz
95 ~ 55
105 ~ 65
120 kHz ~ 140 kHz
55
65
2)
2)
140 kHz ~ 185 kHz
55 ~ 95
65 ~ 105
주파수의 대수주기로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주파수의 대수주기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11.12.2 내성
B급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내성시험은 KS C IEC 61000-6-1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순간
전압강하 또는 단시간 정전 상태에서는 ‘성능기준 C’를 만족해야 한다.
순간전압강하 또는 단시간 정전 상태를 제외한 A급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내성시험은 IEC
61000-6-2에 준하여 행하여야 한다. 순간전압강하 또는 단시간 정전 상태에서 내성은 5절에 명기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11.13 쇄정 장치의 잠금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14 정비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15 표기와 설명서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16 통신망
KC 61851-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1.17 계량
계량 장비는 선택 사항이다.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 장비가 제공되는 경우 KS C IEC
62052-11 와 KS C IEC 62503-21에 부합해야 한다.
EN 50470-1와50470-3 참조

12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특정 요건

이 절에서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특정 요건에 대해 기술한다.
12.1 비상 서비스
국가 규제에 따라 필요 시, 비상 시 보호 장치를 설치해서,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시, 전기
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서 교류 전원 공급망을 분리한다. 이 경우 분리장치에 우발적 작동 방지 장치
를 갖춘다.
12.2 물체 침투에 대한 보호 등급
아래에 최저 수준의 보호 등급를 명시한다.
옥내: IP21
옥외: IP44
설치된 위치에서 부속품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직류 및 전용 인터페이스의 구체적 요건은 11.3.1에 명시한다.
12.3 감전 보호
해당사항 없음
12.4 케이블체의 보관 수단
12.4.1 보관 수단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들은 자동차 커넥터와 케이블의 비사용 시에 보관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12.4.2 보관 온도
동절기의 추운 기후 또는 하절기의 고온 상황에서, 커넥터들이 보관부에 들러붙지 않아야 한다.
12.5 커넥터 보관 수단
자동차 커넥터의 보관 수단은 지면에서 0.4m-1.5m 사이의 높이에 배치해야 한다.
12.6 안정성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제조사의 설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500 N의 힘을 5분 동안 수평 방향
으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상부에 대해 사방에서 각각 적용하거나, 가능한 가장 열악한 수평
방향에 대해서 적용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최고점이 아래보다 큰 경우 충전설비의 열
화(퇴화)와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부하 적용 중 50 mm
– 부하 적용 후 10 mm
12.7 자동차 배터리로부터의 제어되지 않는 역전력 공급 방지 보호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제어되지 않는, 역으로 공급되는 역전력 흐름을 방
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제어되지 않은 역전력 공급은 12.8.2에 지정된 접촉기를 닫
는 순간에 발생하는 허용오차와 기간 내에 순시적으로 발생하는 순시 역전력 공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12.8 직류 출력
12.8.1 정격 출력과 최대 출력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자동차의 정격 전력과 필요 요구전력에 상관 없이, 출력 전류를 최대 전
류치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전기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최대 전력이 충
전기의 정격 최대 전력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위 온도 -5 °C 에서 40 °C까지, 그 최대 정격 전력[Pmax]의 한계 내에서, 전압
범위 [Vmin, Vmax]와 제어(regulated) 전류 범위 내 [Imin, Imax]에서 직류 전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2.8.2 출력 전압과 전류 공차
12.8.2.1 정전류제어시 출력전류 규정
전기자동차에 의해 보내진 요구 값과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출력 전류 사이의 허용오차는 요구
값이 50A이하인 경우 ±2.5 A 이며, 50A나 그 이상의 경우 요구 값의 ±5 %이다. 그림 4 참조

식별부호
ldev 출력전류의 허용오차 규정
dIout1 정전류제어시 전류 변화율
dlout2 종료 단계에서 충전전류의 하강율
Irip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전류 리플(ripple)
Td 정전류제어시 출력 전류 제어 지연 규정
그림 4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직류 출력 성능 (출력 전류)
12.8.2.2 정전압제어시 출력 전압 규정
전기자동차에서 보내진 요구값과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출력전압 사이의 오차는 전기자동차 직
류 충전설비의 최대 정격 전압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8.2.3 정전류제어시 제어 지연
충전과정에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차량으로부터의 요청을 1초 이내 응답해야 한다.
12.8.2.4 정전류제어시 충전 전류의 변화율
정전류제어시 충전 전류의 최대 변화율은 +/- 20 A/s 나 그 이하여야 한다.
12.8.2.5 충전 전류의 하강율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정상 작동하에서 -100A/s 이상의 하강율로, 긴급 종료에서 -200A/s이상
의 하강율로 충전전류를 감소시켜 충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12.8.3 주기적 편차와 무작위 편차（전류 리플(ripple)）
전류 리플(ripple)은 각각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된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전류 리플(ripple)d
은 표 4의 정의된 제한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최대 정격 전력과 최대 정격 전류에서 측정된다.
그림 5의 측정 장비가 사용될 수 있다.
전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직류 충전설비의 경우, 부속서 H에 나와있는 표 H.2의 전류 리플 제한값
을 적용한다.
표 4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전류 리플(ripple) 제한
1)
제한
주파수
1.5 A
3.0 A

이하 10 Hz
이하 5000 Hz

1) 최대정격전류조건에서의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의 차이

식별부호
R1가변
C1시험
(ex.
I1 직류

저항
중 장비 내 리플 전류의 내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값 (시험기기);
5600 μF 이나 그 이상)
전류 (측정 전류)
그림 5 ― 커패시터를 가진 전류 리플 측정 장비

