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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요 

KOREA  ELECTRIC  ASSOCIATION 4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요  01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요건의 기술사항 규정  

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요 

제 정 근 거 

전기사업법 제67조 

제 정 원 칙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3조 

위 탁 운 영 

• 전기사업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산업

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방지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 지장방지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애방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 · 신공법 개발, 활용 등에 지장방지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의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2007.11)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종합관리(조사 · 연구, 제 · 개정 검토 업무) 

•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 

•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지침 제 · 개정, 교육 · 홍보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 기술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1997) 

기술기준 활용 
 전기설비 설계 · 시공 · 감리 및 인 · 허가(사용전 검사)등 법적기준 

 건축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타법에서 전기설비 최소 안전기준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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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준기준의 연혁 

  『전기공작물 규정』 제정 (각령  :  1962.03.)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상공부령  : 1974.01.) 
     ※ 전기설비, 발전용화력설비, 발전용수력설비, 발전설비용접(4개분야)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상공자원부  :  1993.09) 
     ※ 전기설비, 발전용화력설비, 발전용수력설비, 발전설비용접(4개분야) 

  『전기설비기술기준』 통합 고시 (산업자원부  :  2006. 07.) 
      ※ 기존 4개 고시(총 432개 조문)를 1개 고시(161개 조문)로 단일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정 공고 (산업자원부  :  2006. 08.) 
      ※ 기술기준 국제화 개편(WTO TBT)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 하나의 예” 제시 
      ※ 전기설비 279개 조항 및 발전설비 258개 조항으로 판단기준 도입 

2000년 
이전 

2001년 
~  2007년 

2008년 
~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고시/공고 (매년) 
   ※ 전기설비, 발전용 화력·수력·풍력, 발전설비 용접 등 5개 분야 
   ※ 기술기준 177개 조항, 판단기준 640개 조항 구성 

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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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및 KEC 유지관리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 정부의 승인 후  

 절차(Due Process)에 따라  검토와 심의를 통해 고시 및 공고되어 산업계 전반에 적용 

제·개정 검토  
개정(안)작성 

기술기준 운영관리계획 수립 

조사·연구 
적합성 평가 

규정·지침 
개발 

국제/국가표준 
부합화 

기술기준자문 
(상담실 운영) 

기술교류협력, 
홍보, 교육 등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제·개정(안) 검토/심의 
제·개정(안) 산업계 의견수렴 및 확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고시·공고(정부) 

전력산업계  적용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감리·검사 및 유지관리) 

의견수렴 

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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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전기협회) 

발전전문위원회 전기전문위원회 

보일러분과위원회 

압력용기분과위원회 

배관분과위원회 

수력분과위원회 

용접분과위원회 

비파괴분과위원회 

내진기준위원회 

배전설비분과위원회 

접지설비분과위원회 

송변전분과위원회 

전기철도설비분과위원회 

피뢰설비분과위원회 

저압배선설비분과위원회 

특수설비분과위원회 

보호설비분과위원회 

분산형전설비분과위원회 

전력정보통신설비분과위원회 

실무연구팀(W/G) 실무연구팀(W/G) 

전문가 POOL 

한 국 전 기 기 술 기 준 위 원 회  

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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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조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6호, ‘18.1.10) 
   - 저압 범위 변경 
   - 적용 시점 : 2021.01.01 
 

KEC 제정 공고 
- 2018.03.09 산업부 공고 
- 적용 시점 : 2021.01.01 부터 

전기술비기술기준 제4조 개정 
(고시 제2018-26호, ‘18.3.9) 
 -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 
 - 적용 시점 : 2021.01.01 

 판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항의 전압 구분에 
  따른 적용 
-  2020.12.31까지 적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  정하여 고시 
 

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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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 기술기준 중장기 로드맵 및 KEC 목차(안) 개발 / KEC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12.11 :『KEC 제정 특별위원회』제1편 공통분야 개발 및 승인 

  ‘13.11 :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개발 및 KEC 제정 특별위원회 보고 

  ‘14.11 : 제3편 고압·특고압 전기설비분야 개발 및 KEC 제정 특별위원회 보고 

  ‘15.11 : 제4편 지능형전력망분야 개발 

 ‘16.08 : KEC 제정(안) 산업계 기술자문위원회 및 KEC 제정 특별위원회 심의 : KEC 체계 및 전압구분 확정   

 ‘16.12 : KEC 제정(안)  정부보고 

  ‘17.02 ~ 04 : KEC 제정(안) 기술검토 및 산업계 의견수렴  

     * KEC 제정(안) 의견 배포기관 :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126개 기관, 단체/개인 

      * 한전 등 29개 기관, 단체/개인 372건 검토 의견 회신 

  ‘17.03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부 제출 

    * 교류 1000V, 직류 1500V로 개정, 입법예고(8.29), 공포 ‘18.1.10(적용시점 ‘21.1.1) 

  ‘17.05~10 : 전문/분과 위원회 : KEC 제정(안)  의견 수렴에 대한  심의 및 확정( 78건/11건 부결) 

  ‘17.12 : KEC 제정  제출 및 공고(18.3. 9)  적용시점 ‘21.1.1 

 ~ ‘20 : KEC 공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 심의, KEC 개정(안) 산업부 제출 

 

KEC 제정 경과 

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요 

KOREA  ELECTRIC  ASSOCIATION 10 

KEC 구성 

제2장  

저압 전기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전원설비 

통칙 

안전을 위한 보호 

전선로 

배선 및 조명설비 

특수설비 

통칙 

안전을 위한 보호 

접지설비 

통칙 

전기철도의 
전기방식 

전기철도의 
변전방식 

전기철도의 
전차선로 

전기철도의 
전기철도차량 설비 

전기철도의 설비를 
위한 보호 

전기철도의 안전을 
위한 보호 

통칙 

전기저장장치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보일러 및 부속설비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 

배관 및 부속설비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탈황, 탈질설비 

가스화로 및 
부속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 

통칙 

댐 

수로 

수차 및 기타설비 

부속서 

전선로 

제1장  

공통사항 

일반사항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전력보안통신설비 

전선 

전로의 절연 

접지시스템 

피뢰시스템 

연료전지설비 

발전설비 용접시공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발전설비 내진 

통칙 총칙 

기계기구 시설 및 
및 옥내배선 

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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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주요내용 

KOREA  ELECTRIC  ASSOCIATION 12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2. (생략) 
3. 접지극의 매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생략) 
나.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해야 한다.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2. (생략) 
3. 접지극의 매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생략) 
나.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 
     기설비와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 
    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322.5 
     의1의“가”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개정 사유 ◈ 

 
  - 현행 판단기준과 같이 접지극의 매설깊이 규정에서 저압 접지공사를 제외함  
  - 판단기준에서 제1종, 제 2종 접지공사의 경우 접지극을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심도를 감안하여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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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접지극 매설 깊이 

판단기준 
∙ 동결깊이 및 대지전위 상승 고려 
∙ 1종, 2종 접지는 0.75 m 이상,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별도기준 

IEC 

저압설비(IEC 60364) ∙ 동결심도 고려, 수분, 건조 고려 

고압설비(IEC 61936) ∙ 대지전위 고려(별도기준 없음) 

피뢰설비(IEC 62305) ∙ 동결심도 고려, 최소깊이 0.5 m 

BS 7430 
∙ 토양온도를 고려하여 0.5 m 
∙ 전위경도를 고려하여 0.6 m 

NEC 70 ∙ 수분 영향이 없도록 함, 최소깊이 0.75 m  

NESC 
∙ 수분 영향, 동결한계선 이상 
∙ 접지극의 종류에 따라 0.45 ~ 2.45 m 

 접지극 매설 관련 규정 비교 

 국내 동결심도(KDS 47 10 25,철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국내 흙구조물에서 동결깊이는 최대 1.56m, 최소 0.17m(제주 제외) 

- 서울 0.59m, 거제 0.17m, 대관령 1.56m, 경남 거창 0.41m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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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213.2.2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 
(생략) 
 
 
 
 
 
 
 
 
 
 

213.2.2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 
(생략) 
 
 
 
 
 
 
 
 
 

◈ 개정 사유 ◈ 

 
 - 국제표준 부합화 규정으로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반영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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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214.2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214.2.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1 ~ 6. (생략) 
<신설> 

 

214.2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214.2.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1 ~ 6. (생략) 
7.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20 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
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
치를 각각 시설할 수 있다. 
 

