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 회로 차단기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1489-M
1492-SPM
1492-D
188-J, -K
1492-R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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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M 회로 차단기

1492-SPM 보조 보호기

이중 터미널로 배선/버스바  
유연성 향상 및 양쪽의 

클램프로 연결 신뢰성 개선

DIN 레일 장착에 적합

표시 창에 접점 상태 표시  
적색: 닫힘, 녹색: 열림

배선 누락을 방지하는 
터미널 설계

스크래치 및 솔벤트  
내성 프린팅

우측 장착 전압 트립 장치, 보조  
및 신호 접점 허용

IP20 핑거 세이프 설계 
(모든 면)

이중 터미널로 배선/버스바  
유연성 향상 및 양쪽의 

클램프로 연결 신뢰성 개선

돔에 잘 보이도록 표시된  
승인 마크

DIN 레일 장착에 적합

표시 창에 접점 상태 표시 
적색: 닫힘, 녹색: 열림

배선 누락을 방지하는 
터미널 설계

스크래치 및 솔벤트  
내성 프린팅

IP20 핑거 세이프 설계 
(모든 면)

다양한 우측, 좌측, 및 
공간 절약형 하단 설치 
액세서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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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D 소형 회로 차단기

188-J, -K 지역 회로 차단기

IP20 핑거 세이프 설계 
(모든 면)

스크래치 및 솔벤트  
내성 프린팅

다양한 우측, 좌측, 및 공간 절약형 
 하단 설치 액세서리 허용

DIN 레일 장착에  적합

돔에 잘 보이도록 표시된  
승인 마크

IP20 핑거 세이프 설계 
(모든 면)

스크래치 및 솔벤트  
내성 프린팅

배선 누락을 방지하는 
터미널 설계

다양한 우측, 좌측, 및 공간 절약형 
 하단 설치 액세서리 허용

DIN 레일 장착에 적합

표시 창에 접점 상태 표시  
적색: 닫힘; 녹색: 열림

돔에 잘 보이도록  
표시된 승인 마크

이중 터미널로 배선/버스바  
유연성 향상 및 양쪽의 

클램프로 연결 신뢰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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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RCDA 잔류 전류 장비

DIN 레일 장착에 적합

이중 터미널로 배선/버스바  
유연성 향상 및 양쪽의 

클램프로 연결 신뢰성 개선

스크래치 및 솔벤트  
내성 프린팅

IP20 핑거  세이프 설계 
(모든 면)

돔에 잘 보이도록 표시된  
승인 마크 배선 누락을 방지하는 

터미널 설계

장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푸쉬 버튼

표시 창에 접점 상태 표시   
적색: 닫힘, 녹색: 열림

우측 설치 보조 및  
신호 컨택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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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llen-Bradley UL 489 소형 회로 차단기 제품군은 
확장된 전류 범위, 견고한 레이저 프린팅, 오랜 수명이 특징입니다.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489-A 치수(mm) 1489-M

1489-A 
(1P)

1489-M  
(1P)

W 17.5 17.5

H 105 111

D 70 69

정격, 인증 및 특징 비교

정격 전류 0.5…40 A 정격 전류 0.5…63 A

트립 곡선 – C, D 트립 곡선 – C, D

차단 용량
UL: 14 kA – C 곡선: 15-25 A; D 곡선: 13-20 A 

10 kA 다른 모든 정격 전류 
IEC: 15 kA

차단 용량
UL: 10 kA; IEC: 15 kA

UL 정격
1P: 277V AC (0.5…32 A); 240V AC (35…40 A);

2P, 3P: 480Y/277V AC (0.5…32 A); 240V AC (35…40 A)
1P: 48V DC; 2P: 96V DC

IEC 정격
1P: 240V AC; 2P, 3P: 415V AC

UL 정격
1P: 277V AC (0.5...40 A – C 곡선/0.5…35 A – D 곡선);  

240V AC (50…63 A – C 곡선/40…63 A – D 곡선);
2P, 3P: 480Y/277V AC (0.5…40 A – C 곡선/0.5…35 A – D 곡선);  