12.8.4 돌입 전류 (교류 혹은 직류 측)
직류측 전기자동차 접촉기가 닫힐 때를 포함한 충전 중 돌입전류는 최대 정격 전류의 20%이내이고,
이 전류 초과치는 20A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교류 측에서는, 스위치-온 돌입 전류를 배전 시스템과 조
율하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가 돌입전류 제한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출력단에 커패시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전기자동차의 주 접촉기가 닫히
기 전에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전기자동차와의 통신에 의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압과 동일전
압으로 출력전압을 설정하여야 하며, 출력전압과 배터리의 전압 차이의 최대치는 2V를 넘지 않아야 한
다. 통신 프로토콜은 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2.8.5 충전 중 과도 전압
전력전자기기에 의한 인버터 서지(inverter surge)와 같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과도 전압은 최
대 정격전력과 최대 정격 전류조건에서 표 5의 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6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과도전압의 정의와 실례를 보여준다.
그림 7의 측정 장비가 사용될 수 있다.
측정 지점
제 한

표 5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과도전압 제한
positive(+) 와 negative(-)
positive(+) 와 접지 사이
사이
+/- 50 V
+/- 50 V

식별부호
dVsrg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과도전압

negative(-)와 접지
사이
+/- 50 V

그림 6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과도전압 정의와 실 예

식별부호
1: 충전 케이블
2: 전원공급선 (positive)
network
3: 전원공급선 (negative)
4: 접지선
5: 접지

6: 충전 커플러
7: 모의 회로망(Artificial network) (CISPR 25 Artificial
8: 가변저항
9: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DC - 400MHz"A2 GS/s)
그림 7 ― 과도 전압 측정 장비

12.8.6 변위 역률
cosθ=0.90 또는 그 이상
12.9 음향 소음
국가가 정한 규칙에서 요구할 경우 음향 소음의 한계치는 그 규칙을 따른다. 시험은 KS I ISO 1996-1
와 KS I ISO 1996-2을 따른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정격 출력 조건에서 저항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를 시험한다.
12.10 접지극과 연속성 시험
클래스 I 충전설비 접지극에 대한 시험과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접지에 대한 시험은 접지 관련
국가 규제와 안전 요건을 준수한다.
고장 상황에서, 공급 전압에 연결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모든 노출된 도체 부분들 을
고장발생시 접지로 고장전류가 전도되도록 서로 일괄한다.
노출된 도체 부분들과 접지 회로들 사이의 전기 연속성을 테스트해서 적합성을 점검한다. 12V를 넘지
않는 무부하 전압을 갖는 직류 전원에서 도출된 16A의 전류를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접지 단자
와 노출된 도체 부품들 사이에 인가한다. 노출된 도체 부분 마다, 두 지점 사이에서 전압 강하를 측정
한다.
노출된 임의의 도체 부분과 접지 회로 연결 사이에서 측정한 전압 강하와 전류에서 계산한 저항이 0.1
Ω을 넘으면 안 된다.
클래스 II 충전설비는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3 EV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간 통신

본 절에서는 EV 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간 제어 통신 기능과 시스템의 일반 요건을 제시한다.
직류 충전 시스템용 제어 통신 프로토콜의 구체적 요건은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협의 된 별도의 직류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에 명시한다.
오프보드 직류 충전 시스템과 전기자동차 간의 충전 제어 디지털/데이터 통신의 특정 요구 사항은 사
용자와 공급자간에 협의 된 별도의 직류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따른다.
13.1 일반
EV는 서로 다른 기술과 전압을 가진 추진 배터리를 내장한다. 따라서, 충전 과정에서 온보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들의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의 충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EV는 충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충전 제어기(VCCU)를 갖추고 있으며, 범용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충전 파라미터를 자동차가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
다.
13.2 시스템 구조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와 자동차 사이에 직류 충전을 위한 제어 파라
미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데이터 통신 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a) 전용 데이터 통신 회로를 통한 CAN(Control Area Network) 또는
b)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비고 OFDM은 PLC, 인밴드(in-band) 통신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통신 회로에 추가적으로, 충전 시작과 종료 같은 상위 수준의 충전 제어 과정은 신호 라인/파
일럿 신호 라인을 이용한 신호 교환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13.3 신호 통신
13.3.1 전용 데이터 통신 회로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CAN
신호 통신은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협의 된 별도의 직류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따른다.
13.3.2 OFDM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은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협의 된 별도의 직류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따
른다.
13.3.3 충전 상태
표 6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충전 상태를 정의한다.

표 6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충전 상태
상태
DC-A

차량
연결
연결되
지 않음

차량
접촉기

충전가능

열림

불가

연결

열림

불가

연결

열림

불가

연결

열림

불가

연결

닫힘

가능

연결

닫힘

가능

연결

닫힘

가능

연결

열림

불가

연결

열림

불가

연결

열림

불가

오류

연결

열림

불가

고장

연결

열림

불가

연결되
지 않음

DC-B1
DC-B2

초기화

DC-B3
DC-C

DC-D

에너지
전송

DC-B’1
DC-B’2
종료
DC-B’3
DC-B’4
DC-E
DC-F

정의
차량 연결되지 않음
차량 연결 / 에너지 수용 미준비 상태 /
통신 미확립 / 커넥터 잠금 해제 / 차량
접촉기 열림
차량 연결 / 에너지 수용 미준비 상태 /
통신 확립 / 커넥터 잠금 해제 / 차량
접촉기 열림
차량 연결 / 예너지 수용 미준비 상태 /
통신 확립 / 커넥터 잠금 해제 / 차량
접촉기 열림 / 다른 보조 과정 미완료
차량 연결 / 에너지 수용 상태 / 실내 충전
영역 환기 불필요 / 통신 확립 / 커넥터
잠김 / 차량 접촉기 닫힘 / 다른 보조 과정
완료
차량 연결 / 에너지 수용 상태 / 실내 충전
영역환기 필요 / 통신 확립 / 커넥터 잠김
/ 차량 접촉기 닫힘 / 다른 보조 과정 완료
차량 연결 / 충전 종료 / 통신 유지 /
커넥터 잠김 / 차량 접촉기 닫힘
차량 연결 / 충전 종료 / 통신 유지 /
커넥터 잠김 / 차량 접촉기 열림 / 다른
보조 과정 완료
차량 연결 / 충전 종료 / 통신 유지 /
커넥터 잠금 해제 / 차량 접촉기 열림
차량 연결 / 충전 종료 / 통신 종료 /
커넥터 잠금 해제 / 차량 접촉기 열림
EVSE 분리 / 전원 공급장치 사용불가 /
이나 다른 EVSE 문제
EVSE 사용불가 / 이나 다른 EVSE 문제

