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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
령 (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산업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서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 (ISO/IEC), 유럽규격 (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관 총칙
제1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위온도(ambient temperature)”란 기계․기구, 부품과 인접하고
있는 공기 및 그 밖의 매개체의 온도를 말한다.
2. “본질안전 관련기기(associated apparatus)”란 에너지 제한회로와
에너지 비 제한회로를 모두 포함하고, 에너지 비제한회로가 에너지
제한회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구성된 전기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폭발성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별표 6 제26호 라목에
따른 방폭구조 중 어느 하나의 방폭구조를 가질 것
나. 방폭구조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 이 경우 기록계 등은 그 자체로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록계가 폭발성가스 분위기
내에 위치한 열전대와 접속된 경우에 기록계의 입력회로는 본안
회로이어야 한다.
5. “케이블글랜드(cable gland)”란 해당 방폭구조의 성능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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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하나 이상의 전기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을 전기기계․
기구 안으로 넣는데 사용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부품 등으로 구성된다.
가. “조임장치(clamping device)”란 케이블의 늘어남 또는 비틀림
현상이 접속부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케이블의
조임 부품을 말한다.
나. “압착부품(compression element)”이란 실링링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글랜드의 압착요소를 말한다.
다. “실링링(sealing ring)”이란 인입부와 케이블 또는 전선관 사이의
실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케이블이나 전선관인입부에 사용
되는 링을 말한다.
라. “방폭 케이블글랜드(Ex cable gland)”란 방폭기기와 별개로 인증
받아 설치시에 방폭기기 용기에 부착되는 케이블글랜드를 말한
다.
6. “인증서(certificate)”란 제품, 공정, 시스템, 사람, 조직 등이 정해진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전선관인입부(conduit entry)”란 해당 방폭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 내부로 전선관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8. “접속설비(connection facilities)”란 외부 회로 도체와 전기적인 접속
에 사용하는 단자, 나사 또는 그 밖의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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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속사용온도(continuous operating temperature, COT)”란 기계․
기구 또는 부품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때 예상수명 동안 재료의
안정성 및 무결성을 보증하는 최고온도를 말한다.
10. “용기의 보호등급 IP(degree of protection of enclosure, IP)”란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에 대한 등급으로서 KS C IEC 60529에 따라 전기
기계․기구의 용기에 적용한 IP 기호 뒤에 표시하는 수치적 분류를
말한다.
11. “전기기계․기구(electrical apparatus)”란 전기에너지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를
말한다.
13. “용기(enclosure)”란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와 용기의 보호등급 IP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벽, 문, 덮개, 케이블글랜드, 막대(rods), 스핀들
(spindles), 축 등을 말한다.
14. “방폭부품(Ex component)”이란 전기기기 및 모듈(ex 케이블글랜드
를 제외한다)의 부품을 말하며, 기호 “U”로 표시하고, 폭발성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 및 시스템에 사용할 때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추가 고려사항이 요구된다.
15. “폭발성가스 분위기(explosive gas atmosphere)”란 점화 후에 자체적
으로 화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스 또는 증기 형태로 인화성 물질
과 공기가 대기 상태에서 섞인 혼합물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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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폭발시험용 혼합물(explosive test mixture)”이란 폭발성가스 분위기
에서 전기기기의 시험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폭발 혼합물을 말한다.

2. “내용적(volume)”이란 용기의 전체 내부 용적으로서, 용기 내부에
내용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머지 빈 공간만을 말하며,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조립된 램프를 제외한 상태에서 측정한 내부 용적을 말한다.

17. “폭발성가스분위기의 점화온도(ignition temperature of an explosive
gas atmosphere)”란 KS C IEC 60079-4에서 규정된 조건에서 공기
가 가스 또는 증기와 섞인 가연성 물질을 점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열된 표면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3. “내압접합면(flameproof joint)”이란 용기의 마주보는 두 면이 서로
접하는 부분으로 용기내부의 폭발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
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이하 “접합면”이라 한다)을 말한다.