◈ 개정 사유 ◈ 

 
  - KS C IEC 60364-4-42(저압전기설비 제4-42부: 안전을 위한 보호-열 영향에 대한 보호) 에서는 아크고장의 영향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KS C IEC 62606(사고아크 검출장치에 대한 일반 조건 )을 충족하는 장치 시설 시에는 최종 분기회로에 시설하도록 규정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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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년도 기준명 적용방법 적용 범위 

국제표준 

(IEC) 
2014 

IEC6 60364-

4-42 
권고 

 - 숙박시설의 구내 

 - 가공처리 또는 저장된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BE2) 

 - 가연성 건축자재가 있는 장소(CA2) 

 -  화재확산구조물(CB2) 

 -   소실 시 대체 불가능한 물품이 있는 장소 

미국 2002 
NEC 

(NFPA 70) 
의무 

 - 주택의 주방, 가족실, 식당, 거실, 응접실, 도서관, 침실(2002년), 일광욕실, 오락실, 옷장 

 - 기숙사의 침실 

 - 호텔 및 모텔의 게스트룸, 게스트실 

 - 주거 및 기숙사의 수정, 교체, 확장 

독일 2017 
DIN VDE 

0100-420 

의무 

 - 어린이, 장애인 또는 노인을 위한 주거 또는 보육시설의 거실, 침실 

 - 아파트의 거실, 침실 

 - 가공처리 또는 저장된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가연성 건축자재가 있는 장소 

 - 소실 시 대체 불가능한 물품이 있는 장소 

권고 

 

 - 침실 

 - 화재확산구조물(굴뚝효과, 강제환기 등) 

 - 고전력 기기(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영국 2018 BS 7671 권고 IEC 60364-4-42와 동일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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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 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등 난연성 케이블 또
는 기타 케이블(적 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 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 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등 난연성 케이블
(334.7의 1의“가”(1) (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 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 사유 ◈ 

 
 - 난연성 케이블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조건추가 
 - 시험방법 : KS C 3341 (2002)의 “6.12” 또는 IEC 60332-3-24(2003)(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제3-24부：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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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 조건 
1 ~ 5. (생략)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나. (생략) 
다. 트레이간의 수직 간격은 300 ㎜ 이상으로 설치하며 6단 이
하로 한다(단 케이블간 이격하여 설치 시에는 3단 이하로 하며 
비천공형의 경우 1단으로 설치한다).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나. (생략) 
다. 트레이간의 수직 간격은 300 ㎜ 이상으로 설치하며 3단 이
하로 한다. 
 
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나. (생략) 
다. 다단 설치 시에는 배면 방향으로 일단설치만 가능하며 트
레이 사이의 수평간격은 225 ㎜ 이상으로 설치한다.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 조건 
1 ~ 5. (생략)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 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
을 적용한다.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 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
을 적용한다. 
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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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나. (생략) 
다. 다단 설치 시에는 배면 방향으로 일단설치만 가능하며 트
레이 사이의 수평간격은 225 ㎜ 이상으로 설치한다. 

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 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
을 적용한다. 

◈ 개정 사유 ◈ 

 
 - 케이블트레이공사에서 트레이 간 수직, 수평 간격 및 단수 제한 삭제 
 - 트레이간 수직, 수평 간격 및 트레이 단수에 따른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의 표 B.52.20 및 B.52.21을 참고하여 설정 
 - KS C IEC 60287(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의 계산) 시리즈 참고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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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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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234 조명설비 
234.9 옥외등 
234.9.2 분기회로  
(공고와 같음)  
1. (공고와 같음)  
2. 옥내등 분기회로에서 옥외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는 인출

점 부근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옥
외등 배선의 인출구 이후의 전선길이가 8 m 이하일 경우
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다. 

234 조명설비 
234.9 옥외등 
234.9.2 분기회로  
(공고와 같음)  
1. (공고와 같음)  
2. 옥내등 분기회로에서 옥외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는 인출

점 부근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삭제> 

◈ 개정 사유 ◈ 

 
 - 옥내 분기회로에서 개폐기의 생략조건을 삭제 
 - 분기회로의 시설은 212.4.2(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212.4.3(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  212.5.2(단락보호장치의 설치위치),  
   212.5.3(단락보호장치의 생략 )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함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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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520 태양광발전설비) 
521 일반사항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1.~ 3. (생략) 
<신설> 

(520 태양광발전설비) 
521 일반사항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1.~3. (생략) 
4.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 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 V 초과  
   1500 V 이하인 시설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 
   치를 하여야 한다. 
 가.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351.1의 1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는 “가” 또는 341.8의 1의“바”에 의하여  시설하   
      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는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태양전지 모듈을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는 “나”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태양전지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25.11.2020 

12 

KOREA  ELECTRIC  ASSOCIATION 23 

◈ 개정 사유 ◈ 

 
  - 지붕형 태양광설비와 관련한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설 
  - 저압범위 확대(750Vdc → 1500Vdc,  2021.01.01. 시행)에 따른 현 고압범위 일부 현장에 대한 일반인 등의 안전확보 
  - 기존 고압설비에 적용되던 울타리 또는 2 m 이상의 안전거리를 규정하여 일반인의 접촉이나 접근을 방지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341.8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1. 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 마. (생략) 
 바.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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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522 태양광설비의 시설  
522.1 간선의 시설기준  
522.1.1 전기배선 
1.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522 태양광설비의 시설  
522.1 간선의 시설기준  
522.1.1 전기배선 
1.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라.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모듈의 배선은 과도과전압의 유도 
       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트링 양극간의 배선간 격 
       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 

◈ 개정 사유 ◈ 

 
  - 과도과전압 유도의 영향으로 태양전지모듈의 국부파손 또는 SPD/보호장치 소손 등 발생 가능성  
  - 낙뢰 또는 과도과전압의 영향으로부터 태양전지모듈 보호를 위한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시설하도록 규정 
  -  IEC 60364-7-712(Solar photovoltaic (PV) power supply systems)의 기술적 사항을 근거로 태양전지모듈 양극 간의 배선간격을  
     최소화 하여 회로면적을 줄임으로써 유기되는 과전압을 경감시키기 위함(국제표준 부합화)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25.11.2020 

13 

KOREA  ELECTRIC  ASSOCIATION 25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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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522.2.4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모듈의 지지물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522.2.4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모듈의 지지물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라.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 
      야 하며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 
      며, 모듈-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 
      지너트 등으로 체결할 것 

◈ 개정 사유 ◈ 

 
 -  구조물 설치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구제적 내용으로 신설 
 -  신재생에너지 설비원별 시공기준에 근거한 사항으로 구조물 설치 시 합당한 사항을 명문화 함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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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52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22.3.1 어레이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 
1. (생략) 
2. 역전류 방지기능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에 역전류 방지기능이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용량은 모듈단락전류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52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22.3.1 어레이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 
1. (생략) 
2. <삭제> 

◈ 개정 사유 ◈ 

 
 - KS C IEC) 60364-7-712(태양광 발전 시스템) 부합화 :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는 의무적 설치 대상이 아님. 
 -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의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Ⅱ.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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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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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기술지침 
 
 ▶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예제 부록 별도) 
 ▶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개정중)   
 ▶ 저압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기술지침(개정중)  
 ▶ 피뢰시스템 가이드 
 ▶ 비상전원 겸용 전기저장장치 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 전기저장장치 설계,시공,운영에 대한 기술지침(발간 예정) 
 ▶ 태양광발전설비 기술지침(발간예정) 

Ⅲ.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활성화 

◈ KEC 핸드북 : 개발완료, 보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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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 및 KEC 해설교육 

구분 과정명(2020년도) 

일반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해설 (전기분야) 

심화 A • 저압과 고압· 특고압 건축물 접지 및 피뢰시스템 시설기준 

심화B • 과전류·감전 보호 및 전선 허용전류 설계와 시설기준 

심화C • 신재생발전설비 설계와 시설기준 

심화D • 전기저장장치 및 태양광 발전설비 인증과 진단방법 

내진A •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내진B • 발전시설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http://kec.kea.kr)에서 온라인신청 

Ⅲ.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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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C 규정의 단독, 공통, 통합접지 

㈜ 타우이엔지 

141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KEC] 

3/32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해설 

▣ 계통접지란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 

    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성점 접지라고도 한다. 

