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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0-  54호(2000. 4. 6)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523호(2003. 5.24)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902호(2008.12.11)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422호(2014. 9. 3)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383호(2015. 9. 23)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XX-XXX호(20XX. XX. XX)

부 칙(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0000-000호, 0000. 00. 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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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Auxiliaries for lamps 

- Starting devices (other than glow starters) 

- Performance requirements

 이 안전기준은 2013년 제3.1판으로 발행된 IEC 60927, Auxiliaries for lamps - Starting devices 

(other than glow starters) - Performance requirements 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

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KS C IEC 60927(2008.11)를 인용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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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Auxiliaries for lamps 

- Starting devices (other than glow starters) 

- Performance requirement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시동펄스 전압을 5 kV 이하로 발생하며, 50 Hz 또는 60 Hz 주파수, 1,000 V 이하의 교

류 전압에서 사용하는 형광 램프 및 기타 방전 램프의 시동장치[시동기와 점화기]의 성능 요구사항

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은 KS C IEC 61347-1과 KS C IEC61347-2-1과 함께 사용된다. 

비고 1  열계전기/차단기를 포함한 형광 램프 및 방전 램프용의 모든 글로 스타터는 KS C IEC 

60155에 따른다.

비고 2  등기구와 독립 구동장치와 같은 최종 제품을 위한 EMC 요구사항의 법규에 관해서 지역표준

이 있다. 등기구의 구동장치는 이 점에서 지배적이다. 구동장치는 다른 구성품들과 함께 이 표준들을 

따라야 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에 필수적이다. 발행 년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의 경우 언급된 판만

이 적용된다. 발행 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인용표준(모든 개정판 포함)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 - 성능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921, 관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923, 램프 보조장치 - 방전램프용 안정기- 성능 요구사항(관형 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1167, 메탈 할라이드 램프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347-2-1, 램프 구동장치 - 제2-1부: 점호장치의 개별 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1347-2-9, 램프 구동장치 - 제2-9부 방전등용 안정기-개별 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1547, 조명기기 - 전자기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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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KS C IEC 61347-2-1의 용어와 정의 및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3.1 기계적 스위치 시동기 (starter with mechanical switching element)

기계적인 장치(예를 들면 열이나 자기장)로 음극에 예열전류 또는 시동펄스를 제공하는 시동기

3.2 전자적 스위치 시동기 (starter with electronic switching element)

기계적인 가동부가 없고 전자 장치로 음극에 예열전류 또는 시동펄스를 제공하는 시동기

3.3 비활성 램프 (deactivated lamp)

1개 또는 2개의 음극에서 전자 방출 물질을 제거하지만 그 어느 것도 부서지지 않은 램프

3.4 비-재동작 레벨 (non-re-operating level)

시동 주기를 마친 후 시동장치가 재동작하지 않아야 하는 전압 및/또는 전류의 감소 수준. 램프는 정

상적으로 작동한다.

3.5 최대 비정상 전류 (maximum abnormal current)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예를 들면 비활성화 램프나 램프가 없는 상태), 시동 주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

에서 안정기를 통하여 흐르는 연속적인 실효(r.m.s) 전류값 

3.6 보조기 (starting aid)

램프의 시동을 쉽게 도와주는 장치. 램프의 바깥 표면에 벗겨낸 도체의 조각이나 램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설치하는 도체 평판.

비고  시동 보조기는 단지 램프의 양끝 간에 서로 다른 적당한 전위가 존재할 때 효율적이다. 

4  시험의 일반사항

4.1 비정상 상태, 시험 시료의 수와 시험의 순서 

형식 시험의 요구사항만을 포함한다.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이 시험은 대기 온도 10 ∼ 30 ℃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 시험은 각 항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시험을 해야 한다.

시료의 개수에 따라서 다음을 적용한다.

- 시동기의 시료가 6 개인 경우, 3.1과 3.2를 적용한다.

- 점화기의 시료가 4 개인 경우(이 시험에 필요한 적당한 회로 요소들을 함께 평가한다.) 

4.2 전원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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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100 % 기본파를 사용한 경우, 각각의 고조파 성분의 실효값(r.m.s)

의 합과 비교하여 3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조건에서 이것을 적용한다. 

비고  이것은 공급하는 전원이 충분한 전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원 회로는 전원 주파수와 

임펄스 주파수에서 안정기 임피던스 보다 훨씬 낮은 임피던스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펄스 

주파수에서 전원과 병렬로 2 μF(대략)의 콘덴서를 연결함으로써 정확한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

다.

4.3 관련 안전 요구사항  

이 표준에 나와 있는 모든 시동 장치는 KS C IEC 61347-2-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4.4 내성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동 장치는 KS C IEC 61547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고  시동 장치의 요구사항은 KS C IEC 61547을 고려하여야 한다.