240V AC (50…63 A – C 곡선/40…63 A D 곡선)
1P: 48V DC; 2P: 96V DC

IEC 정격
1P: 230V AC; 2P, 3P: 400V AC

UL 489/CSA C22.2 No. 5.1/EN 60947-2 UL 489/CSA C22.2 No. 5.1/EN 60947-2/GB 14048.2

UL Listed/CSA Certified/CE Marked/VDE Certified UL Listed/CSA Certified/CE Marked/VDE Certified/ 
CCC Certified/RoHS Compliant

링 단자 – 제공 링 단자 – 출시 시 제공 안 함

2선 UL 정격 1선e AWG 18…4; 2-4선 AWG 18…10 슬롯 당 최대 2선

IP20 전면 IP20 모든 면

액세서리 옵션

보조/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좌측 마운트 보조 접점, 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우측 마운트

로크아웃 장치: 단일 설계 로크아웃 장치: 1극 및 다극 설계

버스 바: 절단 불가, A 시리즈 버스 바: 절단 불가, D 시리즈(카탈로그 넘버 변경)

참고: 구형 액세서리 및 버스 바를 신형 액세서리 및 버스 바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로 트립 보조/신호 접점 로크아웃 장치 버스 바



7 • 소형 회로 차단기 마이그레이션

새로운 Allen-Bradley UL 1077 보조 회로 차단기 제품군은  
다양한 액세서리, 견고한 레이저 프린팅, 오랜 수명이 특징입니다.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492-SP 치수(mm) 1492-SPM

1492-SP 
(1P)

1492-SPM 
(1P)

W 17.5 17.5

H 80 88

D 70 69

정격, 인증 및 특징 비교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격 전류 0.5…63 A(D 곡선 50 및 63 A IEC만 해당) 정격 전류 0.5…63 A

트립 곡선 – B, C, D 트립 곡선 – B, C, D

차단 용량
UL: 5/10 kA; IEC: 10/15 kA

차단 용량
UL: 5/10 kA; IEC: 15 kA

UL 정격
1P(+N): 277V AC

2P, 3P(+N): 480Y/277V AC
1P: 48V DC; 2P: 96V DC

IEC 정격
1P(+N): 240V AC; 48V DC
2P, 3P(+N): 240/415V AC

2P: 96V DC

UL 정격
1P(+N): 277V AC

2P, 3P(+N): 480Y/277V AC
1P: 48V DC; 2P: 96V DC

IEC 정격
1P(+N): 230V AC

2P, 3P(+N): 400V AC

UL 1077/CSA 22.2 No. 235/EN 60947-2/GB 10963 UL 1077 / CSA C22.2 No. 235 / EN 60947-2 / GB 14048.2

UL Recognized/CSA Certified/CE Marked/GL (Marine)/CCC Certified UL Recognized/CSA Certified/CE Marked/CCC Certified/ 
VDE Certified/RoHS Compliant

싱글 케이지 단자 설계 양방향 체결이 가능한 듀얼 케이지 단자

토크 
AWG 18…12: 21 in•lb 

AWG 10…8: 63.50 cm•lb 
AWG 6: 91.44 cm•lb

1선 AWG 18…6; 2선 AWG 18…10

토크 
AWG 18…16: 13.3 in•lb 
AWG 14…10: 17.7 in•lb 

AWG 8…4: 39.8 in•lb

1선e AWG 18…4; 2-4선 AWG 18…10 슬롯 당 최대 2선

보정 온도 30˚C 보정 온도 40˚C

IP20 전면 IP20 모든 면

액세서리 옵션

보조/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좌측 마운트
보조 접점, 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우측, 좌측 및 하단 마운트

로크아웃 장치: 단일 설계 로크아웃 장치: 1극 및 다극 설계

버스 바: 절단 가능, 1m, A 시리즈 버스 바: 절단 가능, 1m, A 시리즈

참고: 구형 액세서리를 신형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로 트립 보조/신호 접점 로크아웃 장치 버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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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llen-Bradley UL 1077 소형 회로 차단기 제품군은  
고압 DC 회로에서 과전류 및 단락 회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489-D 치수(mm) 1492-D