26. “방폭구조(type of protection)”란 폭발성분위기에서 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기기에 적용되는 특수한 조치를 말한다.
제13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폭발성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전기
기계․기구(이하 이 장에서 “방폭기기”라 한다) 및 방폭부품에 대한
성능기준은 별표 6, 그 성능시험은 별표 6의2, 이의 확인시험은 별표
6의 3에 각각 따른다.
제2관 내압방폭구조
제1속 통칙
제14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flameproof enclosure, d)”란 점화원에 의해 용기의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고,
화염이 용기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한 방폭구조
를 말한다.

“내압방폭구조,

4. “접합면의 길이, L(width of flameproof joint, L)”이란 접합면을 통한
용기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5. “거리, l(distance, l)”이란 접합면의 길이(L)에 내압용기 부품을 조립
하기 위하여 조임 기구를 체결하기 위한 구멍이 가공되어 있는 경우
에 접합면을 가로지르는 최단거리를 말한다.
6. “접합면의 틈새, i(gap of flameproof joint, i)”란 용기가 조립된 상태
에서 접합면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7.

MESG(maximum experimental safe gap,
MESG)”란 IEC 60079-1-1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시험을 10회
실시했을 때 화염이 전파되지 않고, 접합면의 길이가 25㎜인 접합
의 최대틈새를 말한다.

“최대실험안전틈새,

12. “나사조임기구 문 또는 덮개(door or cover fixed by threaded
fasteners)”란 열거나 닫기 위하여 나사산이 있는 조임기구 (나사,
스터드 볼트 및 너트)를 하나 이상 조작해야 하는 문 또는 덮개를
말한다.
(볼트 및 와셔 체결 내압 구조 방식 : 동부, 남북, 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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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연성분진(combustible dust)”이란 대기압상태 및 정상온도조건에
서 공기와 폭발성혼합물을 형성, 공기 중에서 연소되어 열과 빛을
낼 수 있는 분진을 말한다.
13. “나사 문 또는 덮개(threaded door or cover)”란 문 또는 덮개 자체
에 나사산이 나있는 접합면을 적용하여 용기를 조립하는 것을 말한
다.
㈜ 통일엘이디방폭전기 내압 구조 방식

별표6의2,3】가스 증기 방폭구조인 전기 기기의 일반 확인 인장시험(P122,136,142:
제13조 관련)【별표7】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 (P147 제15조 관련)
{

조임장치에 의한 조임 방법을 사용한 경우 시료의 외장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미끄러
이 6mm 이하 일것 조임 기구는 차. 나사 문 또는 덮개를 잠그고 열기 위해서는 별표 6의
호 나목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공구 또는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조임 기구를 설치해서 드라이버 또는 일반 공구로 쉽게 개폐가 안 되어 방폭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 투광등의 실내등 및 가로등, 공장 등은 일반 공구나 손으로 쉽게 개폐
가되어 교체가 용이 해야 함)

