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개정(안)
목차
3. 정의(Definitions)

서문
이 안전기준은 2010년 3월 제4.2판으로 발행된 IEC 60335－2－29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Part 2：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ttery chargers 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KS C IEC 60335-2-29(2013.10)을 인용

채택한다.

1. 적용범위
제1부의 이 절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이 표준은 정격 전압은 250 V 이하이고 안전초저전압의 출력을 갖는 가정
용 및 유사한 용도의 배터리 충전기에 적용한다.

목차
3. 용어와 정의(Terms and Definitions)

서문
이 안전기준은 2016년 6월 제5.0판으로 발행된 IEC 60335－2－29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Part 2：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ttery chargers 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안전기준이다.

1. 적용범위
제1부의 이 절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이 표준은 정격 전압이 250 V 이하이고 120 V 이하의 무리플 직류 출력을
가진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 배터리 충전기 안전성을 다룬다.

IEC 60335 표준 시리즈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가정용 제품의 배터리 충전
기 또한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8세 이상 어린이가 보호자의 보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기에
관한 요구사항은 부속서 AA에서 다룬다.

◈ 신구조문대비표

1. KC 60335-2-29(배터리 충전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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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02 (중략)

2. 인용표준
IEC 60068-2-6,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Tests － Test Fc：
Vibration(sinusoidal) － Basic safety publication

3. 정의

3.2.9 대체：

3.2.2 <신 설>

3.4.3 <신 설>

비고 <신 설>

비고 102 (중략)
－전자 기기용 전원공급 장치

2. 인용표준
IEC 60068-2-6,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6：Tests － Test Fc：
Vibration(sinusoidal) － Basic safety publication

3. 정의

3.1.9 대체：

3.2.2 추가
출력 유연성 코드는 상호접속 코드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3.4.3 대체
안전 절연 변압기(safety isolating transformer)
120 V 이하의 무리플 직류 출력 전압을 가진 배터리 충전 회로를 제공하는
용도의 변압기로, 최소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과 동등한 절연에 의해 출
력 권선으로부터 전기적으로 분리된 입력 권선을 갖는 변압기

비고 무리플(Ripple-free)은 직류 성분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r.m.s. 리
플 전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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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류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6.2 <신 설>

7.1 추가
배터리 충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 정격 직류 출력 전압, 단위는 볼트
- 정격 직류 출력 전류, 단위는 암페어
- 출력 단자의 극성, 양극 단자는 기호 IEC 60417 - 5005 (2002-10) 로 표기하고, 음
극 단자는 기호 IEC 60417 - 5006 (2002-10) 으로 표기한다

7.12 추가
사용 설명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충전 가능한 배터리의 형식, 셀의 수 및 정격 용량을 표시할 것.
－재충전할 수 없는 배터리를 재충전하지 않도록 경고문구를 포함할 것.
－연축전지용 충전기의 경우 충전시 배터리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놓아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할 것.

6. 분류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6.2 추가
옥외용 배터리 충전기는 최소한 IPX4 등급이어야 한다.

7.1 추가
배터리 충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 정격 직류 출력 전압, 단위는 볼트
- 정격 직류 출력 전류, 단위는 암페어
  다른 출력 전류를 표시하면 안 된다.
- 직류 분전반 속에 결합된 보호 장치의 정격 전류, 단위는 암페어
- 잘못된 극성 연결이 방지되지 않는 경우 출력 단자의 극성. 양극 단자는 
기호 IEC 60417－5005 (2002－10)으로 표기하고, 음극 단자는 기호 IEC 
60417－5006 (2002－10)으로 표기한다.

7.12 추가
사용 설명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충전 가능한 배터리의 형식, 배터리의 수 및 정격 용량을 표시할 것.
－재충전할 수 없는 배터리를 재충전하지 않도록 경고문구를 포함할 것.
－환기식 충전기의 경우 충전시 배터리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놓아야 한다
는 내용을 언급할 것.

윤지혜 / 기술규제정책과 / 2020-02-17 16:29:39



8.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8.1 < 신 설 >

10.101 무부하 직류 출력 전압은 42.4 V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9.1 추가：

나열된 목록 대신에 전기충전기는 19.11, 19.12와 19.101∼19.103의 시험에
따라 판정한다.

21.101 매입형 이외의 배터리 충전기에서 중량이 5 kg 이하의 배터리 충전
기는 다음의 시험을 충전기 3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배터리 충전기는 1 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린다. 각 기기는 이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자세로 떨어뜨린다.

배터리 충전기는 8.1, 15.1.1, 16.3과 29.에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파손이 없
어야 한다.