▣ 보호접지란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 

    을 말한다. 

▣ 피뢰시스템이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근접하는 뇌격을 확실하게 흡인해서 뇌격 전류 

    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류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보호하는 것”이며 피뢰시스템 접지는 그러 

    한 피뢰설비에 흐르는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흘려보내기 위해 접지극을 대지에 접속 

    하는 설비를 말한다. 

   1. KEC 규정의 단독, 공통, 통합접지 

㈜ 타우이엔지 4/32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해설 

▣ 단독접지 

   1. KEC에 따르면 계통 접지방식에 따라 TN, TT 및 IT 접지방식이 표준으로 도입.  

     고압 또는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계통의 접지극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단독접지라하고, TT 및 IT 접지방식은 기본적으로 계통 접지극과 보호 접지극이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단독접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1-1]  TT 계통의 단독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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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C 규정의 단독, 공통, 통합접지 

㈜ 타우이엔지 5/32 

해설 

▣ 공통접지 

   1. 공통접지란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접지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이며 이때 접지저항 값은 가장 낮은 것을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 TT 및 IT계통의 접지방식에서 중성선과 보호접지인 저압측 외함을 접속하면 TN계통과 

     동일하게 되므로 적용시 주의해야 한다.  

 

[그림 1-2] TN 계통의 공통접지 방식 

   1. KEC 규정의 단독, 공통, 통합접지 

㈜ 타우이엔지 6/32 

해설 

    

 

 

 

 

 

 

 

 2. 국내의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고압이상을 수전 받는 수용가는 단독접지 및 공통접지  

    모두를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KEC 321 고압․특고압 접지계통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단독접지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독접지란 타 접지계통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접지극 간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나 여건상 타 접지계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격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이러한 이유로 해외의 경우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접지계통을 공통으로 접지 

      하는 공통접지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그림 1-3] TT 또는 IT 계통의 공통접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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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C 규정의 단독, 공통, 통합접지 

㈜ 타우이엔지 7/32 

해설 

  4. 공통접지에 관한 표준규격 적용은 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제1부:  

      공통규정) 10.접지시스템에 의한다. 

 

 ▣ 통합접지 

   1. 통합접지란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통합 

      하여 접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통합접지는 모든 접지시스템을 통합하여 접지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설비 간의 전위차를 해소하여 등전위를 형성하는 접지방식이다.  

   2. KEC에서는 142.5.2에서 통합접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KS C IEC 60364에서는 통합 

      접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IEC 61936-1-10.3 및 부속서 F에 언급된 글로벌 접지 

      시스템 (GES : global earthing system)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이는 엄격하게 말해서 

      통합접지라고 말할 수 없으나 전체계통을 등전위화한다는 개념은 통합접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8/32 ㈜ 타우이엔지 

    2.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설계 

2.1  고압 및 특고압 설비 접지설계의 기본 개념  

 KEC 321에 의한 고압․특고압 접지계통의 일반사항은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허용값 이

내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공통접지와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936-1(교류 

1kV초과 전력설비-제1부 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에 의하는 것으로 명기되었다.    

2.2  공통접지시스템 

   1.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KEC 142.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한다. 

    가.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저압 접지시스템이 고압 또는 

        특고압 접지시스템의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접지시스템은 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나.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접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⑴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의 접지시스템은 공통 및 통합접지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만, 공통 및 통합접지시스템이 아닌 경우 표 2-1에 따 

          라 각각의 접지시스템 상호 접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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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설계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을 분리하는 경우의 접지극은 고압 또는 특고압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을 허용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고압 변전소에 인접하여 시설된 저압전원의 경우, 기기가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접지 

         계통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통 또는 통합접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2-1] 접지전위상승 제한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의 상호접속의  

                  최소요건 

10/32 ㈜ 타우이엔지 

    2.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설계 

[그림 2-1] 스트레스 전압의 예시도  

- 25 -



11/32 ㈜ 타우이엔지 

    2.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설계 

2.3  KS C IEC 61936-1 접지설계 순서 

KS C IEC 61936-1 규정은 TC99의 적용범위인 교류 1[kV] 초과, 직류 1.5[kV]를 초과하

는 발변전소, 송․배전 및 수용가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전보호의 지표로서 IEEE 

std. 80규정과 마찬가지로 소요접지저항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접촉 및 보폭전압의 

한계전압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압 및 특고압 전력설비에서는 감전보호 지표로서 접촉 및 보폭전압이 이용되기 때

문에 감전보호를 평가하는데 감전전류보다 전압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감전

전류의 안전 한계를 심실세동을 일으키지 않는 허용 접촉전압값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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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IEC 61936 접지설계 순서 

[그림 2-2] 
접지시스템 설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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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S C IEC 61936-1 접지설계 예 

2.4.1 설계 DATA 

   ▣ 계통 전압 및 접지 방식  : 22.9kV/6.6kV/0.4kV ( 직접접지계통 적용) 

   ▣ 고장전류지속시간 (t)  : 0.5초 

   ▣ 최대 1선 지락전류 (If)  : 39.080 kA [2.6 지락 전류 계산 참조] 

 

 

       

   ▣ 대지저항률 (ρ )  : 50 Ω·m 

   ▣ 표토층 대지 고유 저항률 (ρS) : 4000 Ω·m 

   ▣ 표토층 두께(hS)  : 0.15m 

   ▣ 접지도체 매설 깊이 (h)   : 0.75m 

   ▣ 접지도체 및 접속방법   : 나연동선 

   ▣ 접지망 포설면적(m2)  : A=120x100=1200m3 

 

구  분 22.9kV 6.6kV 0.4kV 

고장전류 [kA] 24.875 8.809 3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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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계 계산 

2.5.1 현장 자료 

   ▣ 설계조건으로부터 접지망 포설면적 

       A = 120 × 100 = 12,000㎡ 

   ▣ 토양의 등가고유저항     ρ = 50(Ω․m) 

         (지질조사보고서 내용의 지층구조와 토양의 종류를 근거로 추정함) 

2.5.2 접지망 도체의 굵기 산정 

   ▣ 접지도체의 굵기 계산 

      접지도체의 굵기 계산에는 가장 큰 지락 전류값(0.4kV 계통의 지락전류 

      인 39.080kA)을 적용하고 KEC 142.3.2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접지도체의 

      규격을 선정한다. 

