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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418호 (2011.9.30)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201호(2018. 7. 5)

부 칙(고시 제2018-0201호, 2018.7.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병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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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2196-2

전기용품안전기준
플러그, 소켓 - 아울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2부 :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Plugs, socket-outlets, vehicle connectors and vehicle inlets - Conductive charging of electric vehicles
Part 2: Dimensional compatibility and interchangeability requirements for a.c. pin and
contact-tube accessories

이 안전기준은 2011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2196-2 Ed 1.0: : Plugs, socket-outlets, vehicle
connectors and vehicle inlets - Conductive charging of electric vehicles - Part 2: Dimensional
compatibility and interchangeability requirements for a.c. pin and contact-tube accessories를 기
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국내 설정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안전기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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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플러그, 소켓 - 아울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2부 :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Plugs, socket-outlets, vehicle connectors and vehicle inlets - Conductive charging of electric vehicles
Part 2: Dimensional compatibility and interchangeability requirements for a.c. pin and
contact-tube accessories

1 적용범위
이 안전기준은 표준화된 배열의 핀 및 접점 관을 가진 플러그, 소켓 아울렛, 자동차 커넥터 및 인렛
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60 Hz의 공칭전압 500 V를 초과하지 않으며, 정격전류 3상 63 A와 단상
80 A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안전기준은 KC 62196-1 부에서 규정된 전원공급용 기본 및 전용 인터페이스 부속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이들 부속품은 KC 61851-1 부에서 규정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서 사용되도록 의
도된 것이다.
전기차는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탑재된 배터리에서 가져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부속품에는 근접 접점(Proximity Contact)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속품은 서로 다른 전압 및 주파수에서 동작하며 초저전압(extra low voltage) 및 통신신호를 포
함할 수 있는 KC 61851 1 에 규정된 회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부속품은 양방향 에너지 전송에 사용될 수 있다. (고려중)
이 기준은 30 ~ +50 ℃ 사이의 주위 온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부속품에 적용된다.
비고 2 다음 국가들에서는 다른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 F1
이 부속품은 동 또는 동 합금 케이블을 접속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인렛과 커넥터는 모드 1, 2, 3과 케이스 B와 C로 충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소켓 아울렛과 플러그는 모드 3과 케이스 A와 B로 충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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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허용 가능한 연결은 KC 62196-1에서 규정되었다.

2 인용표준
다음과 1부의 이 항을 적용한다.
추가 :
IEC 60068-2-14,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14: Tests –- Test N: Change of temperature
KC 61851-1,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3 용어와 정의
KC 62196-1의 3.을 적용한다.

4 일반사항
다음과 KC 62196-1의 4.를 적용한다.
이 절의 끝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기준의 부속품은 모드 1, 2, 3과 연결유형 A, B 및 C 를 위한 것이다. 소켓 아울렛과 플러그는
이 기준에서는 모드 3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5 정격
다음을 제외하고, KC 62196-1 의 5.를 적용한다.
5.1 대체 :
정격 동작 전압 범위:
0~30 V (신호 또는 제어목적으로 사용)
200~250 V A.C
380~480 V A.C
5.2 대체 :
2 A (신호 또는 제어목적으로 사용)
13 A 단상
16 A 단상, 3상
20 A 단상, 3상
30~32 A 단상, 3상
60~63 A 단상, 3상
70 A 단상전용
80 A 단상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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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다음 국가에서는 분기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부속품 정격의 125%로 규정되어 있다 : 미국