제2절 분진 방폭구조

제1관 통칙
제31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진(dust)”이란 대기 중에 부유하는 섬유와 솜털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자중에 의해 침적(沈積)되는 고체입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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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전성분진(conductive dust)”이란 전기저항이 103Ω․m 이하인
분진을 말한다.
4. “폭발성분진분위기(explosive dust atmosphere)”란 대기상태에서
점화된 후에 연소가 전파되는 분진형태의 가연성물질과 공기의
혼합물을 말한다.
5. “분진층의 최저점화온도(minimum ignition temperature of dust
layer)”란 일정 두께의 분진층에서 점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고온부
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6. “분진운의 최저점화온도(minimum ignition temperature of a dust
cloud)”란 폭발위험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등의 용기표면온도
에 의해 점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7. “특수방진용기(dust-tight enclosure)”란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분진입
자가 침투할 수 없는 용기를 말한다.
8. “보통방진용기(dust-protected enclosure)”란 분진의 침투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나 장비의 안전운전을 저해할 정도의 양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를 말하며, 용기내의 점화위험이 있는 부위에
분진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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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고허용표면온도(maximum permissible surface temperature)”란
전기기기의 표면이 작동 중에 점화를 일으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온도를 말한다.
10. “분진폭발위험장소”란 폭발성분진과 공기의 혼합물 발생의 빈도와
기간에 따라 그 위험성을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11. “20종장소”란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
로 충분한 양이 정상 작동 중에 연속적으로 또는 자주 존재하거나,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
소를 말한다.
12. “21종장소”란 20종 장소 밖으로서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3. “22종장소”란 21종 장소 밖으로서 가연성 분진운 형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이상 작동 상태 하에서 가
연성 분진운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4. “케이블인입부(cable entry)”란 해당 방폭구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기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전기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
② 이 절에서 뜻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제12조의 용어의 뜻에 따른다.
제32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일반분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은
별표 15, 그 성능시험은 별표 15의2에 각각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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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방진방폭구조
제1속 통칙
제33조(정의) “방진방폭구조 tD”란 분진층이나 분진운의 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로 보호하는 전기기기에 적용되는 분진침투방지, 표면온도
제한 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2속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34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방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은 별
표 15의3, 그 성능시험은 별표 15의4에 각각 따른다.
【별표 6】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기준(제13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방폭기기의 분류 및 온도등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방폭기기의 분류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그룹 I :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
기기기
2) 그룹 II : 1) 이외의 잠재적 폭발성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방폭기기의 나. 그룹 II의 전기기기는 사용되는 폭발성가스 분위기 종류에 따
1 분류 및 라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온도등급 1) 방폭기기 중 내압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및 비점화방폭구
조 (nC, nL)는 전기기기 대상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에 따라
IIA, IIB와 IIC로 세부 분류하며, 가스 및 증기 그룹은 내압방폭
구조에 대한 최대 실험안전틈새 및 본질안전방폭구조에 대한
최소 점화전류비에 따라 분류함 또한, IIB로 표시된 전기기기는
IIA 전기기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으며, IIC로
표시된 전기기기는 IIA 또는 IIB 전기기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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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 할 수 있음
2) 그룹 II에 해당하는 방폭기기는 제2호다목2)의 규정에 따라 최
고표면온도를 표시할 것
3) 특정조건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는 해당 조건에 따라 시험될
수 있으며 인증서에 이들 정보를 기재하고 전기기기에 이를
표시할 것
나) 인장시험

(1) 시료를 인장 시험기에 부착하여 상기에 규정된 값의 인장력을
(120 ±10) 초 동안 가함
(2) 시험은 (20 ±5)℃의 주위 온도에서 실시
(3) 조임 장치에 의한 조임 방법을 사용한 경우 케이블의 외장이
미끄러지지 않을 것 미끄러짐이 6mm 이하 일것 (방폭 성능 유지)
다) 기계적 강도시험
나사와 너트를 사용할 경우 조임력 시험시 결정된 값의 1.5배로 조인 후 케
이블 인입부를 해체한다. 그 결과 방폭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경
우 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것으로 간주
2) 글랜드 내부에서 외장케이블을 고정하지 않은 경우의 조임력 시험
비외장 케이블의 경우와 동일하게 케이블 인입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