비고 표 6에 정의된 것과 같이 제어 파일럿 기능은 KC 61851-1에 설명된 것처럼 PWM 파일럿 제어
를 사용하거나 같은 동작을 하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13.4 디지털 통신
13.4.1 전용 데이터 통신 회로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CAN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협의 된 별도의 직류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따른다.
13.4.2 OFDM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협의 된 별도의 직류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따른다.
13.5 충전 제어 과정 및 상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충전 제어 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 충전 시작 전 과정 (초기화)
- 충전 중 과정 (에너지 전송)
- 종료 과정 (종료)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와 자동차는 통신을 통하여 각각의 충전 제어 과정을 동기화 하고, 원활한제
어와 동작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 제약 및 제어 타이밍을 유지한다. 다음은 동기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 제어 파일럿 라인을 통한 신호
- 데이터 통신 회로를 통한 메시지
- 직류 충전회로의 전압과 전류와 같은 실제 값
시스템 동작 수준의 충전 제어 과정은 표 7에 주어진다. 일반적인 순서도는 부속서 A, 부속서 B, 부속
서 C, 그리고 부속서 H에 정의된다. 디지털 통신 메시지, 형식, 그리고 다른 통신 요구사항은 사용자
와 공급자간에 협의 된 별도의 직류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따른다.

표 7 ― 시스템 동작 수준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충전 제어 과정
충전 제어 단계
상태
상위 수준 동작 1)
(과정)
DC-A
차량 연결되지 않음
DC-B1
커넥터 연결
데이터 교환
(Handshaki DC-B1
DCCU 와 VCCU 시동(Wake up)
ng)
DC-B1
통신 데이터 초기화
초기화
DC-B1 -> DC-B2
통신 확립, 파라미터 교환, 그리고 호환성 확인
DC-B2 -> DC-B3
커넥터 잠김
충전 준비
DC-B3
직류 전력선 절연 시험
DC-B3
사전 충전 (시스템 구조에 제한적)
DC-C or DC-D
차량 내 접촉기(contactor) 닫힘
DC-C or DC-D
요구 전류에 의한 충전(CCC, 3.102 절 참조)
DC-C or DC-D
요구 전압에 의한 충전 (CVC, 3.103 절 참조)
에너지 전송
DC-C or DC-D
전류 억제(suppression)
-> DC-B’1
TBD
파라미터 제한 재조정
DC-B’1
전류값 ‘0’ 상태 확인
DC-B’1 ->
결합 확인 (차량의 의한, 선택 사항)
DC-B’2
DC-B’2
차량내 접촉기 열림
종료
DC-B’2
직류 전력선 전압 확인
DC-B’3
커넥터 잠금 해제
DC-B’4
통신 단계에서의 충전종료
DC-A
커넥터 연결 해제
1)
동작 순서는 충전 제어 과정을 참조하지 않는다.
13.5.1 충전 시작 전 과정(초기화) 설명
이 과정에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자동차 배터리의 한계 전압, 최대 충전 전류등의
동작 한계와 충전 제어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교환하고 서로에게 전송한다. 충전 시작 전 배터리와 전
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연결여부와 충전 종료 후 연결이 해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
로 전압을 측정한다.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상호 호환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충전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다.
호환성 검사 후,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또는 자동차)는 직류 전력선과 자동차 샤시를 포함한 외함
사이의 절연 시험을 실시한다. 절연 시험 전에 커넥터는 잠긴다. 절연 시험 완료 후, 자동차는 자동차
내 접촉기를 닫는다. 절연 모니터링 장치의 예시는 부속서 D에서 주어진다.
13.5.2 충전 중 과정(에너지 전송) 설명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충전을 통해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 충전 전류나 전압의 명령치를 지속적
으로 보낸다. 다음의 두 과정 중 하나를 따른다.
a) 정전류 충전
- 마스터로써의 자동차와 슬레이브로써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상태로 정전류 충전방식으로 자동
차 배터리는 충전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충전 제어 과정에서 차량이 요청하는 (명령 값) 충전 전류 값을 받는
다.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제어 대상으로 명령 값을 설정하고, 직류 충전 전류를 제어한다.
- 차량으로부터의 명령 값은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로 통
보된다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자동차의 명령 값의 변화에 따라 직류 충전 전류를 제어한다.
b) 정전압 충전
- 마스터로써의 자동차와 슬레이브로써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상태로 정전압 충전방식으로 자동
차 배터리는 충전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충전 제어 과정에서 차량이 요청하는 (명령 값) 충전 전압 값을 받는
다.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제어 대상으로 명령 값을 설정하고, 직류 충전 전압을 제어한다.
-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자동차의 명령 값의 변화에 따라 직류 충전 전류를 제어한다.