4.5 램프 표준과의 연관성  

“점화기 설계를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램프 성능 표준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정보는 적절한 램프동

작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표준은 점화기에 대한 형식시험 승인의 일부로써 램프 성능의 시험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5  표 시

KS C IEC 61347-2-1의 표시 사항 및 다음 사항을 제조자가 제공하는 설명서나 시동 장치에 직접 

표기를 해야 한다.

a) 제조자는 3.1과 3.2의 스위치 소자의 형식을 표시해야 한다.

b) 제조자는 점화기가 안정하게 동작하는 최대 부하 콘덴서의 값을 표시해야 한다.

6  형광 램프용 시동기(글로 스타터는 제외)의 성능 요구사항

이 절은 음극 예열 형광램프를 점등하기 위하여 안정기와 함께 사용되는 시동기의 성능 요구사항을 

설명한다(KS C IEC 60081, KS C IEC 60921 참조). 글로 스타터는 제외한다.

6.1 시동 시험 

6.1.1 시험 시료의 수

시동시험은 KS C IEC 61347-2-1에 규정한 시험을 하지 않은 새로운 6 개의 시료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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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적합 조건

만약 6개의 시동기가 6.1.4부터 6.1.8의 시험을 만족한다면, 이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본다. 만약 

1개가 부적합이면, 새로 추가하는 6개의 시료 모두가 적합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시동기가 부적합

이면, 이 시동기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6.1.3 시험 조건

6.1.3.1 회 로

제조자는 공인된 회로에서 시동기를 시험한다.

시동 보조 장치는 제조자의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표 1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시험방법과 결과에 의심스럽다면, 제조자와 시험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1 ― 시동 보조 장치의 요구사항

램프 지름

mm

시동 보조 장치 나비

mm

램프로부터의 간격

mm

길 이

15

25

38

15/25/38

25

40

40

1.5a

7

12

20

0 a

램프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비고  램프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시동 보조 장치는 램프의 외부 표면이 젖지 않을 정도의 거

리를 필요로 한다.
a   램프 표면에 덮인 것을 제거한다.

6.1.3.2 안정기

안정기에 관한 사항은 KS C IEC 60921에 기술되어 있다. 안정기는 전원 전압과 정격 전압이 같거

나 시동기 설계에 사용하였던 전원 전압범위의 가장 낮은 값과 같아야 한다.

안정기의 정격 전력은 시동기 설계에 사용한 램프 형식의 범위에서 가장 번거로운 시동 조건을 주어 

선정해야 한다. 불확실한 경우, 안정기의 정격 전력은 시동기 설계에 사용한 주요 램프 형식에 상응

해야 한다.

다른 안정기 형식(예를 들면 콘덴서와 인덕터)과 동작하도록 설계된 시동기는 각 형식의 안정기와 함

께 시험한다.

6.1.3.3 램프

KS C IEC 60081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음극 예열형 램프를 사용한다. 램프의 정격전력은 안정기에 

표시된 정격전력과 같아야 한다.

3.1의 기계식 시동기용 램프는 “시동기 내장형”이 된다.  3.2의 전자식 시동기용 램프는 “시동기 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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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이 된다. 시동기 내장형 또는 시동기 비내장형 램프의 선택을 제조자가 선언할 경우, 시동기 내

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6.1.3.4 기계식 스위치를 갖는 시동기

6.1.4.1 동작 속도

a) 전류 동작 시동기

KS C IEC 60081에 따른 램프 데이터 시트(sheet)에 정의된 최소 예열전류의 값이 회로에 흘러야 

한다.

차단기를 내장한 시동기는 시험 주기 30 초 이내에 적어도 1회 시동기가 동작하여야 한다. 연속 

동작형 시동기는 시험 주기 30초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시동기가 동작하여야 한다. 

시험은 비활성 램프를 사용하여 실시하거나,  KS C IEC 60081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서 규정

한 직렬로 연결된 음극 등가저항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b) 전압 동작형 시동기

안정기 정격전압의 0.92배의 전압을 회로에 인가한다.

차단기를 내장한 시동기는 시험 주기 30초 이내에 적어도 1회 시동기가 동작하여야 한다. 

연속 동작형 시동기는 시험 주기 30초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시동기가 동작하여야 한다. 

시험은 비활성 램프를 사용하여 실시하거나,  KS C IEC 60081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서 규정

한 직렬로 연결된 음극 등가저항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6.1.4.2 음극 예열

안정기 정격전압의 0.92 배의 전압을 회로에 인가한다.

시동기는 음극이 충분히 예열되도록 한다. 예열전류는 KS C IEC 60081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 

규정된 전류 또는 램프 제조자가 정한 규정전류를 인가한다.

6.1.4.3 펄스 전압

펄스전압의 측정회로는 그림 1을 사용한다.