6 전원 공급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접속
다음을 제외하고 KC 62196-1 의 6.을 적용한다.
6.1 변경사항
이 절에서는 자동차와 전원 공급기간의 물리적 접촉식 전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관한 설명을 제
공한다. 자동차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유형을 허용한다.
기본 인터페이스의 전류 정격은 3상 63 A, 단상 70 A 까지로 규정한다.
전용 인터페이스의 전류 정격은 단상 80 A 까지로 규정한다.
기본과 다른 구조의 경우는 다른 모드와 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관련 표준시트 참고.
전용 인터페이스는 다른 구성 유형의 모드와 전류 정격이 다른 유형에 허용하지 않는다.
비고 어떤 국가에서는 모드 1의 방식을 국가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6.2 변경사항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자동차 인렛이 있어야 한다.
기본형
전용형
6.3 변경사항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자동차 커넥터가 있어야 한다.
기본형
전용형
6.4 공란
6.5 변경사항
기본 인터페이스는 단상 또는 3상에 대한 고유한 물리적 구성의 접촉 위치로 최대 7개까지의 전력
또는 신호 접점을 포함할 수 있다. 전용형 인터페이스는 단상에 대한 고유한 물리적 구성의 접촉 위
치로 최대 5개까지의 전력 또는 신호 접점을 포함한다. 전기 정격 및 그 기능은 표 101에서 설명한
다. 전기 정격 및 그 기능은 표준 시트에서 설명한다.
각 자동차 인렛은 해당되는 자동차 커넥터하고만 짝을 지어야 한다. 각 플러그는 해당되는 소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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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렛하고만 짝을 지어야 한다.
부속품의 형식 구조는 1, 2, 3, 4 형식으로 다음과 같다.
- 1형식 구조의 커플러는 단상 250 V, 32 A이다.
- 2형식 구조의 커플러, 소켓-아울렛 및 플러그는 다음 정격이다
단상 250 V, 13 A, 20 A, 32 A, 63 A, 70 A
3상 380-480 V, 13 A, 20A, 32 A, 63 A
- 3형식 구조의 커플러는 다음 정격이다.
단상 250 V, 16 A, 32 A
3상 380-480 V, 32 A, 63 A
- 3형식 구조의 소켓-아울렛 및 플러그는 다음 정격이다.
단상 250 V, 16 A, 32 A
3상 380-480 V, 32 A, 63 A
- 4형식 구조의 자동차 커플러 정격은 다음 정격이다.
단상 200-250V~, 80A.

표 101 형식구조 1, 단상 기본형 인터페이스
위치번호
1
2
3

C

A.C
250 V
250 V

기능

32 A

b

32 A

오류를 위한 정격

a

L1 (주전원 1)
L2 (주전원 2)/ N(중성선)
PE(보호접지)

4

30 V

2 A

CP(제어 파일럿)

5

30 V

2 A

CS(접속 스위치)

a 4번, 5번 접점은 환경조건에 따라 보다 큰 도체단면적이 될 수 있다.
b 다음 국가에서는 분기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기기 정격의 125%로 규정되어 있다 : 미국
c 위치번호는 접점의 부속품의 접점의 위치와 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102 형식구조 2와 3, 단상 3상 기본형 인터페이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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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위치번호

C

Umax

단상

I max

V a.c

I max

A
2 형식

a
b
c
d
e
f

a

a

기능

A
3 형식

2 형식

1

480

63

70

2

480

63

-

C
C

b

a

3 형식
63

L1 (주전원 1)

-

C

L2 (주전원 2)

-

C

L3 (주전원 3)

b

3

480

63

-

4

480

63

70

5

-

오류를 위한 정격

PE(보호접지)

6

30

2

7

30

2

CP(제어 파일럿)
PP(근접) d 또는
d
CS(접속 스위치)

63

N(중성선)

b, e

다음 국가에서는 분기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가 기기 정격의 125%로 규정되어 있다 : 미국
1번, 4번 접점은 단산을 위한 접범으로 사용될 것이다.
사용되지 않는 접점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표준시트 2-IIIa와 2-IIIb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표준시트 2-IIIa와 2-IIIb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단상용 전원공급장치에서는 이 접점이 L2 (주전원 2)으로 사용된다.
위치번호는 접점의 부속품의 접점의 위치와 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103 ― 형식구조 4. 단상 전용 인터페이스
위치 번호a
(Position
number)
1

200-250 V

80 A

L1(주전원 1)

2

200-250 V

80 A

L2(주전원 2)/N(중성)

3

고장를 위한 정격

기능b
(Function)

교류
(AC)

PE(접지)

4

30 V

2 A

CP(제어 파일럿)

5

30 V

2 A

PP(근접 파일럿)

a 위치 번호가 부속품에서의 접점 위치 및/또는 식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b 접점 4 및 5의 경우에는 환경 조건에 따라 더 큰 도체 단면적이 요구될 수 있다.