13.5.3 종료 과정 설명
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이 일정 한도에 도달하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 충전 과정이 완료된 후, 종료 단
계에서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를 사용자가 안전하게 충전 케이블과 커넥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린다. 자동차에 의해 충전 종료가 통보되면,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는 충전 전류
를 영으로 줄인다. 자동차 내 접촉기는
영 전류에 도달할 쯤에 개방된다. 인렛 전압이 안전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 충전 커넥터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나
자동차에 의해 잠금이 해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렛으로부터 충전 커넥터를 제거 할 수 있다.
안전 전압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은 KC 61851-1의 7.2.3.1에 정의된다.

부속서 A
(참고)
전기자동차 직류 커플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시스템
A.1 전기자동차 직류 커플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시스템-1
A.1.1 회로도
이 그림 A.1은 시스템의 회로도를 보인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와 자동차 간의 통신은 제어 파일
럿 C1, C2, C3, 근접 회로(proximity circuit) C4, 데이터 통신 회로 C5, C6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C1
과 C2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에서 자동차로 “충전 준비(ready to charge)”와 “충전 종료 (end
of charge)” 등의 신호를 보낸다. C3는 자동차에서 충전설비로 충전 개시 혹은 정지 등의 지 시를 보
낸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목표(target) 전압, 전류, 출력 등급 등의 수치파라미터 (parameter)
들과 배터리 최대 전압은 C5와 C6을 통해 통신한다.
접지선(ground line) FE는 절연 감시 장치(isolation monitoring device)에 연결된다. 이 시스템의 데이
터 통신 회로는 CAN 통신 기반으로, CAN을 위한 물리 계층 구성은 ISO 11898에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의 통신 프로토콜과 충전 과정의 세부 사항은 IEC 61851-24 부속서 A에서 설명된다.

그림 A.1 ― 전기자동차 직류 전용 충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회로

전기자동
차
직류 충전
설비

자동차

접속회로

기호
a
d1
d2
j
RCBO1
RCBO2
U
c
e
f
g
h
k
PE
DC+
DCC1
C2
C3
C4
C5,C6
FE

표 A.1 ― 그림 A.1의 기호 정의
정의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직류 충전설비의 시작/정지 상태에 따른 충전설비로부터 전기자동차까지
의 제어 신호 스위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시작/정지 상태에 따른 충전설비로부터 전기
자동차까지의 제어 신호 스위치
자동차 내 스위치 K의 ON 신호 감지 장치
과전류 보호 장치를 포함한 잔류 전류 장치
과전류 보호 장치를 포함한 잔류 전류 장치
퓨즈
자동차 내 주 회로 스위치 (전기자동차 접촉기(Contactor))
자동차 내 주 접촉기(Contactors) 턴 온 계전기(Relay)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스위치 D1의 ON 신호감지 장치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스위치 D2의 ON 신호감지 장치
충전 커넥터의 연결을 감지하는 신호감지 장치
충전 시작 스위치
보호용 접지
전력 공급 (positive)
전력 공급 (negative)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시작/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제어신호 라인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시작/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제어신호 라인
커넥터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제어신호 라인
충전을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허가를 승인하는 제어 신호 라인
데이터 통신 회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등전위 본딩
(Equipotential bonding) (기능성 접지)

A.1.2 충전 제어 모드
이 시스템의 충전 제어 모드는 정전류 충전(CCC)이다. 자동차에서 충전 전류의 설정 값을 일정한 시
간 간격을 두고 충전기에 보낸다. 충전기는 그 설정 값에 일치하는 전류를 출력한다. 자동차에서 나오
는 설정 값이 변할 경우, 충전기는 새로운 값에 맞추어 출력 전류를 내보낸다.

A.1.3 순서도; 충전 상태 포함
직류 충전의 시스템 동작 레벨(level) 과정은 그림 A.2에 구체화 된다.

그림 A.2 ― 직류 전용 충전 시스템의 순서도

A.2 전기자동차 직류 커플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시스템-2
A.2.1 회로도
이 그림 A.3은 시스템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와 자동차 간의 통신은 파일럿
(Pilot), 시동 (Wake up), 데이터 통신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파일럿은 전기자동차와 충전기간에
직류충전 커플러의 연결상를 알리는 신호를 보낸다. 시동신호 (Wake Up)는 직류 충전 설비의 충전 시
작 상태 이후 전기자동차의 충전제어기를 시동시켜 전기자동차와 직류충전 설비간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통신선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의 목표전압, 전류, 출력 등급 등의
수치 파라미터 (parameter) 들과 배터리 최대 전압은 C5와 C6을 통해 통신한다. 접지선(ground line)
FE는 절연 감시 장치(isolation monitoring device) 에 연결된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 회로는
CAN 통신 기반으로, CAN을 위한 물리 계층 구성은 ISO 11898에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의 통신 프로토콜과 충전 과정의 세부 사항은 SGS 03-001에서 설명된다.

그림 A.3 - 전기자동차 직류 전용 충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회로

직류 충전
설비

기호
A
C

과전류 방지용

H

직류 충전설비의 시작 상태에 따라 충전설비로부터 전기자동차의 충
전 제어기의 시동신호를 제어하는 스위치
직류 충전 커넥터 잠금장치

I

전기자동차

중간회로
(Intermediate
Circuit)

표 A.2 ― 그림 A.3의 기호 정의
정의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RCB00

과전류 보호 장치를 포함한 잔류 전류 장치

RCBO2

과전류 보호 장치를 포함한 잔류 전류 장치

B

전기자동차 내 직류충전용 주 접촉기 (Relay)

E

전기자동차 내 직류충전용 주 접촉기 제어회로

F

파일롯 신호 인식회로

G

충전제어기 시동신호 인식회로

DC+

전력 공급 (positive)

DC-

전력 공급 (negative)

Pilot

차량 및 충전기간 커플러 연결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선

Wake Up
CAN High
CAN Low
접지

직류 충전설비의 시작 상태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제어기의 시동
신호를 제어하는 신호선
데이터 통신 회로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와 전기자동차
(Equipotential bonding) (기능성 접지)

사이의

등전위

본딩

A.2.2 충전 제어 모드
시스템의 충전 제어 모드는 정전류 및 정전압 충전이다. 자동차에서 충전 전류 및 전압의 설정 값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충전기에 보낸다. 충전기는 그 설정 값에 일치하는 전류를 출력한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설정 값이 변할 경우, 충전기는 새로운 값에 맞추어 출력 전류를 내보낸다.