안정기 정격전압의 0.92 배의 전압을 30 초 동안 인가한다. 이 시간 동안 적어도 1 회 이상 발생하

는 최대의 전압펄스는 KS C IEC 60081의 관련 데이터 시트의 “시동기 설계 정보”에 나와 있는 값

보다 커야 한다. 만약 시동기가 여러 값의 램프범위에서 설계되었다면 해당 범위 램프의 데이터 시

트 중 가장 높은 전압범위의 램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그림 1의 정전 전압계 대신 다음의 특성을 갖는 메모리 오실로스코프를 고전압 프로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입력 저항 ≥ 100 MΩ

- 입력 콘덴서 ≤ 15 pF

- 대역폭 ≥ 1 MHz

의심스러운 경우 정전 전압계를 이용한 측정법이 표준이다. 



KC 60927:2021

- 8 -

6.1.5 전자 스위치를 갖는 시동기

6.1.5.1 일반 사항

시험 지침 및 부가 설명은 부속서 B를 참조한다.

이 항에 포함하고 있는 시동기는, KS C IEC 60081이나 KS C IEC 60901에 포함되어 있는 램프와 

관련이 있다면, 적합한 램프를 주위온도 10∼35 ℃, 정격전압의 92∼106 % 전압에서 만족스럽게 램

프를 시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6.1.5.2, 6.1.5.3, 6.1.5.4는 다음 사항으로 확인한다.

a) 램프의 각 음극은 KS C IEC 60081과 KS C IEC 60901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의 대체 저항 

값으로 대체한다.

b) 안정기 정격전압의 0.92∼1.06배의 전압을 인가한다.

6.1.5.2 동작 속도

차단기가 있는 스터터는 시험 주기 30초 이내에 적어도 1회 시동기가 동작하여야 한다. 

연속 동작형 시동기는 시험 주기 30초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시동기가 동작하여야 한다. 

6.1.5.3 음극 예열

시동기는 최소 전체 유효 가열전류가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부속서 B 그림 B.2 참조)에서 규정한 

시간/전류 값에 적합하도록 동작하여야 한다.

절대 최소 예열시간이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서 정의되지 않았다면, 최소 0.4초 이상 이어야 한다.

최대 유효 가열전류는 임의 시간 t 에서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의 규정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1.5.4 개방 회로 전압

램프 대체 저항기 사이의 개방 회로 전압은 예열을 하는 동안 램프 데이터 시트의 최대값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예열 주기 후, 도달되는 전압은 램프 시동 시, 필요한 최소 전압보다 커야 하고, 램프 데이터 시트에 

규정된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대체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6.1.5.3에 규정한 것처럼 램프시동에 필요한 최소 규정전압에 도달하

기 전에 단속이 된다면, 0.1초 이내에 최소 시동전압에 도달하여야 한다(그림 B.3.1 참조).

전압 상승이 0.1초 이후에 도달하면 대체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값이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 규정

된 절대 최소값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B.3.2 참조).

6.1.6 재동작하지 않는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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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 전자식 및 기계식 스위치 시동기에 모두 적용한다.

6.1.3에서 규정한 회로와 안정기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6.1.6.1 전압 동작형 시동기

정격전압을 안정기 회로에 인가하고 램프를 정상적으로 시동 및 동작한다.

램프동작 30초 후, 인가전압은 정격전압의 85 %로 5초 이내에 낮춘다. 그리고 90초 동안 유지한다. 

램프는 정상 상태로 시동기의 방해 없이 낮은 전압으로 정상 점등을 유지해야 한다.

6.1.6.2 전류 동작형 시동기

정격전압을 안정기 회로에 인가하고 램프를 정상적으로 시동 및 동작한다.

램프동작 30초 후 램프전류를 KS C IEC 60081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서 공칭 램프동작전류의 

80 %로 5 초 이내에 낮춘다. 그리고 90 초 동안 유지한다. 램프는 시동기의 방해 없이 정상 점등을 

유지해야 한다.

6.1.7 최대 예열전류 (시동 불량 램프)

과도한 예열전류로부터 램프의 음극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약 양호한 램프가 시동하지 않는다면, 기

계식 및 전자식 스위치 시동기에 대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시동기를 정상적인 동작회로에 연결하고 안정기 정격전압의 106 %를 인가하였을 때, 스위치를 켠 

후 60초 동안 음극을 통하여 흐르는 전체 유효전류는 KS C IEC 60081 및 KS C IEC 60901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 규정된 램프 공칭전류의 11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비활성 램프를 사용하거나 실제 음극과 함께 두 개의 분리된 램프 종단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6.1.8 시동기 기능의 정지

제조자나 판매자가 시동기에 차단기를 추가하여 회로에서 분리되도록 하였다면 다음의 시험을 실시

한다.

안정기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비활성 램프를 사용하거나 두 램프로 한 쪽 음극만을 사용하여 회로

를 구성한다. 전원 인가 후 5분 이내에 차단기가 동작하여야 한다. 

6.2 내구성 시험

6.2.1 시험 시편의 수

시험 시료의 개수는 6.1의 시험을 통과한 3개의 시동기로 시험한다. 