6.6 공란
6.101 통신과 제어 파일럿 기능
제어 파일럿과 근접 감지, 또는 접속 스위치 접점은 KC 61851-1 에 따라 사용한다.

7 부속품의 분류
다음을 제외하고 KC 62196-1의 7.을 적용한다.
7.4 변경사항 :
전기적 동작에 따라
- 정격 32 A까지의 형식 1과 형식 3구조에 대하여 부하 상태에서 전력의 투입과 차단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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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 63 A, 70 A,의 형식 2 구조와, 정격 63 A의 형식 3구조에 대하여 부하 상태에서 전력의
투입과 차단에 적합하지 않은 것
비고 이 기준에서 통신회로는 이 항목의 목적상 부하의 투입과 차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7.5 변경사항 :
6.에서 규정된 것처럼 기능에 따라
- 기본형
- 전용형
추가 :
7.1.101 사용된 표준시트에 따라
- 형식 1 구조
- 형식 2 구조
- 형식 3 구조
- 형식 4 구조

8 표시
KC 62196-1의 8.을 적용한다.

9 치수
다음을 제외하고 KC 62196-1의 9.을 적용한다.
9.1. 대체 :
부속품은 표 104에 규정된 관련 표준시트에 적합해야 한다.
형식 1 구조
- 차량의 커플러가 단상 250 V, 32 A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표준시트 2-I
- 동작잠금 시스템 : 표준시트 2-Ia
비고 미국에서는 정격전류 80 A 까지 표준시트

2-I와 2-Ia 를 적용 하도록 되어있다.

형식 2 구조
- 차량의 부속품이 3상 480 V, 63 A, 단상 70 A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표준시트 2-II, IIa, IIb,
IIc, IIe, IIf, IIg, IIh
형식 3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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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품이 한 개의 파일럿에 단상 250 V, 16 A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표준시트 2-IIIa
- 부속품이 두 개의 파일럿에 단상 250 V, 32 A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표준시트 2-IIIb
- 부속품이 두 개의 파일럿에 단상 480 V, 63 A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표준시트 2-IIIc
- 잠금장치와 포장룸 : 표준시트 2-IIId
형식 4 구조
― 단상 200-250 V, 80 A 이하 자동차 인렛: 표준 시트 2-IV
― 단상 200-250 V, 80 A 이하 자동차 커넥터: 표준 시트 2-IVa
― 단상 200-250 V, 80 A 이하 자동차 잠금 장치: 표준 시트 2-I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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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형식구조와 표준시트
형식 구조

표준 시트

적용 가능한
부속품

정격전압(V)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전류(A)

상

1

2-I

차량 커플러

250을 넘지 않을것

32

단상

2

2-II

부속품

480을 넘지 않을것

70

단상

63

3상

16

단상

250을 넘지 않을것
3

부속품

2-III

250을 넘지 않을것
480을 넘지 않을것

4

2-IV

차량 커플러

250을 넘지 않을것

63
80

단상
3상
단상

10 감전에 대한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 KC 62196-1의 10.을 적용한다.
추가 :
10.101. 형식구조 3의 부속품에는 셔터를 제공해야 한다. 그 외 형식구조의 부속품에도 셔터를 제공
할 수 있다,
적합여부는 시각검사로 판정한다.