A.2.3 순서도 직류 충전의 시스템 동작 레벨(level) 및 타이밍은 그림 A.3 및 표 A.4에 구체화된다.

그림 A.4 ― 직류 충전 프로세스의 순서도
표 A.3 ― 직류 충전 프로세스의 타이밍
설명
충전시작 신호 이후 시동신호(Wake up) 발생 시간

구분
T1

타이밍
3 s 이내

T2

10 s 이내

T3

500 ms 이내

T4

1 s 이내

T5

200 ms 이내

T6

1 s 이내

시동신호(Wake up) 이후 충전기측 절연 측정 개시 시간
절연 측정 이후 Ready 정보 교환 시간
전기자동차 주 접촉기 닫힘 이후 전력 공급 준비 시간
충전 중지 신호 이후 전류 차단 시간
전기자동차 주 접촉기 열림 이후 시동신호(Wake up) 차단 시
간

부속서 B
(참고)
차량 커플러를 사용할 경우 충전 모드 4를 위한 직류 충전 안전 원칙
그림 B.1은 충전 모드 4를 위한 안전한 직류 충전을 위한 기본적인 해법을 보인다. 그림에는 오프보드
(off-board) 충전 제어 세트, R1, R2, R3, R4, R5 저항과 스위치 S, 직류 공급회로 접촉기의 K1과
K2, 보조 저 전압 공급 회로 접촉기의 K3와 K4, 충전 회로 접점의 K5와 K6, 차량의 제어 세트가 포
함되어 있다. 자동차 제어 세트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에 통합될 수 있다. R2, R3 저
항은 차량 커넥터에 설치되고, R4 저항은 자동차 인렛에 설치된다. 스위치 S는 자동차 커넥터 내부의
스위치이며, 자동차 커넥터의 기계적 잠금 장치 동작에 사용되는 누름 버튼과 연결된다. 누름 버튼이
눌려지면, 기계적인 잠금 기능이 제거되고 스위치 S는 닫힌 상태가 된다.

그림 B.1 ― 직류 충전 파일럿 기능을 위한 기본적인 해법의 회로도

표 B.1 ― 충전 절차의 상태 정의
충전
상태

충전
커플러
상태

S

충전기 자기
감지 (Self
detection)
완료

통신
상태

충전
여부

U1
V

U2
V

주

-

핸드쉐이크
(Handshak
e)
와
구성완료
-

상태 1

분리

OPEN

-

NO

12

-

OPEN

-

-

-

NO

6

-

연결

OPEN

NO

-

-

NO

4

-

상태 4

연결

OPEN

YES

NO

YES

NO

4

6

상태 5
상태 6

연결
연결

OPEN
OPEN

YES
YES

YES
YES

YES
NO

YES
NO

4
4

6
6

상태 7

연결

CLOSED

YES

YES

-

NO

6

6

상태 8

분리

CLOSED

YES

YES

-

NO

12

12

NO
communication
NO
communication
자기감지 (Self
detection)미완료,
NO
communication
K3과 K4 닫힘,
통신시작
K5,K6,K1,K2 닫힘
통신 분리, 보호
(Protection)시작
이 상태로 200ms
유 지 되 면 , 오
프보드(off-board)
충전기보호를 위한
제어 장치 시작
VCE와 오프
보드(off-board)
충전기 제어장치는
다른 보호 솔루션
을 채택

상태 2

분리

상태 3

1) 충전 상태는 포인트 1 (U1)과 포인트 2 (U2)에 의해 검지된다.
표 B.2 ― 직류 충전 안전 시스템의 제안 파라미터(parameters)
파라미터 1)
기호
단위
오프보드(off-board) 충전기 제어 장치의 요구 사항
등가 저항
R1
Ω
풀업(Pull-up) 전압
U1
V
전압 1
U1a
V
U1b
V
U1c
V
자동차 컨넥터의 요구 사항
R2 등가 저항
R2
Ω

표준

최대

최소

1000
12
12
6
4

1030
12.6
12.8
6.8
4.8

970
11.4
11.2
5.2
3.2

1000

1030

970

R3 등가 저항

R3

Ω

1000

1030

970

R4

Ω

1000

1030

970

R5

Ω

1000

1030

970

전기자동차 풀온(Pull-on) 전압

U2

V

12

12.6

11.4

전압 2

U2a

V

12

12.8

11.2

U2b

V

6

6.8

5.2

자동차 충전 인렛의 요구 사항
R4 등가 저항
전기자동차 요구 사항
R5 등자저항

부속서 C
(참고)
차량 커플러를 사용하는 겸용(combo) 충전 시스템에 대한 직류 회로도와 설명
이 부속서는 충전 모드 4일 경우 겸용(combo) 시스템에 따라 직류 충전설비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인
터페이스 회로를 보여주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다룬다.
아래와 같은 직류 커플러가 직류 겸용(combo) 충전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표 C.1 ― 겸용(combo) 시스템을 위한 직류 커플러
번호

겸용(combo) 시스템을 위한 직류 커플러

a)

KC 62196-3의 표준 시트 3-I, 3장에 따른 구성 C) 타입 1

b)

KC 62196-3의 표준 시트 3-I, 4장에 따른 구성 C) 타입 2

c)