6.2.2 시험 조건

시험할 시동기를 정상 사용 상태로 결선하고, 사용 램프는 허용범위의 최대 전력의 램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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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동기의 최고 표면온도 에서 동작시킨다. 이때 사용하는 안정기는 부속서 A의 요구사항

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전압은 안정기의 정격전압을 인가한다.

시험하는 동안 램프에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하고 다시 실시한다.

6.2.3 도구 없이 교체 가능한 시동기

이 시험은 4분을 주기로 6,000회 실시한다. 각 주기 동안 전압 인가시간은 90 ± 30초로 인가한다. 

12시간 시험을 하고 30분간의 휴지시간을 적용한다. 

6.2.4 교체 불가능한 시동기

이 시험은 4분을 주기로 25,000회 실시한다. 각 주기 동안 전압 인가시간은 90 ± 30초로 인가한다. 

12시간 시험을 하고 30분간의 휴지시간을 적용한다. 

6.2.5 적합 조건

이 시험 후 6.1.4 부터  6.1.7의 시험을 반복한다. 

시동기 1 개가 부적합이면 새로운 3개의 시료로 시험하여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6.3 비활성 램프 시험

6.3.1 시험 시편의 수

시험 시료 개수는 6.2의 시험에 사용하지 않은 3개의 시동기며,  6.1에 만족하는 시동기로 실시한다.

6.3.2 시험 조건

6.3.5의 시험을 제외하고 시험할 시동기를 정상 사용 상태로 결선하고, 비활성 램프를 연결한다. 그

리고 시동기의 최고 표면온도 tc에서 동작시킨다. 사용 램프는 허용범위의 최대 전력의 램프와 그에 

적합한 안정기를 사용한다. 

이 때 사용하는 안정기는 부속서 A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전압은 안정기의 정격전압을 인가한다. 각 램프의 음극에 대체 저항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저항 

값은 KS C IEC 60081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 있다. 

6.3.3 차단기가 없는 기계식 스위치 시동기

시동기를 3시간 연속 동작시킨 후 6.1.4부터 6.1.7에 규정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동기를 5시간 연속 동작시켰을 때 접점이 녹지 않아야 하며 커패시터가 고장 나지 않아야 

한다.



KC 60927:2021

- 11 -

6.3.4 차단기가 없는 전자식 스위치 시동기

도구 없이 교체 가능한 시동기는 8시간 연속 동작 후 6.1.4에서 6.1.7까지의 시험을 실시한다. 

교체 불가능한 시동기는 40시간 연속 동작 후 6.1.4부터 6.1.7에 규정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3.5 열적 차단기 및 기계식 스위치 시동기

제조자에 의해 온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최대, 최소 온도는 − 20 ℃와 80 ℃로 한다. 시동기는 

5 분 동안 “켜고(on)”하고 10분 동안 끊는다(off).

단지 시동기만 이 온도에서 행하고 램프와 안정기는 상온을 유지한다. 

“on”주기의 5분 동안 시동기의 차단기를 동작해야 한다. 그 동안 리셋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수동 리셋 차단 기능을 갖는 시동기는 앞에 나와 있는 최소 온도와 최대 온도에서 각 20회씩 수동으

로 리셋한다.

주 스위치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 리셋 차단기를 갖는 시동기는 앞의 방법으로 최소 온도와 최대 온

도에서 각각 500회씩 실시한다.

이 시험 후 6.1.4에서 6.1.7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6.3.6 전자식 차단기와 전자식 스위치 시동기

이 시험의 한 주기는 4분으로 한다. 한 주기 동안 전압은 90 ± 30초를 인가한다. 

시험 주기는 시험기관과 제조자 간의 협의하여 조절될 수 있다. 

전체 시험 주기는 적어도 500회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on” 구간 동안 차단기가 동작하여야 한

다. 

이 시험 주기의 최종 단계에서 6.1.4에서 6.1.7에 규정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3.7 적합조건

6.3.3부터 6.3.6의 적합성 시험에서 1개가 부적합이면 새로운3 개의 시료로 시험하여 모두 합격하여

야 한다. 

7 점화기의 성능 요구사항

이 절은 저압 나트륨 램프, 고압 나트륨 램프 및 메탈 할라이드 램프에 사용되거나 이러한 램프와 

안정기에 대해 유사한 램프와 함께 사용되는 점화기의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KS C IEC 

60192, KS C IEC 60662, KS C IEC 61347-2-9, KS C IEC 61167, KS C IEC 609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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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시동시험

7.1.1 시험 시편의 수

시험은 다른 시험을 하지 않은 2개의 시료로 실시한다.

7.1.2 시험 조건

시험할 점화기를 정상 동작 상태로 연결한다.

점화기는 해당 안정기와 램프가 함께 연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하나 이상의 램프 형태와 정격전력 

범위를 갖는 다중 정격 점화기의 시험은 램프 형식과 정격전력에 대해 각각 시험을 한다. 