11 접지 도체의 크기 및 색상
다음을 제외하고 KC 62196-1의 11.을 적용한다.
변경사항 :
접지 단자의 심선은 녹색-황색의 조합을 사용해야 한다. 접지도체와 중성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각
상의 도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비고 다음 국가에서는 녹색을 접지도체로 사용하고 있다. : 일본, 미국, 캐나다

12 접지 설비
KC 62196-1의 12.을 적용한다.

13 단자
KC 62196-1의 13.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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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터록
형식 1 구조는 KC 62196-1의 14.을 적용한다.
형식 2, 3 구조는 다음을 추가 :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우연한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품에는 표준시트 2-II 또는 2-IIId에 규정
된 래칭장치가 있어야 한다.
인터록 기능은 래칭장치의 고유 기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장치는 인터록기능이 잘 잠겨있는지 확인하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시각검사 및 수동시험으로 판정한다.

15 고무와 열가소성 물질의 노화 내성
KC 62196-1의 15.을 적용한다.

16 일반 구조
KC 62196-1의 16.을 적용한다.

17 소켓-아웃렛의 구조
KC 62196-1의 17.을 적용한다.

18 플러그 및 자동차 커넥터의 구조
KC 62196-1의 18.을 적용한다.

19 전기차 인렛의 구조
KC 62196-1의 19.을 적용한다.

20 보호 등급
KC 62196-1의 20.을 적용한다.

21 절연저항과 절연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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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2196-1의 21.을 적용한다.

22 차단 용량
KC 62196-1의 22.을 적용한다.

23 정상 동작
KC 62196-1의 23.을 적용한다.

24 온도 상승
다음을 제외하고 KC 62196-1의 24.을 적용한다.
24.1 7번째 단락 후에 추가
부속품에 대하여 코딩저항에 따라 부속품의 정격전류를 지정하기 위하여 각 코딩 저항 값을 갖는 일
련의 시료를 사용하여 코딩 저항값과 일치하는 최대전류에서 시험을 반복한다.

25 유연성 케이블 및 접속
KC 62196-1의 25.을 적용한다.

26 기계적 강도
KC 62196-1의 26.을 적용한다.
추가사항 :
26.101 분리 캡은 접촉 핀들에 대하여 충분히 견고해야 하며, 정상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부속품의
기계적인 힘과 오용에 대하여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이것은 26.103에서 26.10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26.102 다음 시험 후에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각 부에 떨어져나간 부분이 없을 것
- 움직이는 부분, 느슨해진 부분,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늘어난 부분이 없을 것.
- 접촉될 수 있는 부분에 비절연된 도전부가 없을 것. KC 62196-1의 그림2에 규정으로 검증한다.
- 비절연된 도전부와 반대극성간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의 감소가 없을 것
-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없을 것
26.103 온도시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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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부의 분리 캡을 갖는 부속품들은 정상 사용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응력에 대하여 반하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적합여부는 이 항에서 규정하는 보조 부속품을 맞추어 부속품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다. 가장 큰
시험시편과 가장 작은 치수의 캡으로 시험한다.
시편은 보조 부속품과 60068-2-14의 시험에 의해 온도에 영향을 받은 시편과 맞추어 본다
시험 과정

Nb

가장 낮은 온도

TA

- 30 ℃

가장 낮은 온도

TB

+100 ℃

기울기

3K/min

노출 시간

1 h

사이클 수

5회

26.104. 전체 시험을 위해 6개의 분리캡을 갖는 접촉 어셈블리를 준비하고, 20 N 의 힘을 핀과 접
촉부 축 방향으로 1분간 인가한다. 이 때 당기는 힘은 고정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비고 인가하는 힘은 분리캡을 끝 사각부의 핀 축으로 밀착하여 밀어 넣는다.

27 나사, 통전 부품 및 접속부
KC 62196-1의 27.을 적용한다.

28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간격
KC 62196-1의 28.을 적용한다.

29 내열성, 내화성, 내트래킹성
KC 62196-1의 29.을 적용한다.

30 부식과 방청성
KC 62196-1의 30.을 적용한다.

31 조건부 단락 내전류 시험
KC 62196-1의 31.을 적용한다.