KC 62196-3의 표준 시트 3-I, 5장에 따른 구성 C) 겸용(combo) 1

d)

KC 62196-3의 표준 시트 3-I, 6장에 따른 구성 C) 겸용(combo) 2

e)

KC 62196-3에 따른 별도의 직류 커넥터

근접성(Proximity)과 파일럿 신호/핀의 일반적인 정의와 기능은 KC 61851-1과 SAE J1772™ 를 따른
다.
직류 충전설비와 전기자동차간의 통신은 Com1과 Com2의 전력선 통신(PLC)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
른 커넥터 핀 할당들은 KC 62196-3을 참조한다. 통신의 물리적 계층은 ISO/IEC 15118-3 과 SAE
J2931 표준에 언급된다.
이 시스템의 통신과 직류 충전 절차는 IEC 61851-24 및 ISO/IEC 15118, SAE J2836/2™, SAE
J2847/2 표준에 기술된다.
직류 충전 절차는 PLC를 통해 보내지는 메시지를 통해 초기화 되고 제어되고 그림 C.1 a)에서 d)까지
에 보이는 순서를 따른다. 그림에서는 a) 일반적인 시작 b) 일반적인 전원 차단 c) 충전설비에서 시작
된 긴급 전원 차단 d) 전기자동차에서 시작된 긴급 전원 차단을 나타낸다.

그림C.1― a) 일반적인 시작

그림C.1― b) 일반적인 전원차단

그림C.1― c) 충전설비에서 시작된 긴급전원차단

그림C.1―d) 전기자동차에서 시작된 긴급전원차단

구성 C) 1번 형식의 커플러의 기계적 규약은 직류가 호환되지 않는 차량이 직류 충전기와 물리적인
연결 방지가 충족 되어야 한다.
비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측정 방법은 ISO PAS에 규정 된다. (충전설비를 위한 요구조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표준을 취득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입력 전압의 형태를 측정하여 직류 충전설비를 안전하게 감지해야 한다. 직류 전압을 확
인했을 경우에만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의 직류 계전기(Relay)를 닫고 충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자동차 커넥터의 온도 모니터링은 필수이며, 커넥터의 과열 때문에 사용자가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직류 충전설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충전설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반응하여야 한다.
a) 충전기 동작 중지
또는
b) 충전기가 성능 저하를 위해 전류 제한치(current limit)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는
명령 전류(demand current)를 감소시키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만약 전기자동차가 응답을 하지 않으
면 충전기는 동작을 중지하여야 한다. (SAEJ2847/2 규정 4.4.7 항 참조)
비고 커넥터에 대한 온도 한계치는 KC 62196-1과 KC 62196-3에 정의 된다. 차량 인렛의 온도 모니
터링은 선택 사항이며, 전기자동차에서 수행될 수 있다.
직류 자동차 커넥터의 올바른 접촉과 잠금을 위한 피드백
표 C.1에 따른 모든 종류의 직류 커넥터에 대해, 커넥터의 올바른 잠금은 확인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동식 직류 핀들의 경우 최종 위치에서 올바른 접촉 (모든 전원핀들은 정격 전류에 알 맞
는 충분한 접촉 면적을 가져야 한다.) 이 확인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에 의한 직류 충전설비 기동(wake up)
일반 요구사항:
충전설비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바이 모드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충전설비는 전기자동차에 의해 기동(wake up)될 수 있어야 한다.
기동(Wake up) 방법은 추가 연구 대상이다.
CP에 의한 긴급 전원 차단
아크 때문에 사용자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80 ms 이내의 충전설비 출력 전류의 빠른 긴급 전원 차
단 기능은 적용되어야만 한다. 전원 차단은 CP 라인의 인터럽트로 만들어지는 C상에서 A 상으로 유
도 신호의 방향 변화로 시작된다.)
만약 유도 신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충전설비는 오류를 래치(latch) 해야 한다. 이것은 오류가 제거될
때까지 준비 모드(ready mode)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림 C.2 ― 직류 충전시스템의 시스템 도식
비고 충전기의 직류 계전기(Relay)는 다이오드로 변경될 수 있다. 온도 모니터링은 충전기 제어 치 연
결에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인터록 수단은 필수적이며 커플장러가 최종 위치에 있고 잠겨 있다는 표시를 제공해야만 한다. EVSE
는 겸용(combo) 1 커넥터 래치(latch)의 물리적 존재에 따라 결정되며, EVSE 표시에 앞서 S3 의 기
능성은 각 충전 사이클에 앞서 충전을 준비한다.

표 C.2 ― 기호/조건의 정의와 설명

부속서 D
(참고)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내 절연 감시 시스템의 예시
이 부속서는 본 규격의 7.5.101에서 명시한 절연 감시 시스템의 예시를 다룬다.
전체 충전 과정에서, 절연 감시 장치는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설비 안에서 충전설비와 자동차 간의 누설 전류를 감시한다. 누설 전류는 접지 저항(R)중 하나
를 통해서 흐른다. 그러면, 전류계 ‘CT'가 접지 오류를 검출(감지) 한다. 저항값 ‘R’과 절연 감시 시스템의 검출 민감도(detection sensitivity)를 구성할 때,
KS C IEC60479-1 과 같은 관련 표준들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체에 대한 감전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D.1 ― 절연 감시 시스템의 예시

부속서 E
(참고)
잠금(lock) 기능과 단선(disconnection) 검출 회로의 예시
이 부속서는 본 규격의 6.4.3.104에서 명시한 단선 검출 회로와 잠금 기능의 예시를 다룬다.

그림 E.1 ― 잠금 기능과 단선 검출 회로의 예시

부속서 F
(참고)
일반적인 직류 충전 시스템
이 부속서는 직류 충전 시스템들의 일반적인 다이어그램과 형태(variation)를 다룬다.