시험에 사용하는 안정기는 관련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1.3 적합 조건

이 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점화기는 7.1.4  ~  7.1.7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1개가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 새로운 다른 2개의 점화기 모두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7.1.4 개폐 속도

이 시험은 램프 없이 실시한다.

정격전압의 0.92배의 전압을 회로에 인가한다.

적어도 30초 동안 1회 이상 시동 동작을 해야 한다. 

7.1.5 펄스 전압

펄스전압의 측정은 7.1.2에 따라 회로를 연결하고 램프를 연결하지 않는다. 회로는 그림 1을 사용한

다. 

정격 온도범위에서(별도의 제조자의 언급이 없다면) 최대 1,000 pF의 콘덴서를 부하에 연결하고, 정

격전압의 0.92 배를 인가하였을 때 발생되는 펄스전압(점화기나 점화기−안정기 조합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제조자가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그림 1에서 설명한 정전 전압계 대신에 다음 메모리 오실로스코프를 고압 프로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 입력 저항 ≥ 100 MΩ

- 입력 커패시턴스 ≤ 15 pF

- 대역폭 ≥ 50 MHz

불확실한 경우 정전 전압계를 이용한 측정방법이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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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트리거형 점화기의 반복률, 펄스 위치, 펄스의 높이와 나비

세부사항은 제정 중이다. 

이 시험은 오실로스코프와 고압 프로브로 측정하며 요구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입력 저항 100 MΩ

- 입력 커패시턴스 5 pF

- 대역폭 50 MHz

7.1.7 비트리거형 점화기의 이그니션 에너지

비트리거 점화기의 점화 에너지는 그림 2의 회로로 측정한다. 요구사항은 제정 중이다.

저압 나트륨 램프 점화기의 회로 및 값은 제정 중이다.

7.2 비재동작 레벨

점화기는 램프가 점등된 이후에 동작해서는 안 된다.

7.의 시험에 합격한 두 점화기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정격 램프와 정상 동작 상태의 점화기를 시동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동작시킨다.

기능이 램프전압에 의존하는 점화기의 경우, 인가전압을 정격전압의 85 %까지 연속적으로 줄인다. 

1분 후 점화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정격 램프전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안정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램프동작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능이 램프전류에 의존하는 점화기의 경우, 램프전류를 정격 램프전류의 80 %까지 연속적으로 줄인

다. 

점화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1분 후 정격 램프전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안정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램프동작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조자의 별도 사항이나 점화기가 시동 기능 이외의 램프동작과 관련한 추가 기능이 있을 경우 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램프가 결함이 있는 경우, 점화기 회로를 따라 흐르는 전류는 1 분 후에 정격 램프전류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7.3 내구성 시험

7.3.1 시험 시편의 수

7.1과 7.2의 시험에 합격한 2개의 점화기와 7.3.2의 시험을 위한 2개의 점화기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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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시험 조건

이 시험은 2개의 점화기를 시험하며, 적합한 구동장치와 함께 정상 사용 상태로 연결한다. 시험전압

은 구동장치 정격전압의 1.06 배를 인가한다. 점화기는 최대 온도 에서 그리고 램프가 연결되

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 동작을 해야 한다. 한 쪽의 점화기는 허용 최대 콘덴서 부하에 연결하고, 다

른 한 쪽은 무부하로 하여 시험한다.

수명시험을 하는 구동장치는 부속서 A에 적합해야 한다. 내구성 시험 중 구동장치가 고장 나면 교체

한다. 

방전 램프에 직렬로 연결되도록 하는 점화기 시험은 최대 외함 온도가 에 도달하고 램프의 정

격 전류가 부하되는 조건에서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램프를 사용하기 위한 점화기의 경우 

가장 높은 전류 값을 사용해야한다.

7.3.3 교체 가능한 스위치가 없는 점화기

30일(720시간) 연속 동작시험 후 점화기는 7.1.4부터 7.1.7 및 7.2에 적합하여야 한다.

7.3.4 도구 없이 교체 가능한 스위치가 있는 점화기

30일(720시간) 연속 동작시험 후 점화기는 7.1.4부터 7.1.7 및 7.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하는 동안 교체 가능한 스위치가 고장이 생길 경우, 6회까지 교체 가능하다. 7회 이상 교체하면 

시험은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이 시험 후 새로운 스위치를 달고 점화기는 7.1.4부터 7.1.7 및 7.2에 적합하여야 한다.

7.3.5 차단기를 추가로 갖는 점화기

점화기는 정격전압에서 램프가 없이 동작한다. 만약 제조자가 명시한 온도범위가 없다면 최대와 최

소 온도는 각각 -20 ℃와 80 ℃에서 시험한다.

차단기는 20분 안에 동작하여야 한다.

수동식 리셋 차단기를 가진 점화기는 최대 온도와 최소 온도에서 각각 20회 시험을 수행한다.