32 전자기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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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2196-1 의 32.을 적용한다.

33 자동차에 의한 파손
다음을 제외하고 KC 62196-1 의 33.을 적용한다.
33.3 공란
33.4 공란

101 구성 요소
101.1 정격
부품은 의도한 사용조건에 따라 정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조사로서 검사한다.
101.2 기계적인 조립
보관, 취급 및 운영에 의한 진동의 결과로 부속품의 부품이 헐거워져서 화재, 감전, 사람의 부상 또
는 전기 에너지가 높은 전류의 위험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적합여부는 조사로서 검사한다.
101.3 도전부
절연되지 않은 도전부나 이를 갖는 부품은 기초와 장착표면이 안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C
62196-1, 28.에 따른 최소 절연거리 공간거리 연면거리에서 요구되는 값 이하의 변위가 생기지 않
아야 한다.
적합여부는 조사로서 검사한다.
101.4 전기적 연결
101.4.1. 101..4.2 ~ 101.4.4 의 요구사항을 공장에서 조립된 내부 연결 접속부에 적용한다.
적합여부는 조사로서 검사한다.
101.4.2 이은 접속부는 기계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전기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적합여부는 조사로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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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3. 납땜 접속은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하며, 그 부위는
- 단자 전체를 덮어야 하며
- PCB의 개구부와 구멍부분을 통하여 납땜된 부품은 구부려야 하고, SMD 부품은 떨어지지 않고,
- 다른 도체로 꼬아야 한다.
적합여부는 조사로서 검사한다.
101.4.4 이은 접속부는 동등한 절연특성을 가져야 하며 접속부와 다른 금속부와의 연면거리 및 공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음 부위의 절연특성은 다음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이음 장치가 압력으로 연결될 때 장치에 적용되는 전압과 온도에 따라 절연되어야 하며,
- 튜브와 슬리이브를 사용하여 절연해야 한다.
적합여부는 조사로서 검사한다.

102 부호 저항
형식 2와 형식 3 구조의 차량 커넥터는 케이블 어셈블리와 차량 커넥터 및 플러그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용량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호 저항(Rc)을 제공해야 한다.
저항 값과 허용차는 KC 61851-1 의 B.5 “차량 커넥터와 플러그의 동시 근접 감지 및 전류 코딩을
위한 시스템” 항에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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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 - 형식 1
정격전압이 교류 250 V까지의 32 A인 차량 커플러
개요
이 기준에서 시트 2-I는 단상 정격전압 250 V 32 A의 형식 1구조의 차량 커플러에 적용한다.
형식 1 구조에 대하여 부속서 A “제어파일럿 회로를 통하여 PWM 변조와 제어파일럿 도선을 사용하
는 파일럿 기능” 와 KC 61851-1의 B.2항 “기본 단상 차량 커플러의 모드 1, 2, 3의 회로도”를 적
용해야 한다. KC 61851-1의 표 B.2의 +VD.C.는 +5V 전원이다.
표준시트 2-Ia에서는 선택적인 잠금 시스템을 정의한다.
표준시트 2-Ib에서는 교류 250 V 이하인 32 A 소켓-아웃렛을 정의한다.
표준시트 2-Ic에서는 교류 250 V 이하인 32 A 플러그를 정의한다.
표준시트 2-Id에서는 플러그 외형의 최대 치수와 소켓-아웃렛 결합 치수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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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시트 1)
단상 교류 250 V, 32 A 이하 자동차 인렛
단위 mm
괄호안의 값은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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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시트 2)
(시트 1에 이어짐)
이어짐)
단상 교류 250 V, 32 A 이하 자동차 커넥터
단위

mm

괄호안의 값은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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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시트 3)
(시트 2에 이어짐)
이어짐)
IP44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잠금유지수단과 자동차 커넥터 본체 외형의 최대 치수
래칭되는 위치에서의 래치를 표시
단위