      여기서,  

         = 접지도체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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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S = 접지도체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 39.080(kA) 

         k =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 참조 

         t = 고장전류지속시간(sec) = 0.5sec 

 

 

 

 

 

 

 

 

 

   접지도체는 고장전류에 의한 용단, 기계적 강도 및 부식을 고려하여173.8(㎟) 

   보다 큰 규격제품인 185(㎟)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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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최대허용접촉전압 결정 

      어떠한 사고 시에도 최대허용접촉전압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최대허용 접촉전압 (KS C IEC 61936-1, 부속서 B 계산식 적용) 

 

[그림 2-3] KS C IEC 61936 

허용접촉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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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류경로가 왼손에서 양발일 때  

사람에 대한 교류전류(15Hz~10Hz)영향의 시간/전류 

영역(KS C IEC 60479-1 참조) 

[표 2-2] 건조상태, 넓은 접촉면적, 손에서 손으로의 전

류경로, 50/60Hz 교류에 대한 인체 총 임피던스 ZT 

(KS C IEC 6047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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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최대 지락 Grid 전류 

      1선 최대지락전류는 최대값인 0.4kV 계통의 지락전류값을 적용한다. 

2.5.5 예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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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타우이엔지 

    2.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설계 

2.5.6 접지망의 최대전위 상승(EPR) 계산 

2.5.7 최대 예상접촉전압 계산 

       KS C IEC 61936-1에서는 특별히 언급된 내용이 없으므로 IEEE 80 방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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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 타우이엔지 

    2.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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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예상접촉전압 < 허용접촉전압과의 비교 

       예상접촉전압 (529.72V])이 허용접촉전압 (984[V])보다 낮으므로 설계 완료 

2.5.9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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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KS C IEC 61936-1에 따른 접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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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력 계통도 및 퍼센트 임피던스 법 

2.6 1선 지락전류 계산 (% 임피던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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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의한 지락전류 계산 

   ▣ 22.9kV 모선 지락전류  (Fault 1) 

       - 전체 임피던스 : %Z1=Z2 =Z0 =10.135%, ( %Z1=Zu ,100MVA 기준) 

       - 지락전류 (Ig)   

 

 

 

   ▣ 6.6kV 모선 지락전류  (Fault 2) 

       - 전체 임피던스 : %Z1=Z2 =103.135%, Z0 =90% 

                            ( %Z1=Zu= Zc + ZT1 , %Z0=ZT1 ,100MVA 기준) 

       - 지락전류 (Ig) 

 

      

 

   ▣ 0.4kV 모선 지락전류  (Fault 3) 

       - 전체 임피던스 : %Z1=Z2 =403.949%, Z0 =300% 

                          ( %Z=%ZU+ %ZC + %ZT1 + %ZT2 , %Z0=ZT2 , 100MVA 기준)  

       - 지락전류 (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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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설비의 공통접지    

▣ 중성선 다중접지와 분리 ▣ 중성선 다중접지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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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압접지시스템의 접지방식이 TN 계통의 경우 

   3.2.1 TN-a(공통접지방식) 

(1) 본 예시는 고장지속시간에 따른 허용접촉 전압의 관계 
     를 근거하여 필요접지저항 값을 산정한 예시이다.   
     이 접지 계통은 변압기 외함 접지극과 PEN도체의 접지극 
     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고장 전압(R×Im)이 저압기기의 외함에 인가되어 
     인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저압기기의 외함 접촉전압 
     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기기에 스트레스 전압은 인가되지 않아 저압 
     기기에 대한 내전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다중접지방식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계통의 공통 
    접지시 요구되는 접지저항(R)값은 0.56오옴 으로 상당히  
    낮은 접지저항 값이 요구된다.  
    만약 접지저항(R) 값이 0.56오옴 이상이 되는 경우 인체  
    감전 보호 측면에서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실시해야 
    하거나 다른 접지방식 (TT 계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비접지방식 또는 고저항 접지방식의 경우는 접지저항(R) 
    값이 2.2오옴 이하이면 본 접지계통의 적용 조건을 만족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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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TN-b(저압측 중성선 별도 접지) 

  
(1) 본 예시는 고장지속시간에 따른 허용접촉전압의 관계를  
    근거하여 필요접지저항 값을 산정한 예시이다. 
    이 접지계통은 변압기 외함접지극과 별도로 PEN도체의 
    접지극 를 시설하고 있다.  
    따라서 고장전압(R×Im)이 저압기기의 외함에 인가되지 
    않아 인체 안전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압기기의 외함 접촉 
    전압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저압측 중성선 별도접지방식에서 접지저항(R) 값은  
    1.2오옴 이하의 값이 요구된다.  
 
(3) 비접지방식 또는 고저항 접지방식의 경우는 접지저항(R) 
    값은 4.4 오옴이하의 값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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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압접지시스템의 접지방식이 TT 계통의 경우  

  
(1) 상기 예시는 <표2-2>에 근거한 스트레스 전압 한계치만 
    을 적용하여 필요 접지저항값을 산정한 예시이다.  
    이 접지 계통은 변압기 외함의 접기극과 별도로 저압기기 
    에 접지극 를 시설하고 있으므로 고장전압(R×Im)이 저압 
    기기의 외함에 인가되지 않아 인체 안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저압기기 외함의 접촉 전압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압계통에 접속되는 저압기기에 대해 고장 
    전압이 스트레스 전압으로 인가되므로 이 크기와 지속 
    시간이 표에 의한 상호 접속의 최소 요건을 만족할 필요  
    가  있다. 
 
(2) 다중접지 방식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 저압계통의 접지시 
    스템을 상호접속시 요구되는 접지저항 (R)값은 0.98오옴  
    으로 낮은 접지저항 값이 요구된다.  
    만약 접지저항(R)값이 0.98오옴 이상이 되는 경우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계통의 접지시스템을 상호연결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접지저항(R)값의 저감이 불가하면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계통의 접지시스템을 분리하여야  
    한다. 
 
(3) 비접지 또는 고저항접지방식의 경우는 접지저항 (R) 값이 
    9.8오옴 이하이면 본 접지계통의 적용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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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압 및 특고압 접지시스템과 저압설비의 상호 접속의 최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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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또는 규정 A(R) B(S) C(T) N 보호도체 비고 

한국전기설비규정 
(2018.03.09 제정)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 

내선규정 흑색 적색 청색 
백색  

or 회색 
- - 

KEMC-2101-0609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적색 백색 청색 흑색 - 분, 배전반 
ES-6110-0008 
(한국전력공사) 

KS C IEC 60445 

L1 L2 L3 

청색 녹색-노랑 
AC시스템의  
선로 도체 ※ L1, L2, L3 : (갈색 or 흑색 or 회색) 

중 선택 

KS C IEC 60445 / 6항 색상의 식별 / 6.1 일반 
도체 식별 시, 다음의 색상이 허용된다. 
- 블랙(흑), 브라운(갈), 레드(적), 오렌지, 옐로우(노란), 그린(녹), 
    블루(청), 바이올렛, 그레이(회), 화이트(백), 핑크, 청록색  

1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선심식별 제정 

1) 규격/기관별 선심식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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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분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랑 

<한국전기설비규정 표 121.2-1> 

ㅡ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ㅡ  그 외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 – 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ㅡ  녹/황색 선심이 포함된 5심 이상일 경우, 녹/황색 선심 이외에는 동일한 색이어야 하며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야 한다. (KS C IEC 60227-1) 

1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선심 식별 제정 

 2) KEC 규정 선심식별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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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S표준 제품별 선심식별 적용방안 

 1) 일반사항 ;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제품별 규격 및 규정에 따름. 

        -. KS 표준 

        -.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 수요자 요구사항 

 

     (2) 입찰 또는 견적 시 선심식별의 내용이 불명확 할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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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표준 번호 개정 전 
개정 후  

(2020.10.15. 개정) 

고압 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 

KS C 3138 : 2020 

절연체의 색은 흑색으로 한다. 

절연체의 색은 흑색을 기본으로 
한다. 
단, 색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KS C IEC 60445를 참조한다. 