스위치 작동기와 같은 자동 리셋 차단기를 갖는 시동기는 앞에 나와 있는 최소 온도와 최대 온도에

서 각각 500회씩 실시한다.

이 시험 후에 7.1.4부터 7.1.7 및 7.2로 확인한다.

7.3.6 적합 조건

7.3의 내구성 시험을 한 후 77.1.4부터 7.1.7 및 7.2에 만족한다면 점화기는 적합하다. 

1개가 부적합인 경우, 새로운 2개의 점화기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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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전압은 7.1.5와 같이 내구성 시험 전후에 측정된다. 측정된 값의 변화는 ±1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a) 회로

   b) 부품

1. 고압 다이오드

차단 전압             URM ≥ 25 kV

정격전류              IFAVM ≥ 1.5 mA

주기적인 피크전류     IFRM ≥ 0.1 A

애노드/캐소드 커패시턴스 Ca/k ≤ 2 pF

비고  적합한 부품의, 예를 들면 CTV 수신기용 GY 501의 고압 정류기를 사용한다.

2. 고압 커패시터

커패시턴스           C = 500 pF

정격전압          U ≥ 6.3 kV

위상차(10 kHz에서)     tan δ = 20ㆍ10−3

3. 고압 측정 장치

정전 전압계            0 kV  ~ 6 kV

완전 편향 커패시터     <15 pF

항복전압               >10 kV

정 확 도 1등급 또는 그 이상

4. 방전 저항              1 MΩ

5. 방전용 단락회로 소자

6. 고압 접속선으로

7. 중성선 도체로

비고  A와 B,  C와 D 사이의 누설저항은 1013 Ω보다 커야 한다.

그림 1 ― 시동장치의 피크전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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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회로

   b) 부 품

1. 차단 커패시터

커패시턴스              0.1 mF

커패시턴스의 허용오차   ±5 %

정격전압                ≥1,000 V

위상차(10 kHz에서)      tan δ = 20ㆍ10−3

펄스 부하용량           ≥100 V/ms

2. 고주파수 측정에 적합한 전류 측정 장비

전류범위                0 mA ~ 150 mA

최대 편향 표시 오차     <3 %
측정 장비의 내부 저항   Ri = 10 W

3. 고압 접속선으로

4. 중성선 도체로

그림 2 ― 비트리거형 시동장치의 점화 에너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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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규  정)

수명시험용 안정기

시동장치의 수명시험용 안정기는 다음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안정기는 램프의 시동조건과 관련 안정기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정격전압을 인가할 때 램프 단자의 시방은 관련 램프표준의 규정 값의 ± 2 %를 넘는 편차를 가져

서는 안 되며, 램프의 소비전력은 정격의 ± 4 %를 넘어서는 안 된다. 

c) 음극 예열 램프의 경우, 정격전압에서 예열전류(단락전류)는 KS C IEC 60081의 2.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의 공칭 값보다 ± 10 %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d) 비음극 예열 램프의 경우, 정격전압에서 단락전류는 KS C IEC 60923에 규정된 값으로부터 X %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비고  X는 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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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참  고)

전자 스위치를 갖는 전자식 시동기의 시동조건 설명

B.1 서 론

6.1.5의 시동조건에 대한 요구사항과 램프 데이터 시트에 주어진 관련 데이터는 전자식 시동기에 사

용되어 여러 가지 램프시동방법을 나타낸다.

이 시동방법은 일반 글로 스타터 회로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속서는 램프 데이터 시트의 데

이터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다.

B.2 램프시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

형광램프의 시동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물리적 현상

B.2.1 음극 예열

예열전류와 적용시간

B.2.2 개방회로 전압

램프 점등 순간 및 예열을 하는 동안의 램프전압과 시동 보조 장치의 전압

B2.3 환경조건

대기 온도ㆍ습도

B.2.4 램프 물리적 조건

봉입 가스와 압력, 램프의 크기, 내부 도체 필름 포함

B.2.5 전원과 등기구

동작 주파수, 시동 보조 장치의 치수와 간격

이 특성들은 복잡하게 상호 작용을 하며, 올바른 조합이 되지 않으면 램프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램프 수명 단축, 램프 수명에서 시동 횟수 주기 감소, 램프의 밝기 감소).

B.3 “시동기를 갖는” 램프의 시동방법

KS C IEC 60155에 규정된 글로 스타터는 내부 가스 방전에서의 열 영향에 의한 바이메탈 접촉에 

의하여 동작한다.

글로 스타터가 접촉될 때 단락전류(즉 개방회로 전압과 회로 임피던스의 계수)가 흐른다. 이 전류는 

거의 전류의 직류 성분에 의하여 포화된다.

램프 양끝의 개방회로 전압은 글로 스타터가 접촉하는 동안 결코 안정기의 개방회로 전압(일반적으

로 인가전압과 같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전압은 가열되지 않은 음극들을 손상시키는 글로 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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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안으로 유도하는 수준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값이다.