그림 F.1 ― 일반적인 절연 시스템의 예시

그림 F.2 ― 일반적인 비절연 시스템의 예시

그림 F.3 ― 간략화된 절연 시스템의 예시

그림 F.4 ― 직류 전원 공급망 시스템의 예시

전력 공급
교류메인

직류메인
(Main)

표 F.1 - 오프 보드(Off-board) 직류 충전 시스템의 형태
주 범주
보조범주
절연
Regulatio
전압
전류
통신
n
(범위) V
(최대치) A
절연
Regulated
< 60
80
Com
60 to 600
80
Com
80 to 200
Com
200 to 300
Com
600 to 1000
80
Com
80 to 200
Com
200 to 300
Com
> 1000
80
Com
80 to 200
Com
200 to 300
Com
Non-regul
< 60
80
No com
ated
60 to 600
80
No com
80 to 200
No com
200 to 300
No com
600 to 1000
80
No com
80 to 200
No com
200 to 300
No com
> 1000
80
No com
80 to 200
No com
200 to 300
No com
비절연 Regulated
< 60
80
Com
60 to 600
80
Com
80 to 200
Com
200 to 300
Com
600 to 1000
80
Com
80 to 200
Com
200 to 300
Com
> 1000
80
Com
80 to 200
Com
200 to 300
Com
Non-regul
< 60
80
No com
ated
60 to 600
80
No com
80 to 200
No com
200 to 300
No com
600 to 1000
80
No com
80 to 200
No com
200 to 300
No com
> 1000
80
No com
80 to 200
No com
200 to 300
No com

접지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or
or
or
or
or
or
or
or
or
or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or
or
or
or
or
or
or
or
or
or
PE
PE
PE
PE
PE
PE
PE
PE
PE
P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FE

표 F.2 – 전기자동차 직류 공급 시스템의 범주
파라미터
(Parameters)
절연

제어

전압
(Vdc)

전류

충전 제어
통신

인터페이스
정보 처리
상호 운용
운용자

접지

제어 방식

범 주
직류 공급 시스템은
a) 절연된
b) 비전열된, 교류 전원에 연결된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충전설비들
직류 공급 시스템은
a) 제어형
b) 비제어형
비 제어형의 경우, 등전위 본딩 (기능적 접지) 이 필요하다.
직류 공급 시스템은 다음의 최대 전압에서 동작할 수 있다.
a) < 60 V (예. 스쿠터와 같은 경전기자동차)
b) 60 to 600 V (예. 승용차)
c) 600 to 1 000 V (예. 승용차, 버스, 트럭)
d) > 1 000 V (예. 버스, 트럭)
직류 공급 시스템은 다음 예의 최대 전류 출력을 공급할 수 있다.
a) < 80A,
b) 80A to 200A,
c) 200A to 300A.
전기자동차 와/또는 직류 공급 시스템은
a) 디지털 메시지와 아날로그 신호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있다.
b) 다음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신호에 의해서만 통신을 할 수 있다.
c) 전용 통신 핀
d) 전력 선
직류 공급 시스템은
a)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전기자동차에 전용된다.
b) 모든 전기자동차와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비전용)
직류 공급 시스템은 다음의 운용자에 의해 운용된다.
a) 비숙련된 소비자
b) 숙련된 운용자
직류 공급 시스템은 다음의 접지를 필요로 한다.
보호용 접지 (PE)
등전위접합 / 기능적 접지 (FE).
(Regulating method)
직류 공급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a) 급속 충전/ 비연속 충전 같은 80% SOC까지의 벌크 충전을 위한 정전류
충전(CCC) 모드 (< 3 시간)
b) 완충 / 연속 충전 같은 100% SOC까지의 셀발란싱을 위한 정전압 충전(CVC)
모드 (> 3 시간)
c) 두 개의 모드

부속서 G
(참고)
EMC 측정 장비
G.1 직류 충전 케이블의 전도성 방출 측정 장비

식별부호
1:
2:
3:
4:
5:
6:

충전 케이블
전력공급선 (+)
전력공급선 (-)
접지선
접지
충전 커플러

7: 의사 회로망 (CISPR 25 의사 회로망)
8: 가변 저항
9: 전류 프로브
10: EMI 수신기
11: 제어신호선
12: 차량모의 장치

그림 G.1 ― 직류 충전 케이블 전도성 방출에 대한 시험 설치의 예

G.2 전기자동차 무선도어 잠금장치의 복사성 방출 측정 장비

식별부호
1:
2:
3:
4:
5:
6:

충전 케이블
전력공급선 (+)
전력공급선 (-)
루프 안테나1)
EMI 수신기
가변 저항

비고 MIL STD 461E의 루프 센서의 사용을 권장하며 유사한 다른 코일을 사용할 수 있다. MIL STD
461E 루프센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2)
3)
4)
5)
이터 참조

직경: 13,3 cm
턴수: 36
도선: 7-41 Litz wire (7 strand, No. 41 AWG)
차폐: 정전기
보정계수 : 1 마이크로 암페어(uT) 이상의 측정 수신기를 변환하는 요소는 제조 업체의 데
그림 G.2 ― 무선도어 잠금장치의 복사성 방출 시험 장비 설치의 예 (회로도)

그림 G.3 ― 무선도어 잠금장치의 복사성 방출 시험 장비 설치의 예 (배치)

부속서 H
(참고)
전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모드 4 전기차 직류충전기에 대한 설명
이 부속서에는 SAE J2411 방식으로 통신하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모드 4 전기차 직류
충전기(이하 “충전기H” 또는 “시스템H”)에 대한 요구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H.1 회로도
그림 H.1는 시스템H의 충전 인터페이스 회로를 나타낸다. 회로와 관련된 부품 및 부가 설명은 표
H.1에 설명 되어 있다.