고압 경알루미늄  
절연 전선 

KS C 3139 : 2020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3 : 2020 

2  |  KS표준 제품별 선심식별 적용방법 

전선업계 선심 식별 방법  

☞  선심 식별은 “흑색” 적용  

 2) 선심식별 관련 수요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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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표준 번호 개정 전 
개정 후  

(2020.10.15. 개정)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3341 : 2020 
(HFIX, HFIO) 

흑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흑, 백, 적, 녹, 황, 청의 6색으로 한다. 

절연체의 색은 흑색을 기본으로 한다. 
단, 색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KS C IEC 60445를 참조한다. 

전선업계 선심 식별 방법 

☞ 1)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황색 

      2) 6번째 색상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 

2  |  KS표준 제품별 선심식별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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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표준명 표준 내용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IV, KIV, HIV, VCTF) 

KS C IEC 60227-1:2007 
(2017 확인) 

단심 : 구분없음   

2심 : 구분 없음 

3심 : 녹/황색, 청색, 갈색  or  갈색, 흑색, 회색 

4심 : 녹/황색, 갈색, 흑색, 회색  or  청색, 갈색, 흑색, 회색 

5심 : 녹/황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or  청색, 갈색, 흑색, 회색, 흑색 

5심 초과 : 숫자로 구분  

* 적색과 백색은 가급적 피할 것 

2  |  KS표준 제품별 선심식별 적용방안 

전선업계 선심 식별 방법 

☞ 1) 단심 : 흑색 
      2) 2심 : 갈색, 흑색 

      3) 3심 : 갈색, 흑색, 회색 

      4) 4심 : 청색, 갈색, 흑색, 회색 
      5) 5심 : 녹/황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6) 5심 초과 : 숫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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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표준 번호 표준 내용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PN, PNCT) 

KS C IEC 60245-1:2014 
(2019 확인) 

단심 : 구분 없음 

2심 : 구분 없음 

3심 : 녹/황색, 청색, 갈색 or 갈색, 흑색, 회색 

4심 : 녹/황색, 갈색, 흑색, 회색 or 청색, 갈색, 흑색, 회색 

5심 : 녹/황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or 청색, 갈색, 흑색, 회색, 흑색 

5심 초과 : 색상이나 숫자로 구분  

* 적색과 백색은 권장되지 않는다. 

2  |  KS표준 제품별 선심식별 적용방안 

전선업계 선심 식별 방법 

☞ 1) 단심 : 갈색 
      2) 2심 : 갈색, 흑색 

      3) 3심 : 갈색, 흑색, 회색 

      4) 4심 : 청색, 갈색, 흑색, 회색 
      5) 5심 : 녹/황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6) 5심 초과 : 숫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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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표준 번호 표준 내용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 kV ~ 3 kV) 

(VV, VCT, CV, CE, HFCO, PV) 

KS C IEC 60501-1:2009 

(2018 개정) 
색상 관련 내용 없음 

2  |  KS표준 제품별 선심식별 적용방안 

전선업계 선심 식별 방법 

☞ 1) 단심 : 백색 (XLPE 자연색) 
      2) 2심 : 갈색, 흑색 

      3) 3심 : 갈색, 흑색, 회색 

      4) 4심 : 청색(N), 갈색, 흑색, 회색   or  녹/황색(PE), 갈색, 흑색,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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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표준 번호 표준 내용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 kV ~ 30 kV) 

(CV, CE, CVT, CET, HFCO, PDC, PDP) 

KS C IEC 60502-2:2014 

(2016 개정) 
색상 관련 내용 없음 

2  |  KS표준 제품별 선심식별 적용방안 

전선업계 선심 식별 방법 

☞ 1) 단심 : 적용하지 않음 

      2) 3심 : 갈색, 흑색,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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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표준 번호 표준 내용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  

KS C IEC 62821-1:2014 

(2019 확인) 

단심 및 2심 : 구분 없음 

3심 : 녹/황색, 청색, 갈색 or 갈색, 흑색, 회색 

4심 : 녹/황색, 갈색, 흑색, 회색 or 청색, 갈색, 흑색, 회색 

5심 : 녹/황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or 청색, 갈색, 흑색, 회색, 흑색 

5심 초과 : 색상이나 숫자로 구분  

* 적색과 백색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2  |  KS표준 제품별 선심식별 적용방안 

전선업계 선심 식별 방법 

☞ 1) 단심 : 갈색 
      2) 2심 : 갈색, 흑색 

      3) 3심 : 갈색, 흑색, 회색 

      4) 4심 : 청색, 갈색, 흑색, 회색 

      5) 5심 : 녹/황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6) 5심 초과 : 숫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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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사항 

1. 종합적으로 전선의 절연 선심식별은 

   1) KS 표준 /  KEC 규정 준수 

   2) 특별히 수요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요자와 제조자간 협의 결정 

   3) LV케이블용 XLPE 자연색을 백색으로 갈음  

       – 접속공사시 상표시는 종단부에 색 테이프 등으로 식별 

 

2. 전선 제조사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으로 

   1)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선심식별 관련하여 제조사 및 공사업체의 단시간 혼란은 불가피 

   2) 전선제조사 / 유통업체 재고 소진시까지 혼용유지 필요 

   3) 2021.01.01.기준 전, 후 연결되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기존 선심식별 사용 허용 

 

3. CVV, CCV, CCE, HFCCO 등 콘트롤케이블은  KEC 규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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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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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에 따른 감전 및 과전류보호와 설계방법

2020. 11. 25(수)

SK하이닉스(주)

( 연기용 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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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 방법 

연 기 용 / 기술사 

Contents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참고 :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KECG 1702-2019, 대한전기협회)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참고1 :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KECG 1702-2019, 대한전기협회) 

  참고2 :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부록 

           (KECG 1702A-2020, 대한전기협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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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211 감전에 대한 보호 

211.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211.1.1 적용범위                          211.1.2 일반 요구사항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211.2.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211.2.2 기본보호의 요구사항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211.2.5 TN 계통      211.2.6 TT 계통    211.2.7 IT 계통 

211.2.8 기능적 특별저압(FELV) 

211.3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 211.3.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211.4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211.4.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211.4.2 기본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211.4.3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211.5 SELV와 PELV를 적용한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211.5.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211.5.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211.5.3 SELV와 PELV용 전원            211.5.4 SELV와 PELV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211.6 추가적 보호 211.6.1 누전차단기     211.6.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211.7 기본보호 방법 211.7.1 충전부의 기본절연              211.7.2 격벽 또는 외함 

211.8 장애물 및 접촉범위 밖에 배치 211.8.1 목적       211.8.2 장애물      211.8.3 접촉범위 밖에 배치 

211.9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책 

211.9.1 비도전성 장소                    211.9.2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 

211.9.3 두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에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적 분리 

3/22 

 TN계통의 감전보호 설계 흐름도 
공칭전압 32A이하 32A초과 

50V초과 120V이하 0.8 

5 
120V초과 230V이하 0.4 

230V초과 400V이하 0.2 

400V초과 0.1 

보호장치의 최대차단시간(TN계통) 

0.8~0.1초 이내 5초 이내 

Zs×Ia≤UO 조건 충족 Zs×Ia≤UO 조건 충족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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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TN계통의 과전류차단기에 의한 감전보호 설계 순서 

구분 설계순서 비고 

Step1. 고장회로 임피던스(Zs)의 계산   

Step2. 고장회로 전류(Is)의 계산   

Step3. TN 계통의 최대차단시간(ts) (32A 이하) 120V초과 230V 이하: 0.4초 

Step4. 
TN 계통의 최대차단시간 이내에 동작하는  

보호장치의 동작전류(Ia) 

주택용 D-Type 순시트립범위: 10~20배 

주택용 C-Type 순시트립범위:   5~10배 

Step5. 과전류 보호장치의 자동차단 조건 Zs×Ia≤U0 

Step6. 보호장치 자동차단조건의 평가   

Step7. 고장회로의 보호장치 동작배율(δ)   

Step8.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시간(tn)   