1489-D 
(1P)

1492-D 
(1P)

W 17.5 17.5

H 105 88

D 70 69

정격, 인증 및 특징 비교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격 전류 2…40 A 정격 전류 0.5…63 A

트립 곡선 – C 트립 곡선 – C

차단 용량
UL: 10 kA; IEC: 10 kA

차단 용량
UL: 10 kA; IEC: 10 kA

UL 정격
1P: 125V DC
2P: 250V DC

IEC 정격
1P: 250V DC
2P: 500V DC

UL 정격
1P: 250V DC
2P: 500V DC

IEC 정격
1P: 250V DC
2P: 500V DC

UL 489/CSA 22.2 No. 5/EN 60947-2 UL 1077/CSA CSA 22.2 235/EN 60947-2

UL Listed/CSA Certified/VDE Certified/ 
CE Marked/RoHS Compliant

UL Recognized/CSA Certified/VDE Certified/ 
CE Marked/RoHS Compliant

싱글 케이지 단자 설계 양방향 체결이 가능한 듀얼 케이지 단자

토크 
AWG 18…12: 21 in•lb 

AWG 10…8: 63.50 cm•lb 
AWG 6: 91.44 cm•lb

1선 AWG 18…6; 2선 AWG 18…10

토크 
AWG 18…16: 13.3 in•lb 
AWG 14…10: 17.7 in•lb 

AWG 8…4: 39.8 in•lb

1선e AWG 18…4; 2-4선 AWG 18…10 슬롯 당 최대 2선

UL 보정 온도: 40˚C 
EN/IEC 보정 온도: 30˚C

UL 보정 온도: 25˚C 
EN/IEC 보정 온도: 55˚C

IP20 전면 IP20 모든 면

액세서리 옵션

보조/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좌측 마운트
보조 접점, 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우측, 좌측 및 하단 마운트

로크아웃 장치: 단일 설계 로크아웃 장치: 1극 및 다극 설계

버스 바: 절단 가능, 1m, A 시리즈 버스 바: 절단 가능, 1m, A 시리즈

참고: 구형 액세서리를 신형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로 트립 보조/신호 접점 로크아웃 장치 버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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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llen-Bradley 지역 회로 차단기* 제품군은 2개의 차단 용량 옵션, 광범위한 
액세서리, 오랜 수명이 특징입니다.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및 유럽에서만 제공됨

188-A, -B 치수(mm) 188-J, -K

188-A  
(1P)

188-J 
(1P)

W 17.5 17.5

H 80 85

D 70 69

정격, 인증 및 특징 비교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격 전류 0.16…63 A 정격 전류 0.5…63 A

트립 곡선 – B, C, D 트립 곡선 – B, C, D

차단 용량(Icn) 188-A: 10 kA
차단 용량(Icn) 188-B: 6 kA

차단 용량(Icn) 188-J: 10 kA
차단 용량(Icn) 188-K: 6 kA

정격 작동 전압(Ue)
1P(+N): 230V AC

2P, 3P(+N), 4P: 400V AC

정격 작동 전압(Ue)
1P(+N): 230V AC

2P, 3P(+N), 4P: 400V AC

표준: EN 60898-1, GB 10963 표준: EN 60898-1, GB 10963

CE Marked/CCC Certified/RoHS Compliant CE Marked /CCC Certified/VDE Certified/RoHS Compliant

캘리브레이션 온도 30℃ 캘리브레이션 온도 30℃

싱글 케이지 단자 설계 싱글 케이지 단자 설계

IP20 전면 IP20 모든 면

액세서리 옵션

보조/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좌측 마운트
보조 접점, 신호 접점 및 분로 트립: 

우측, 좌측 및 하단 마운트

로크아웃 장치: 단일 설계 로크아웃 장치: 1극 및 다극 설계

버스 바: 절단 가능, 다양한 길이, C 시리즈 버스 바: 절단 가능, 다앙한 길이, D 시리즈(카탈로그 넘버 변경)

참고: 구형 액세서리를 신형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로 트립 보조/신호 접점 로크아웃 장치 버스 바