이 도안이 고정치수를 제외한 차량 커넥터 몸체 및 래치의 형상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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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표준 시트 2-I(시트 4)
(시트 3에 이어짐)
이어짐)
래치의 최대 외형선

이 도안이 고정치수를 제외한 래치의 형상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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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시트 5)
(시트 4에 이어짐)
이어짐)
자동차 커넥터 몸체와 래치 외형의 최대 치수
단위

mm

이 도안이 고정치수를 제외한 차량 커넥터의 몸체 및 래치의 형상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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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a(시트 1)
선택적인 잠금 시스템
IP44 자동차 커넥터에 대한 잠금유지수단과 자동차 커넥터 본체 외양의 최대 치수
래칭되는 위치에서의 래치를 표시

이 도안이 고정치수를 제외한 차량 커넥터의 몸체 및 래치의 형상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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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a(시트 2)
선택적인 잠금 시스템
(시트 1에 이어짐)
이어짐)
래치의 최대 외형선
접촉하는 면 P에서의 래치를 표시

이 도안이 고정치수를 제외한 래치의 형상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23 -

표준 시트 2-Ia(시트 3)
선택적인 잠금 시스템
(시트 2에 이어짐)
이어짐)
자동차 커넥터 몸체와 래치 외형의 최대 치수

이 도안이 고정치수를 제외한 차량 커넥터 및 래치의 형상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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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b
단상 교류 250 V, 32 A 이하 소켓-아웃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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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c
단상 교류 250 V, 32 A 이하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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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d
잠금 시스템
플러그와 소켓-아웃렛의 결합 치수
접촉하는 표면 W에서의 래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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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 - 형식 2
정격전압이 교류 3상 480 V, 63 A 및 단상 70A를 넘지 않는 부속품
개요
이 기준에서 시트 2-II(IIa~IIh)는 동작전압이 3상 480 V이하(단상 250 V 이하), 전류 63 A이하(단상 70
A이하)의 형식 2구조의 부속품에 적용한다.
형식 2구조에는 다음 상세규격을 적용한다
부속품의 인터록킹은 강제사항이며, 부하의 우연한 분리와 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록킹은 에
너지 전송을 분리 전에 멈추도록 해야한다.
비고 1 인터록은 기계적 수단이나 전자 기계적 수단 등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인터록킹 장치는 메커니즘이 정확한 상황에 있음을 알기 위한 피드백을 가질 수 있다.
비고 2 피드백은 보조접점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PWM 변조와 제어 파일럿 선을 사용한 회로를 통하여 KC 61851-1 부속서 A의 파일럿 기능 수행에
의해서 파일럿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근접 감지와 전류 코딩은 KC 61851-1 부속서 B4(커넥터와 플러그를 위한 전류코딩가 근접감지 시스템)
에 따라 구현된다.
형식 2구조 부속품의 적합성
부속품

a

소켓-아울렛
(모드 3)
시트 2-IIa
커넥터
(모드 1)
시트 2-IIc
커넥터
(모드 2, 모드 3)
시트 2-IIe

플러그
(모드 3)
시트 2-IIb
예

인렛
(모든 모드)
시트 2-IIb
해당사항 없음

아니요

b

예

아니요

c

예

a

형식 2 부속품은 이 표내의 모드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b

적합성은 기계적인 코딩에 의해 배제된다.

c

적합성은 제어 파일럿 회로의 차이에 의해 배제된다.

d

고정 부속품은 서로 함께 연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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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렛
(모드 2, 모드 3)
시트 2-IIb
d