22.101 “ 공 란 ”

8.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8.1 추가
배터리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삽입 또는 제거 시에는 배터리 또
는 배터리 충전기의 충전부와의 접촉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

10.101 무부하 직류 출력 전압은 120 V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9.1 추가：

지정된 시험 대신에 전기충전기는 19.11, 19.12와 19.101∼19.103의 시험에
따라 판정한다.

21.101 매입형 이외의 배터리 충전기에서 중량이 5 kg 이하의 배터리 충전
기는 IEC 60068-2-31의 자유낙하 - 절차 1의 시험을 충전기 3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배터리 충전기는 1 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각 기기는 이상이 발생할 수 있
는 자세로 떨어뜨린다.

시험 후, 배터리 충전기는 8.1, 15.1.1, 16.3과 29.에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파손이 없어야 한다.

22.101 직류 분전반으로부터 공급되는 각각의 회로는 과부하 보호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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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 직류 분전반으로부터 공급되는 각각의 회로는 과부하 보호 회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검사로 판정한다.

22.103 트레일러 하우스 및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하기 위한 배터리 충전
기는 그것이 지지대에 확실히 고정되도록 구성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검사로 판정한다.

비고 열쇠 구멍 슬롯, 갈고리 혹은 그와 유사한 장치는 부주의하게 배터리
충전기를 뜯어 내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을 병설하지 않은 것에 한하
여 배터리 충전기를 확실히 고정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으로는 보지
않는다.

24.4 < 신 설 >

25.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1부 사항을 적용한다.

25.5 < 신 설 >

22.102 트레일러 하우스 및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하기 위한 배터리 충전
기는 그것이 지지대에 확실히 고정되도록 구성한다.

배터리 충전기가 지지대에서 의도치 않게 들어올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수단 없이 열쇠 구멍 슬롯, 갈고리 혹은 유사한 장치만으로는 안전한
고정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적합 여부는 육안검사로 판정한다.

삭제

24.4 추가
이 요구사항은 배터리 충전기 출력 회로 내 플러그, 커넥터, 콘센트 및 기기
소켓에도 적용할 수 있다.

25.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제1부 사항을 적용한다.

25.5 추가
이 요구사항은 정격 출력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용 출력
유연성 코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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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추가：

자동차용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배터리 충전기에 천연 고무 코드를 사용
하지 않을 것.

26.5 수정
이 요구사항은 출력 회로의 단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29.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고체절연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5.7 추가
이 요구사항은 정격 출력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용 출력
유연성 코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기에 천연 고무 전원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저온용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전원 코드는 일반 폴리클로로프렌 외장의 코
드에 대해 규정된 것 이상의 성질을 지녀야 한다.(코드 명칭 60245 IEC 57).

25.8 추가
이 요구사항은 정격 출력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용 출력
유연성 코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

25.15 추가
이 요구사항은 정격 출력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용 출력
유연성 코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

26.5 수정
이 요구사항은 무부하 전압이 42.4 V를 초과하지 않는 출력 회로의 단자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29.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고체절연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9.2 추가
옥외용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기기의 정상 사용 시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이 밀봉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면, 미세환경은 3등급 오염으로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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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1
비고 1 커패시터는 공식에서 계산된 용량에서 ±20 % 정도 허용된다.
비고 2 커패시터는 배터리 충전기가 동작하기 전에 미리 충전한다.

부속서 AA
11.8 추가

KS C IEC 61032의 테스트 프로브 18이 닿는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 값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금속부 25 K
－그 밖의 재질 35 K

참고문헌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참고문헌을 적용한다.

추가：

KS C IEC 60491, 사진 촬영용 전자 플래시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598-2-22, 등기구－제2－22부：비상 등기구－개별 요구 사항
KS C IEC 61851(모든 부), 전기 자동차 직접식 충전 시스템
ISO 13732-1,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human responses to contact with surfaces － Part 1:
Hot surfaces

그림101
비고 1 커패시터는 공식에서 계산된 용량에서 ±20 % 정도 가능하다.
비고 2 커패시터는 배터리 충전기가 동작하기 전에 미리 충전한다.

부속서 AA
11.8 추가
KS C IEC 61032의 테스트 프로브 18이 닿는 부분의 배터리 표면의 온도
상승은 25 K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KS C IEC 61032의 테스트 프로브 18이 닿는 부분의 온도 상승은 다음 값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금속부 25 K
— 그 밖의 재질 35 K

참고문헌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참고문헌을 적용한다.

추가：

KS C IEC 60598-2-22, 등기구－제2－22부：비상 등기구－개별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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