그림 H.1 시스템H의 충전인터페이스 회로
표 H.1 그림 H.1의 기호 정의

직류
충전
설비

기호
VCHG
ICHG
K1, K2
VDCLINK
절연모니터

전
기
차

차량
커넥
터

충전기 제어장치
K3, K4
온보드 충전기
차량 제어기
R3, R4
VBAT
VPP
전력공급 직류 (+)
전력공급 직류 (-)
제어파일럿 (CP)
근접파일럿 (PP)
S1
R1, R2

정의
직류 충전기의 출력 전압
직류 충전기의 출력 전류
차량커넥터를 통하여 직류전원을 차량에 연결하는 것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접촉기
차량의 커넥터를 통하여 차량에 연결되는 라인의 전압
K1, K2, K3 및 S3의 상태에 따라 VCHG, VDCLINK, VBAT의 접지와 차량
차체에 대한 절연을 측정하는 장치
충전 과정을 감시 및 제어하고, 차량 제어기와 상호 작용하는 장치
충전기와 차량 배터리의 연결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촉기
AC전원를 DC전원으로 변환하여 차량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
충전과정을 감시 및 제어하고, 충전기 제어기와 상호 작용하는 장치
차량 커넥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접 파일럿 회로의 VPP,
R1, R2 그리고 S1과 함께 사용되는 저항
차량 배터리의 출력 전압
차량 커넥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압소스
DC + (Positive)
DC - (Negative)
충전 시스템과 차량 사이의 디지털 통신 경로
차량 커넥터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VPP, R1, R2, R3, R4,
S1 (근접 파일럿 회로)에서 생성되는 저전압 신호
차량 커넥터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닫힌 스위치
차량 커넥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저항

H.2 전류리플
전류 리플은 각각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하고 측정된 전류 리플은 표 H.2의 정의된 제한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표 H.2 시스템H의 전류 리플 제한값
1)
제한치, 최대 출력 전류 값 기준
주파수
1.5%
이하 10 Hz
5%
이하 5 kHz
7.2%
이하 150 kHz
1)
최대 정격전류 조건에서의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의 차이

H.3 근접 파일럿 회로
근접 파일럿 회로와 동등한 파라미터는 표 H.3에 나와있다. 관련 차량 커넥터의 상태는 표 H.4에
나와있다.
표 H.3 근접 파일럿 회로의 등가 파라미터
근접 파일럿 회로의 부품
등가 파라미터
5 V
VPP
R1
150 Ω
R2
330 Ω
R3
330 Ω
R4
2.7 kΩ

표 H.4 근접파일럿과 차량 커넥터의 상태
차량 커넥터 상태
충전기의
차량의
근접파일럿 전압
근접파일럿 전압
연결되지 않음
0 V
4.5 V
잠긴상태 (S1 Closed)
1.5 V
1.5 V
잠기지 않은 상태 (S1 Open)
2.8 V
2.8 V

H.4 충전 과정
정상적인 충전 과정에 대한 순서도와 설명은 아래의 그림 H.2에 있고, H.4.1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H.2 순서도
H.4.1 충전 과정에 대한 설명
t < t0: 사용자는 제공된 방법을 사용하여 충전을 하고, 차량이 충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차량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다.
t0 – t1: 차량 커넥터는 차량에 연결되어 있고, 잠금 장치는 차량 커넥터가 탈거 되지 않도록 작동하고
초기 파라미터 교환 및 호환성 체크를 위해 디지털 통신이 사용된다. 잠금 장치의 잠김 상태와 디지털
통신의 연결은 충전 하는동안 계속 유지된다.
t1 – t2: VCHG 라인에서 임의의 내부 절연 시험이 수행된다.
t2 – t3: K1 과 K2가 닫히고 VCHG 과 VDCLINK 라인에서 절연 시험이 수행된다.
t3 – t4: VCHG 와 VDCLINK 가 VBAT에 맞게 조정된다.
t4 – t5: K3 와 K4가 닫히고 직류 전원에서 차량 배터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t5 – t6: S1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열리거나 제공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충전을 중지하고
직류전원을 비활성화 한다.
t6 – t7: K1, K2, K3, K4 가 열리고 VDCLINK가 제거된다.
t > t7: 차량 커넥터가 탈거 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해제되고 충전을 종료한다.

해설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 한국산업표준과 단일화의 취지
1. 개요
이 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을 최대한 인용하여 단일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이다.
2. 배경 및 목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의 기준은 2000년부터 국제표
준을 기반으로 안전성 규격을 도입 인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또한 한국산업표준도 2000년부터 국제표준
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규격의 내용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중복인증이 발생하였으며, 기준의 단일
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의 단일화는 기업의 인증대상제품의 인증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며,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과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의 위상을 강화
하고,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표
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였다.
3. 단일화 방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동일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간단히 전기용품안전기준
으로 채택하면 되겠지만, 전기용품안전기준은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국내기
업의 여건에 맞추어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기준을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변경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
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단일화 방향을 두 기준 모두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전
기용품안전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안전기준에서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개정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변경된 기
준은 별도의 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비교하여 한국산업표준의 최신판일 경우는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을 개정키로 하며, 이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구판은 병행 적용함
으로서 그간의 인증받은 제품들이 개정기준에 맞추어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서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판번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최신판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요청을 하
고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그 내용을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신속하게 대
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유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도 제정요청하고, 아울러 필
요시 국제표준에도 제안하여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한다.
4. 향후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중복시험 항목을 없애고 단일화 함으로써 표준과 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인증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KS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
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증기구는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표준과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인증에 애로사항을 감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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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람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및 제품안전정
보센터(http://www.safety.korea.kr)를 이용하여 주시고, 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또
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9)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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