(그림은 188-A) (그림은 188-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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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llen-Bradley UL 1053 잔류 전류 장비 제품군은 감지되지 않는 접지 
폴트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MCB와 함께 사용됩니다.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492-RCD 치수(mm) 1492-RCDA

1492-RCD
(2P)

1492-RCDA 
(2P)

W 35 35

H 80 88

D 60 67

정격, 인증 및 특징 비교
(새로워진 제품 사양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격 전류 16…80 A 정격 전류 25…80 A

민감도 30…500 mA 민감도 30…500 mA

2P, 4P: IEC/EN 230/400V AC 2P, 4P: UL 480Y/277V AC 
IEC/EN 230/400V AC

EN 61008 UL 1053/ANSI/NFPA 70/EN 61008
CSA C22.2 No. 144/GB 16916

VDE Certified cURus Recognized/CE Marked /CCC Certified/VDE Certified/ 
RoHS Compliant

IP2X – 전면 IP2X – 단자/IP4X – 하우징

보조/신호 접점 보조/신호 접점 – 우측 마운트

4P 버전의 표시창 2P 및 4P 버전의 표시창

싱글 케이지 단자 설계 양방향 체결이 가능한 듀얼 케이지 단자

액세서리 옵션

보조/신호 접점: 우측 마운트 보조 접점 및 신호 접점: 우측 마운트

버스 바: 없음 버스 바: 절단 가능, 1m(RCD - 188-J, -K MCB 연결용)

참고: 구형 액세서리를 신형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신호 접점 버스 바



11 • 소형 회로 차단기 마이그레이션

FAQ

소형 회로 차단기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새로운 MCB 제품군은 향상된 기계적 작동 수명, 높아진 정격 전류, 다중 전도체(버스 
바 및 전선)의 연결을 향상시키는 특수 듀얼 단자 설계가 특징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DIN 레일 공간 없이 1492-SPM, 1492-D 및 188-J, -K의 하단에 설치하는 혁신적인 보조 
접점을 포함한 다양한 액세서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회로 차단기는 기존 제품과 비슷한 크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 회로 차단기의 극 폭은 구형과 동일하고 높이와 깊이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회로 차단기를 기존 회로 차단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버스 바를 사용할 경우 호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버스 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1489-M 및 188-J, -K 제품은 새로운 버스 바 시리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1492-SPM 및 
1492-D 버스 바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구형 회로 차단기와 신형 회로 
차단기를 같은 버스 바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설계된 회로 차단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액세서리 제품군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액세서리는 우측 마운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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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정 툴박스
강력한 제품 선정 및 시스템 구성 툴이 제품의 선정과 적용을 도
와 드립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en/e-tools

Allen-Bradley, LISTEN. THINK. SOLVE. 및 Rockwell Software 등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상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제품 선정 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필요에 따른 적합한 차단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선정 툴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이나 로크웰 공식 대리점을 통해 해당 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공식 대리점
웹 사이트에서 로크웰 공식 대리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rockwellautomation.com/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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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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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 Dimensions —  125 A, G-Frame

Cat. No. 140G-G-RMB or 140G-G-RMY Direct Rotary Operating Handle

Drilling: See Detail “A”

Min. door rotation radius

‡ Rotary handle operating mechanism on molded case circuit breaker♣ Door drilling template with direct rotary handle
♦ Required 25 mm insulating phase barriers provided

Cat. Nos. 140G-G-TLC13, 140G-G-TLC14 Terminals (Copper Only Lug)

‡ Front terminals 

Cat. No. 140G-G-MTL63, -MTL64 Terminal (Multi-Cable Terminal Lug)

♣ Required terminal covers with IP40 protection provided
∆ Terminal lugs for multi-cable connection

온라인 제품 디렉토리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는 제조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ttp://ab.rockwellautomation.com/Circuit- 
and-Load-Protection/Circuit-Breakers

세계 최대의 산업 자동화 전문 회사인 Rockwell Automation, Inc.(NYSE:ROK)는 고객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전세계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 브랜드인 Allen-Bradley®와 Rockwell Software® 제품은 뛰어난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