Step9. 과전류 보호장치의 동작시간의 적정성 검증 tn ≤ ts 

Step10. 부적정시 추가적인 보호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5/22 

구 분 도체 종류 길이(m) R(mΩ) X(mΩ) 

변압기의 임피던스(Z0)     3.64 17.10 

간선의 임피던스(ZL1) F-CV 95㎟ 90 33.20 11.25 

간선 보호도체의 임피던스(ZPE) F-GV 50㎟ 90 41.72 10.35 

분기회로의 임피던스(ZC1) HFIX 4㎟ 30 263.31 3.51 

분기회로 보호도체의 임피던스(ZC2) HFIX 4㎟ 30 263.31 3.51 

합계     605.20 45.73 

 TN-S계통의 고장회로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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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S계통의 지락전류 계산 

배선용 차단기 20A 
(Type-D) 

 최대차단시간 이내에 동작하는 보호장치의 동작전류(Ia) 

구 분 최대차단시간 
보호장치  
동작시간 

판정 

차단시간 0.4 초 1.6 초 부적합 

 자동차단조건의 평가 

구 분 
허용접촉전압 

U0 
계산 접촉전압 

ZS×Ia 
판정 

최대접촉전압 220 V 
242.4 V 

(0.606Ω×400A) 
부적합 

 보호장치 동작배율(δ) 

* 주택용 배선차단기(D-Type)의 순시트립범위(1000~2000%)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보호장치 동작배율
(δ)에 대한 동작시간 

0.4초 

1.6초 

최대 차단시간(ts)에 
대한 동작배율(20배) 

보호장치 동작배율 
δ=17.2배 

최대 차단시간(ts) 

자동차단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또는 누전차단기에 의한 보호가 필요함. 

7/22 

 TT계통의 감전보호 설계 흐름도 
공칭전압 32A이하 32A초과 

50V초과 120V이하 0.3 

1 
120V초과 230V이하 0.2 

230V초과 400V이하 0.07 

400V초과 0.04 

보호장치의 최대차단시간(TT계통) 

0.3~0.04초 이내 1초 이내 1초 이내 0.3~0.04초 이내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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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계통의 과전류차단기에 의한 감전보호 설계 순서 

구분 설계순서 비고 

Step1. 고장회로 임피던스(Zs)의 계산   

Step2. 고장회로 전류(Is)의 계산   

Step3. TT 계통의 최대차단시간(ts) (32A 이하) 120V초과 230V 이하: 0.2초 

Step4. 
TT 계통의 최대차단시간 이내에 동작하는  

보호장치의 동작전류(Ia) 

주택용 D-Type 순시트립범위: 10~20배 

주택용 C-Type 순시트립범위  : 5~10배 

Step5. 과전류 보호장치의 자동차단 조건 Zs×Ia≤U0 

Step6. 보호장치 자동차단조건의 평가   

Step7. 고장회로의 보호장치 동작배율(δ)   

Step8.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시간(tn)   

Step9. 과전류 보호장치의 동작시간의 적정성 검증 tn ≤ ts 

Step10. 부적정시 추가적인 보호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설치 

  누전차단기 설치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9/22 

 TT계통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보호 설계 순서 

구분 설계순서 비고 

Step1. 기기접지 저항(RA) 및 전원측 중성점 접지저항(RB)의 산정   

Step2.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I△n)   

Step3. 누전차단기의 자동차단조건  RA×I△n≤50V 

Step4. 자동차단조건의 평가   

Step5. TT계통의 최대차단시간(ts) (32A 이하) 120V초과 230V 이하: 0.2초 

Step6. 고장전류의 계산(Is)   

Step7. 고장전류에 의한 누전차단기의 동작배율(δ)   

Step8. 누전차단기의 동작시간(tn)   

Step9. 누전차단기의 동작시간의 적정성 검증 tn ≤ ts 

Step10. 부적정시 추가적인 보호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설치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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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체 종류 길이(m) R(mΩ) X(mΩ) 

변압기의 임피던스(Z0)     3.64 17.10  

간선의 임피던스(ZL1) F-CV 95㎟ 90 33.20 11.25  

분기회로의 임피던스(ZC1) HFIX 4㎟ 30 263.31 3.51  

보호도체의 임피던스(ZPE)  HFIX 4㎟ 30 263.31 3.51  

노출도전부의 접지저항(RA)     500    

계통 접지저항(RB)     500    

합계     1563.48  35.38 

 TT계통의 고장회로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50V 

11/22 

 TT계통의 지락전류 계산 

 최대차단시간 이내에 동작하는 보호장치의 동작전류(Ia) 

 자동차단조건의 평가 

 보호장치 동작배율(δ) 
배선용 차단기 20A 
(Type-D) 

자동차단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또는 누전차단기에 의한 보호가 필요함. 

구 분 최대차단시간 
보호장치  
동작시간 

판정 

차단시간 0.2 초 10 초 부적합 

구 분 
허용접촉전압 

U0 
계산 접촉전압 

ZS×Ia 
판정 

최대접촉전압 220 V 
625.2 V 

(1.563Ω×400A) 
부적합 

* 주택용 배선차단기(D-Type)의 순시트립범위(1000~2000%) 

최대 차단시간(ts)에 
대한 동작배율(20배)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보호장치 동작배율
(δ)에 대한 동작시간 

0.2초 

10초 

보호장치 동작배율 
δ=6.68배 

최대 차단시간(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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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의 정격 

 자동차단조건의 평가 

 동작시간의 적정성 검증 

누전차단기 20A 

구 분 최대차단시간 
보호장치  
동작시간 

판정 

차단시간 0.2 초 0.04 초 적합 

구 분 허용접촉전압 
계산 접촉전압 

RA×I△n 
판정 

최대접촉전압 50 V 
0.015 V 

(0.5Ω×30mA) 
적합 

구 분 정격감도전류 최대동작시간 

고속형 30 mA 0.1 초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누전차단기 적용시 최대 접지저항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30 mA 100 mA 300 mA 500 mA 1,000 mA 

접지저항 1,667 Ω 500 Ω 167 Ω 100 Ω 50 Ω 

비고) 누전차단기의 사용은 접지극의 저항 값과 상관없이 간접접촉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정격감도전류 30mA인 누전차단기는 대부분의 토양조건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160 Ω 의 접지극 저항으로 감전보호가 가능하다. (KS C IEC 61200-413의 413.4.4 보호장치를 참조) 

13/22 

1.  누전차단기 설치대상 

가.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가 있는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교류 50V를 초과하는 전로 

나. 주택의 인입구 

다.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 

  라. 자동복구 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다음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설치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설계 방법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4. 추가적인 보호 

다음에 따른 교류계통에서는 211.2.4에 따른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격전류 20 A 이하 콘센트 

  나. 옥외에서 사용되는 정격전류 32 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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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B ≤ In ≤ IZ 

I2 ≤ 1.45 × IZ 

- (식 212.4-1) 

- (식 212.4-2) 

 

IB : 회로의 설계전류, IZ : 케이블의 허용전류, In :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2 :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1) 조정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된 보호장치의 경우, 정격전류 In은 사용현장에 적

합하게 조정된 전류의 설정 값이다. 

2) 보호장치의 유효한 동작을 보증하는 전류 I2는 제조자로부터 제공되거나 제품 

표준에 제시되어야 한다. 

3) 식 212.4-2에 따른 보호는 조건에 따라서는 보호가 불확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식 212.4-2에 따라 선정된 케이블보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을 선정

하여야 한다. 