해당사항 없음

아니요

예

b

d

표준 시트 2-IIg 와 2-IIh 는 상호호환성 보장을 위한 지지구조물로 정의한다.
비고 3 플러그와 커넥터의 음영영역을 초과하거나 소켓/인렛의 모든 부분에서 음영영역을 초과하는 것
은 적합성을 손상할 수 있다. 지지구조물의 정의로 부터 차이가 있으므로써 제3자 인증시험에서
부속품이 부적합이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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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a(시트 1)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소켓-아웃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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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a(시트 2)
(시트 1에 이어짐)
이어짐)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소켓-아웃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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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b(시트 1)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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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b(시트 2)
(시트 1에 이어짐)
이어짐)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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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c(시트 1)
3상 480 V, 16 A 이하 또는 단상 자동차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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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c(시트 2)
(시트 1에 이어짐)
이어짐)
3상 480 V, 16 A 이하 또는 단상 자동차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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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d(시트 1)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자동차 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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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d(시트 2)
(시트 1에 이어짐)
이어짐)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자동차 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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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e(시트 1)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자동차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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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e(시트 2)
(시트 1에 이어짐)
이어짐)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자동차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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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f(시트 1)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자동차 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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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f(시트 2)
(시트 1에 이어짐)
이어짐)
3상 480 V, 63 A 또는 단상 70 A 이하 자동차 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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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g
플러그에 대한 설치 공간
플러그 본체 형상은 어두운 부분 안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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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lh
자동차 커넥터에 대한 설치 공간
자동차 커넥터의 본체 형상은 어두운 부분 안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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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 - 형식 3
3상 480 V, 63 A를 초과하지 않는 부속품 및
단상 250 V, 16A, 32A 를 넘지 않는 부속품
개요
이 표준시트 2-II(IIa~IIh)는 동작전압이 3상 480 V이하(단상 250 V 이하), 전류 63 A이하(단상 70 A이
하)의 형식 3구조의 부속품에 적용한다.
형식 3구조에는 다음 상세규격을 적용한다
부속품의 인터록킹이 제공되며, KC 61851-1 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정격전류 63 A인 부속품의 인터록킹과 래칭은 강제사항이다.
비고 1 인터록킹은 기계적인 또는 전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작동한다. 인터록킹 장치는 메커니즘이
정확한 상황에 있음을 알기 위한 피드백을 가질 수 있다.
부하의 우연한 분리와 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록킹은 에너지 전송을 분리 전에 멈추도록 해
야한다.
파일럿 접점은 KC 61851-1 부속서 A(PWM 변조와 제어 파일럿 선을 사용한 회로를 통한 파일럿 기능)
에 따라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
PP 접점은 케이블 어셈블리 세트의 동시 근접 감지와 전류 용량 코딩을 위하여 사용된다. 케이블 어셈블
리 세트는 KC 61851-1 부속서 B5(차량 커넥터와 플러그를 위한 전류코딩과 근접감지 시스템)에 따라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표준시트 2-IIIg와 2-IIh는 지지구조물로 추천한다.
비고 2 음영지역의 플러그와 커넥터 보호 그리고 음영지역의 소켓-아울렛 외부 보호는 적합해야 한다.

- 44 -

표준시트 2-IIIa (시트 1)

단상 250 V, 16 A 이하에 한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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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a (시트 2)
(계속 1)
단상 250 V, 16 A 이하에서 한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소켓-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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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a (시트 3)
(계속 2)
단상 250 V, 16 A 이하에서 한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차량 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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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a (시트 4)
(계속 3)
단상 250 V, 16 A 이하에서 한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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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b (시트 1)

단상 250 V, 32 A 이하에서 2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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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b (시트 2)
(계속 1)
단상 250 V, 32 A 이하에서 2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소켓-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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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b (시트 3)
(계속 2)
단상 250 V, 32 A 이하에서 2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차량 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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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b (시트 4)
(계속 3)
단상 250 V, 32 A 이하에서 2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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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c (시트 1)

3상 480 V, 63 A 이하에서 2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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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c (시트 2)
(계속 1)
3상 480 V, 63 A 이하에서 2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소켓-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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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c (시트 3)
(계속 2)
3상 480 V, 63 A 이하에서 2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차량 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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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c (시트 4)
(계속 3)
3상 480 V, 63 A 이하에서 2 개의 파일럿 접점을 갖는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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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d (시트 1)