램프 시동전압은 글로 스타터 접점이 떨어질 때 안정기에서 자기장의 소멸로 인한 펄스의 형태로 만

들어진다. 그러므로 램프 양단의 고전압은 램프 음극을 통하여 예열될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자식 시동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극 예열전류와 램프 시동전압을 공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방향의 전류/전압 공급이나 높은 주파수의 전류, 전압 등이다.

전자식 시동기는 높은 기술적 특성을 얻도록 설계할 수 있으므로, 시동 특성이 개선된 규정, 측정 및 

평가의 방법들을 빈번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 때 제어해야 할 변수는 다음과 같다.

a) 음극 전체 가열에너지

b) 음극예열 전과 후의 램프 양끝 전압

다음의 특성을 관찰하여야 한다.

a) 음극이 전자 방출에 도달하기 전, 램프 양끝 사이의 개방회로 전압이나 시동 보조기 사이의 전압

은 음극이 글로 전류에 의한 손상을 야기하는 레벨 아래로 유지되어야 한다. 

b) 음극이 전자 방출에 도달된 후, 램프 양끝의 개방회로 전압은 반복된 시동 없이 빠르게 램프가 

시동되도록 적당한 값이어야 한다.

c) 개방회로 전압이 램프시동이 일어나도록 상승하여 음극이 방전에 도달해야 한다면, 음극이 방전 

온도에 도달하는 동안 전압은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화해야 한다. 

d) 음극예열전류가 흐르는 동안 열 방출이 일어나도록 적당한 전류가 흘러야 한다. 그러나 음극이 

과열하여 물질 방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램프시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안 음극에 계속해서 전류가 흐른다거나 램프시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 적용한다.

B.4 램프 데이터 시트에 주어진 요구사항과 정보의 설명

B.4.1 유효 가열전류의 최소값

주어진 음극형식을 최소 방사 온도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열의 총량은 시간, 전류 그리고 주어진 

음극형식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식에 따른다.

여기서

te：방출까지 시간(초)

비고  일반적으로 0.4 초보다 작은 시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험으로 나타난 예열 

음극 값이 실제 항상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a：특정 음극형식에 대한 정수



KC 60927:2021

- 20 -

ik： te 시간 동안 필요한 최소 유효 가열전류

im：시간이 충분하다면(예를 들면 가열 전부터 30 초 이상) 방출하기 위해 필요한 유료 가열전류

의 절대적 최소값

정수 값 “a”와 절대 최소 전류(im)는 저항을 대치한 음극의 값과 함께 각각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 

주어져 있다. 

유효 가열전류의 최소값(ik)은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의 식에 의해서 구한 te값을 측정값으로 대치하

여 계산한다.

B.4.2 최대 유효 가열값

경험적인 값으로 높은 유도 가열전류는 음극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0.4초 이내를 적용한다. 그러

나 높은 레벨의 전류는 0.4초 이상의 배수로 2.0초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이 레벨

은 실제 글로 스타터에 쓰이는 50/60 Hz값보다 크게 벗어나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효 가열전류의 최대 레벨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저항 값으로 대치된 값과 함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에 주어져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설계도는 그림 B.1에 나타나 있다. 

B.5 개방회로 전압과 천이시간 (ts)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의 데이터는 시동 보조기를 요구하는 시스템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서 주어져 있다. 

정확한 시스템은 시험 시작 전에 정의한다.

개방회로 전압은 많은 방법으로 생성된다. 예를 들어 단방향 펄스, 높은 주파수 진동 등이다. 그러므

로 관련 KS 표준의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만 가지고 이러한 특성을 평가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개방회로 전압이 시간 te에서 상승하였을 때 만약 음극 가열이 te에 종결되었다면 시간 ts는 100 ms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0 ms보다 큰 천이시간은 천이시간 동안 음극에 방출이 일어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램프 음극이 te 시간 동안 방출을 하였다면 천이/램프시동 위상 동안에 유효 가열전류는 절대 최소값 

im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te 시간 전에 도달하는 개방회로 전압의 최대값과 te 후의 최소 개방회로 전압은 관련 램프 데이터 시

트에 따른다. 

어떤 램프형식에 대하여 관련 램프 데이터 시트는 시간 te가 도달한 후에 규정되는 개방회로 전압의 

최소 값보다 높거나 같은 값에 도달하는 te 시간 전의 최대 개방회로 전압의 값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램프형식들에 대하여 설계된 시동기들은 이들 램프를 올바르게 시동시키기 위하여 개방회로 

전압을 상승시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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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사항의 설계도는 그림 B.3.1과 B.3.2에 기술되어 있다.

B.6 측정 요구사항

전자적 시동기의 사전시동과 시동 특성은 정상 상태 정현파 전류와 전압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측정장치와 이런 상태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공급한다.

“유효 가열전류” 항은 유효 시간으로 표시된다(즉 시간 t 에 대한 전체 에너지). 그리고 실효전류 포

락 파형의 변화 값은 전류의 제곱의 적분 값에 의한 정상 실효전류에 주기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한

다.