4) IB는 선도체를 흐르는 설계전류이거나, 함유율이 높은 영상분 고조파(특히 제3

고조파)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이다.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케이블의 과부하 내열 특성 

15/22 

구 분 동작전류 
동작시간 계산식 

63 A 이하 63 A 초과 63 A 이하 63 A 초과 

주택용 배선차단기 1.45 In 60분 120분 I2=In×1.45 I2=In×1.52 

산업용 배선차단기 1.3 In 60분 120분 I2=In×1.3 I2=In×1.37 

[비고1] 주택용 배선차단기 63A 초과인 경우에는 1.45배의 시험전류로 2시간 이내 동작을 1시간 이내로 환산하면, 동작전류는 약 5% 증가된 전류로  

         추정된다.(제조사의 기술사양서를 참고) 

[비고2] 산업용 배선차단기 63A 초과인 경우에는 1.3배의 시험전류로 2시간 이내 동작을 1시간 이내로 환산하면, 동작전류는 약 5% 증가된 전류로  

         추정된다.(제조사의 기술사양서를 참고) 

주택용 차단기의 동작특성곡선 산업용 차단기의 동작특성곡선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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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도체)의 허용전류(IZ) 선정 순서 

-. 케이블(도체)의 허용전류(IZ)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값(In)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선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도체의 연속사용온도 및 단시간 허용온도(열적강도) 

 ② 부하의 운전시 허용전압강하 및 전동기 부하의 기동시 허용전압강하 

 ③ 고장전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력에 의한 기계적 강도 

 ④ 도체가 받을 수 있는 그 외의 응력 

 ⑤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기능과 관련한 최대 임피던스 

 ⑥ 설치방법 

케이블의 과부하 내열 특성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17/22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 선정 순서 

 Step 1: 회로의 설계전류(IB) 이상이 되는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를 선정 

 Step 2: I2 ≤ 1.45IZ 를 고려한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를 선정 

 Step 3: 전동기의 기동전류를 고려한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를 선정 

 Step 4: Step1~Step3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 중 가장 큰 값을 선정 

 보호협조를 고려한 도체의 단면적 조정 

-. 상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 선정결과를 고려하여  

   보호장치와 케이블 사이의 보호협조를 검토하여 단면적을 조정한다. 

  Step 1: IB ≤ In ≤ IZ 에 부합되는지(적정, 부적정)을 평가 

  Step 2: Step 1에 부적정인 경우에는 도체의 단면적을 크게 조정하여 적정이 될 때까지 반복 조정 

  Step 3: 조정된 도체에 대하여 I2 ≤ 1.45IZ 에 부합되는지(적정, 부적정)를 검토 

  Step 4: Step 3에 부적정인 경우에는 도체의 단면적을 크게 조정하여 적정이 될 때까지 반복 조정 

  Step 5: Step 4의 결과를 조정된 도체의 단면적으로 결정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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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 단면적(㎟) 
허용전류(A) 

(주위온도 30℃) 

보정된 허용전류(A) 

(주위온도 40℃) 

3C / 10 60 54  

3C / 16 80 72  

3C / 25 105 95  

3C / 35 128 116  

(출처)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의 표 B.52.5 

• 전선관 공사(공사방법 B2) 

• XLPE 절연, 구리도체 케이블 

• 도체의 허용온도 90℃ 

• 주위온도 40℃(보정계수 0.91)  

 케이블(도체)의 허용전류(IZ) 결정 

전기방식 3상 4선 정격전압  380 V/220 V 

부하 정격입력 50 kVA 설계전류(IB)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설치조건을 고려하여 보정된 허용전류 

 설계대상(비전동기 분기회로)의 정격 

19/22 

 I2≤1.45×IZ(식 212.4-2)을 적용한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선정 

I2=In×1.37=80A×1.37=109.6A 1.45×IZ=1.45×95A=137.8A 

 IB≤In≤IZ (식 212.4-1)을 적용한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선정 

IB(76.0A) ≤ In(80A) ≤ IZ(95A-25㎟/3C) 

-.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In)는 회로의 설계전류(IB)보다 크고,  

   도체의 허용전류(IZ)보다 작아야 하므로 80A로 선정. 

-. 보호장치의 규약동작전류(I2)는 과전류 차단기가 규약시간 이내에 동작하는 것을 보증하는 전류로 

  산업용 과전류차단기(80A)는 정격전류의 137% 과전류가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동작함.   

-. 차단전류의 최대 한계값인 1.45×IZ의 값(137.8A)이 규약동작전류(I2=109.6A)보다 

   크게 되어 I2≤1.45×IZ(식 212.4-2)에 적합. 

L 

IB=80A 

IZ=95A (F-CV 25㎟/3C) 

IB=76.0A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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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절 차 결정 사항 

대상  선정  - 3상 4선식, 380V/220V 50kVA, IB=76.0A 

케이블의  허용전류( IZ) 결정  - IZ =95A(F-CV 25㎟/3C)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In) 결정  - In =80A 

IB ≤ In ≤ IZ 검토  - IB(76.0A ) ≤ In(80A) ≤ IZ(95A) 

I2 ≤ 1.45 ×  IZ 검토  - I2(109.6A )≤1.45× IZ(137.8A) 

 분기회로 설계절차의 요약 

IB(76.0A) ≤ In(80A) ≤ IZ(95A) 

I2=In×1.37=80A×1.37=109.6A 

1.45×IZ=1.45×95A=137.8A 

76A 

80A 

95A 137A 

109A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21/22 

 결정된 도체의 전압강하 검토 

케이블 굵기 F-CV 25㎟/3C 

단자전압(V) 358.26 V 

전압강하율(%) 5.72 % 

설비의 유형 조명 (%) 기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 6 8 

a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KEC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 △V : 전압강하(V), V: 선간전압(V) K: 전기방식에 따른 계수(3상: √3, 단상: 2) 

• IB: 회로의 설계전류(A), L: 선도체의 길이(m) 

• R: 회로의 단위길이당 저항(Ω/m), X: 회로의 단위길이당 리액턴스(Ω/m) 

• cosθ: 부하의 역률, sinθ: 부하의 무효율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분기회로의 전압강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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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체가 단시간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tz) 

 보호장치의 동작배율(δ) 

• In :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 Is : 단락고장전류 

• S : 도체의 단면적(㎟) 

• K : 절연물의 종류, 주위온도에 따른 상수 

       (XLPE: 143, PVC: 115) 

케이블 굵기 F-CV 25㎟/3C 

고장전류 2.08 kA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보호장치 동작배율 

보호장치 동작시간 0.018 초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계 방법 

  단락고장전류에 대한 단시간허용온도 검토 

보호장치 동작배율 
δ=26배 

보호장치 동작시간 
tn=0.018초 

23/22 

감 사 합 니 다. 

- 60 -



KEC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설계 및 

시방서 반영 사례

2020. 11. 25(수)

한국토지주택공사

( 송준석 차장 )

- 61 -





2020.10.25 

KEC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설계 및 
시방서 반영사례 

LH공사 송준석 차장 

목 차 

1. 개요 

2 전력계통 

3. 간선 및 분기선 

4. 접지계통 

5. 전압강하 

- 63 -



3 

가. 2018.03.09 KEC 제정공고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판

단기준을 대체하여 전기기술전반에 적용 

나. 2021년 부터 KEC 적합한 공공주택의 설계 필요 

다. - KEC 시행에 의한 주요 검토사항 

- 사용전선의 허용전류 선정 

- 전압강하 

- 접지계통 

- 과부하보호기 

1. 개 요 

2018.03.09 공고  

• 판단기준 

• 부속서 (내선규

정 등) 

3년유예 

• 판단기준 

• KEC 

2021. 1. 1 이후  

• KEC 

• 부속서(핸드북, 

지침서 등) 

4 

2. 전력계통 

2.1  수전방식 

구분 저압수전 축소형 특고압 수전 특고압 수전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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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계통 