2P+E+PILOT 16A, 250V(표준시트 2-IIIa)용 쇄정장치와 지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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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d (시트 2)
(계속 1)
2P+E+2 PILOT 32A, 250V(표준시트 2-IIIb)용 쇄정장치와 지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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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트 2-IIId (시트 3)
(계속 2)
3P+N+E+2 PILOT 63A, 480V(표준시트 2-IIIc)용 쇄정장치와 지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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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V (시트 1)
단상 교류 200-250 V, 80 A 이하 자동차 인렛

모든 단위: mm
모든 각도: ° (도)
기하하적 치수 및 공차에 대한 해석
ASME Y14.5-2009
④ 실제 위치 0.3은 최대 게이지 힘
0.2N과 함께 적용하고, 실제 위치 0.0
은 최대 게이지 힘 1.0N과 함께 적용
한다.
⑤ 전기적 접촉이 있는 구역. 도금의 두
께 및 경도는 이 지점에서 측정한다.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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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트 2-IV (시트 2)
(계속 1)
단상 교류 200-250 V, 80 A 이하 자동차 인렛

모든 단위: mm
모든 각도: ° (도)
기하하적 치수 및 공차에 대한
해석 ASME Y14.5-2009
⑥ 잠금장치 유닛

최대

- 61 -

표준 시트 2-IVa (시트 1)
단상 교류 200-250 V, 80 A 이하 자동차 커넥터

L1

L2 / N
PP

CP
PE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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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단위: mm

②

모든 각도: ° (도)

③

공차: ±0.25

④
-

접촉순서
접지 접촉
파워 접촉
제어/근접 접촉

표준 시트 2-IVa (시트
(계속 1)
단상 교류 200-250 V, 80 A 이하

- 63 -

2)
자동차 커넥터

①

모든 단위: mm

②

모든 각도: ° (도)

③

공차: ±0.25

표준 시트 2-IVb (시트 1)
단상 교류 200-250 V, 80 A 이하 자동차 잠금 장치

①

모든 단위: mm

②

모든 각도: ° (도)

③ 공차:
- 각짐:
- 소수점:

±0.5°
X = ±1
X.X = ±0.3
X.XX = ± 0.10

- 64 -

표준 시트 2-IVb (시트 2)
(시트 1에 이어짐)
단상 교류 200-250 V, 80 A 이하 자동차 잠금 장치

①

모든 단위: mm

②

모든 각도: ° (도)

③ 공차:
- 각짐:
- 소수점:

±0.5°
X = ±1
X.X = ±0.3
X.XX = ± 0.10

- 65 -

참고문헌

- 66 -

해설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 한국산업표준과 단일화의
단일화의 취지
1. 개요
이 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표준인 한
국산업표준(KS)을 최대한 인용하여 단일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이다.
2. 배경 및 목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의 기준은 2000년부터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안전성 규격을 도입 인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또한 한국산업표준도 2000년부터 국제표준에 바탕
을 두고 있으므로 규격의 내용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중복인증이 발생하였으며, 기준의 단일화
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의 단일화는 기업의 인증대상제품의 인증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과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의 위상을 강화하
고,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표준으
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였다.
3. 단일화 방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동일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간단히 전기용품안전기준으
로 채택하면 되겠지만, 전기용품안전기준은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국내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기준을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변경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과의 차
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단일화 방향을 두 기준 모두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전기
용품안전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한
다.
안전기준에서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개정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변경된 기준
은 별도의 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비교하여 한국산업표준의 최신판일 경우는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을 개정키로 하며, 이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구판은 병행적용함으
로서 그간의 인증받은 제품들이 개정기준에 맞추어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서 기업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판번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최신판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그 내용을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신속하게 대응하
고자 한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유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도 제정요청하고, 아울러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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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표
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증기구는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표준과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서 우
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인증에 애로사항을 감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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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람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및 제품안전정보센
터(http://www.safety.korea.kr)를 이용하여 주시고, 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
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9)으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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