많은 경우에 단순히 동일한 총 가열효과를 주는 최소 정상 상태 실효 값과의 비교에 의한 요구사항

에 맞는 실효전류 포락의 변화로부터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B.7 전자 스위치에 의한 고주파수 전압 발생에 대한 예방 

B.7.1 보조 장치

개방회로 전압의 고주파 구성요소는 사용 주파수에 의존하는 시동 과정 동안 시동 보조 장치에 상당

히 높은 전류를 유도시킨다.

이러한 경우 높은 시동 보조 장치 전류를 피하기 위하여 램프와 램프시동 보조 장치 사이의 최소 거

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B.1 ― 전자스위치를 갖는 전자 시동기의 음극 가열전류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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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6.1.5.3에 따르는 시동기.  ip의 실효 값의 변화는 결코 정상 상태의 실효전류 ik (시간 te에)값 이

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전류 ip의 실효 포락 파형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예시 2

6.1.5.3에 따르지 않는 시동기. 실효전류 ip값의 변화는 단지 정상 상태 실효 전류 값 ik (te에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 te 전에, 전류 ip의 실효 포락 파형은 다음의 값을 사용한다.

그림 B.2 ― 유효 가열전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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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6.1.5.3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는 시동기가 있을 수 있다. 전류 ip의 실효 값의 변화는 주기 te 
시간의 일부분 동안 te에서 정상 상태 실효 전류 값 ik (시간 te에서)의 값을 초과할 수 있다. 에너

지 측정과 계산은 다음 식에서 정한다.

시간 te 동안 가열전류의 변화에 의한 전체 가열효과는 똑같은 가열효과를 얻는 te 시간의 정상 상

태 실효 전류 값 ik 값보다 커야 한다.

가능한 보기 3가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B.2 ― 유효 가열전류의 설명(계속)

그림 B.3 ― 개방회로 전압이 상승할 때 예열전류가 끊어지는 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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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4 ― 개방회로 전압의 천이시간이 100 ms보다 긴 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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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

(참  고)

제품 수명 및 고장률 평가에 대한 가이드

C.1 서로 다른 전자 제품들의 수명과 고장률을 사용자가 유효하게 비교하도록 하기 위하여 C.2와 

C.3에 규정한 데이터를 제조자 카탈로그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C.2 정상 동작조건들과 공칭전압 또는 최대 정격전압 범위에서 측정한 전자 제품의 최대 표면온도, 

기호 (t −제품 수명) 또는 제품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최대 온도에서 50,000시간의 수명

을 가져야 한다.

비고  국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40,000시간을 적용한다.

C.3 최대 온도 (C.2에 정의된)에서 연속적인 동작을 하는 전자 제품의 고장률. 고장률은 고장 

시간의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4 C.2 와 C.3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 방법(신뢰성 분석과 수학적 분석 등)에 대하여 제조자는 

요구에 따라 방법의 세부 항목이 포함된 포괄적인 데이터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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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 한국산업표준과 단일화의 취지

1. 개요

 이 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표

준인 한국산업표준(KS)을 최대한 인용하여 단일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이다. 

2. 배경 및 목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의 기준은 2000년부터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안전성 규격을 도입․인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또한 한국산업표준도 2000년부터 국제

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규격의 내용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중복인증이 발생하였으며,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의 단일화는 기업의 인증대상제품의 인증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

이며,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과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

산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였다.  

3. 단일화 방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동일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간단히 전기용품안전

기준으로 채택하면 되겠지만, 전기용품안전기준은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국내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기준을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변경함으로써 한국

산업표준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단일화 방향을 두 기준 모두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고자 한다.

 안전기준에서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개정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변경된 

기준은 별도의 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비교하여 한국산업표준의 최신판일 경우는 한국산업표준의 내

용을 기준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을 개정키로 하며, 이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구판은 병행

적용함으로서 그간의 인증받은 제품들이 개정기준에 맞추어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서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판번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최신판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그 내용을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신속하

게 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유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도 제정요청하고, 아울러 

필요시 국제표준에도 제안하여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한다. 

4. 향후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중복시험 항목을 없애고 단일화 함으로써 표준과 기준의 이원

화에 따른 중복인증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KS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

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증기구는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표준과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에 신속히 대응함으

로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인증에 애로사항을 감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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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추가․대체항목 해설

 이 해설은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을 채택함에 있어 추가․대체하는 항목을 적용하는 데 

이해를 돕고자 주요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규격의 일부가 아니며, 참고자료 또는 보충자료로만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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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조명기기 분야 전문위원회

 

원안작성협력 : 시험 인증기관 담당자 연구포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람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및 제품안전정

보센터(http://www.safety.korea.kr)를 이용하여 주시고, 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9)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안전기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  원  장)

 (위      원)

  

  

  

  

 (간      사)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강성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

  

  

http://www.kats.go.kr
http://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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