【별표 7의7】방폭부품으로 사용하는 빈 방폭용기

1. 빈 용기에 관한 방폭 부품 시험의 목적은 제3자가 모든 형식시험을 반복하지 않고
전체 기기의 인증에 그 용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용기내부의 부품을 규정하지
않고 빈 방폭 용기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체 기기에 관한 인증이 요구되
는 경우 빈 용기에 대한 방폭 부품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2. 용기에 대한 인증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이 기준은 빈 용기에 대한 방폭 부품인증을 위한 요구조건에 관하여 적용되며,
향후 기기인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나. 방폭 부품인증 보유자는 제출한 모든 제품이 다음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1) 방폭 부품인증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초기 설계와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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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되는 경우 일상강도시험 통과 여부
3) 방폭부품인증에 따라 부과되는 제한사항의 요구조건 준수 여부
3. 용기 요구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용기는 제7장제1절제1관 및 제2관의 해당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나. 용기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통형 단면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
어야 하며, 경사면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룹 I, IIA,
IIB 전기기기인 경우, 어떤 주요치수도 다른 주요치수에 비해 4:1 비율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하며, 그룹 IIC 전기기기인 경우 2:1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전기기계에 사용하는 용기는 빈 용기로 평가하지 않는다.
라. 용기의 내부에는 부품을 장착 및 고정시키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마. 용기에 적용되는 구멍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기계적 또는 전기적 목적에 따라 용기에는 어떤 구멍도 추가로 가공할 수 없
다. 다만, 문서에서 허용하고 있고, 방폭부품인증서에 명시된 구멍은 예외로 함
2) 방폭부품인증서에서 허용하는 구멍은 용기에 가공할 수 있지만, 방폭부품인증
을 보유한 자만 구멍을 가공할 것
3) 구멍의 최대개수, 최대크기, 위치를 방폭부품인증서에 명시할 것
바. 용기에 적용하는 기준압력측정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그룹 I, IIA, IIB 용기인 경우, 별표 7의2의 제3호에 따라 기준압력을 측정해
야 하며, 시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
가) 어떤 주요치수도 다른 주요치수에 비해 2:1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료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나) 가)외의 허용되는 구조의 시료는 단면적의 약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견고
한 장애물(방해판)이 짧은 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긴축을 따라 약 2/3 지점
에 위치해야 한다. 이 장애물은 용기의 단면과 형태가 같을 것
2) 그룹 IIC 용기인 경우, 별표 7의2의 제3호에 따라 기준압력을 측정한다.
이때 단면적의 약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견고한 장애물(방해판)이 짧은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긴축을 따라 약 2/3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이 장애물은 용기의 단면과 형태가 같을 것
3) 이처럼 견고한 장애물을 넣어 시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압력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도록 점화원과 압력 기록계을 장애물의 양쪽에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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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기에 적용되는 형식시험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과 같이 한다.
1) 용기는 빈 상태에서 인입부를 밀폐하고 최대크기의 구멍을 최대개수만큼
가공한 용기에서 별표 7의2의 제3호에 따라 측정한 최대폭발압력(기준압
력)의 1.5배 해당하는 압력으로 실시한 강도형식시험에 적합할 것
2) 기준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정적압력으로 규정된 형식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일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용접구조 용기의 경우에는 반드
시 일상시험을 실시할 것
3) 형식시험을 위해서 용기의 내부와 외부에 별표 7의2의 제3호(기준압력측정)
에서 규정한 시험가스를 사용하여 대기압의 1.5배 압력에서 동적시험을 실
시하거나, 기준압력의 1.5배 이상(최저 350㎪의 압력)의 압력으로 정적시험
을 실시할 것
아. 용기에는 해당 요구조건에 따라 내부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방폭부품인증을 받
은 빈 용기"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제7장제1절제1관의 방폭부품표시에 관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만, 용기 제조자가 기기인증도 보유하고 있다면
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빈 용기에 적용되는 내부 부품은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용기의 내용물이 전기기기의 관련 규격의 해당 요
구조건에 적합할 것
2) 회전전기기계 또는 난기류가 발생하는 기타 장치는 포함하지 않음
3) 포함된 축전기가 방전되거나 고온부품이 냉각되기 이전에 용기가 열릴 수 있
는 경우 제7장제1절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할 것
4) 오일을 채운 차단기 및 접촉기는 사용하지 않음
5) 인입 및 밀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들 장치는 별표 7의 제2호부터 제6호까
지 적합하거나, 이들 장치를 기기와 함께 평가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한지 확인
할것
6) 용기의 내용물의 배열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그룹 I, IIA, IIB 용기인 경우, 가스 흐름이 방해되지 않고 폭발영향이 제약
되지 않도록 단면의 100분의 20 이상이 여유가 있다면 용기의 내용물을 어
떤 배열로도 설치가능
나) 그룹 IIC 용기인 경우, 가스 흐름이 방해되지 않고 폭발영향이 제약되지 않
도록 단면의 100분의 40 이상이 여유가 있다면 용기의 내용물을 어떤 배열
로도 설치가능

자. 제7장제1절제1관에 따라 전기기기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차. 방폭부품인증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제한사항
2) 투시창의 최대사용온도와 같이 특정한 구조에 요구되는 제한사항
4. 방폭기기인증 획득을 위한 방폭부품인증의 활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방폭부품인증의 활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방폭부품인증을 받은 용기가 제3호나목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방폭
부품에 이미 적용한 요구조건을 반복해서 적용하지 않고 제7장제1절제1관 및
제2관에 관한 기기인증에 포함할 수 있음
2) 기기인증을 위한 문서에 해당 기기, 대체 또는 생략해도 좋은 부분, 용기 내
의 고정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방폭부품인증의 제한사항이 적합한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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