조명 

기타 

배전반 

동 주분전반 계량기함 
세대분전반 

A구간 B구간 C구간 D구간 

구간 사용전선 배선방법 비 고 

A F-CV / FR-8 케이블트레이(래더) 주차장 

B F-CV / FR-8 케이블트레이(래더) EPS 

C HFIX / IV 합성수지관(CD) 구조체매입 

D HFIX / IV 합성수지관(CD) 구조체매입 

2.2 특고압수전 전력계통 

6 

조명 

기타 

주분전반 

계량기함 세대분전반 

A구간 B구간 C구간 

구간 사용전선 배선방법 비 고 

A F-CV / FR-8 케이블트레이(래더) EPS 

B HFIX / IV 합성수지관(CD) 구조체매입 

C HFIX / IV 합성수지관(CD) 구조체매입 전력량계 

2. 전력계통 
2.3 저압수전지구 전력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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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선 및 분기선 

사용용도( 소방시설물, 일반전기시설물) 

전선에 대한 요구조건(트레이용난연성, 내화, 배화) 

허용전류 

최소굵기(도체의 최소굵기) 

과전류 차단기와의 보호협조 

전선색상 

8 

3. 간선 및 분기선 

표준 또는 규
정 및 단체 

R(A) S(B) T(C) N 보호도체 

판단기준 - - - 
녹/황색,

녹색 

내선규정 흑색 적색 청색 
백색 / 
회색 

KEMC 적색 백색 백색 흑색 

한국전력공사 적색 백색 백색 흑색 

KS IEC 갈색(L1) 흑색(L2) 회색(L3) 청색 
녹색-노
란색 

한국토지주택
공사 

흑색 적색 청색 
백색 / 
회색 

녹색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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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도체의 허용전류는 설치환경에 따른 열방산 조건, 도체의 종류,  

공사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체의 허용전류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및 주위환경 

  (2) 도체의 설치방법(도체끼리 접촉 또는 이격) 

  (3) 절연체의 종류(PVC, XLPE, 무기질 등) 

  (4) 도체의 종류(구리, 알루미늄 등) 

  (5) 배선되는 도체의 수(단심 또는 삼심 등)  

  (6) 주위온도(기중 또는 지중온도) 

  (7) 토양의 열저항률 

  (8) 집합보정계수(복수 또는 다수회로 수) 

3. 간선 및 분기선 

10 

고려사항 A구간 B구간 C구간 D구간 

사용환경 주차장 EPS 구조체매입 
구조체매입 
(단열벽내) 

배선공사방법 케이블트레이(래더) 케이블트레이(래더) 합성수지관 합성수지관 

절연체종류 XLPE(F-CV) XLPE(F-CV) 
XLPE(HFIX) 

PVC(IV) 
XLPE(HFIX) 

PVC(IV) 

도체의 종류 구리 구리 구리 구리 

도체의 수 
(단상, 삼상) 

도체수 3개(삼상) 도체수 3개(삼상) 도체수 2개(단상) 
도체수 2개(단

상) 

단심, 다심 
(케이블인경우) 

16㎟이하는 다심 
그외 단심 

16㎟이하는 다심 
그외 단심 

2.5㎟이하 단선 
그외 연선 

2.5㎟이하 단선 
그외 연선 

3. 간선 및 분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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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트레이(래더) 

• E(다심),F(단심) 

•집합회로에 대한 저감계수적용 

F-CV 

•구조체매설, 전선관시스템 

• B1(단열벽은 A1) 

HFIX 

3. 간선 및 분기선 

번  호 공사방법 내  용 허용전류 기준값 

34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 케이블 래더에 포설 E 또는 F 

1 
단열벽 속에 매입한 전선관 내부의 절연전

선 또는 단심케이블 
A1 

59 
석재 내부에 설치된 전선관 내의 절연전선 

또는 단심케이블 
B1 

12 

  (1) 전등 및 전열회로는 최소 2.5 ㎟ 이상을 사용한다. 

  (2)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

다. 

 

 

 

 

   

3. 간선 및 분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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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선 및 분기선 

14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배수 

(모든 극에 통전)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63 A 이하 

63 A 초과 

60분 

120분 

1.05배 

1.05배 

1.3배 

1.3배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배수(모든 극에 

통전)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63 A 이하 

63 A 초과 

60분 

120분 

1.13배 

1.13배 

1.45배 

1.45배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산업용차단기)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주택용차단기)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배수 

(동작 전류) 

63 A 이하 

63 A 초과 

60분 

60분 

1.3배 

1.37배 

정격전류의 

구분 
시 간 

정격전류의 배수 

(동작 전류) 

63 A 이하 

63 A 초과 

60분 

60분 

1.45배 

1.52배 

3. 간선 및 분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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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지계통 

4.1 특고수전지구 접지계통 

16 

 

 

 

   

선도체 단면적(㎟, 구리도체 기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도체 기준)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4.1 특고수전지구 접지계통 

4. 접지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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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저압수전지구 접지계통 

4. 접지계통 

18 

  인입 차단기(수전용 메인 차단기) 1차에서 보호도체(PE) 추가설치 
  접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입구에서 추가접지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와 보호도체(PE) 접속 부분에서 보호도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기초 접지 등과 접속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 및 보호도체(PE)에는 차단기 설치금지 
 분전반에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다기 설치   

4.2 저압수전지구 접지계통 

4. 접지계통 

- 71 -



19 

설비의 유형 조명 (%) 기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 6 8 

a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전압강하 

5.1  전압강하 기준 

공급변압기의  2차측 단자 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의 부
하에 이르는 사이의전선길이(m) 

전압강하(%)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변압
기에서 공급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
기를 공급받는 경우 

120 이하 
200 이하 
200 초과 

5 이하 
6 이하 
7 이하 

4 이하 
5 이하 
6 이하 

20 

  
 저압수전지구 전압강하 기준 
 

 한전계량기 2차측에서의 부하말단까지 

 조명부하 : 3% 

 기타부하 : 5% 
 

5. 전압강하 

5.2 전압강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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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고압 수전지구 전압강하 기준 
 

 변압기 2차측에서 부하말단까지 

 조명부하 : 6% ~ 6.5% 

 기타부하 : 8% ~ 8.5% 
 

5. 전압강하 

5.2 전압강하 적용 

22 

6. 결론 

 2021년 1월1일부터 새로운 KEC는 사용되는 자재의 특성, 시설되는 사항 및 주위환경 등에 

따라 설계의 값이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화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자재 등이 선정된 후 

그 자재 등에 맞게 설계하는 사항이 아닌 설계이후 사용자재 등이 선정되는 국내의 실정이

므로 국내의 현재 실정에 적합한 설계값을 위하여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표준값을 적

용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에서 사용자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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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적용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관련 적용 방향

2020. 11. 25(수)

한국전기안전공사

( 백용진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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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 법령 체계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전기안전관리법 

2021.4.1. 시행  

검사,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전기사업법 제18조 

전기사업법 중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분리, 단 사업용 설

비에 대한 공사계획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조항은 존치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제9조, 제11조 

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

사 및 점검의 방법을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정함 

2020.12.31.자로 폐지 

단 기존설비에 대한 기준은 

유효함 

2021.1.1. 부터 판단기준을 대체 

사업승인, 건축허가, 사업허가 

이후 분 부터 적용 

3/37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국제표준 

KS C IEC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020.12.31 기한으로 소멸 

고압 이상 기기의 시설, 전선로, 

전기사용장소의 시설은 거의 

원안수준으로 KEC에 포함 

IEC 60364(1kV 이하 전기설비의 시설) 

IEC 61936(1kV 초과 전기설비의 시설) 

2012.01.31. 판단기준에 추가되었고 

KS 부합화 과정을 거쳐 KEC에 대폭 

인용됨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제1호  

적합성판단에 한국설비규정(KEC)

이 채택되어 2018.3.9일 공고됨. 

부칙 (제2018-26호 , 2018.3.9)에 

의거 2021.1.1부터 판단기준 대체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개요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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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에 인용된 KS C IEC 표준(중복 제외 약 82개 표준 인용) 

(1) KS C IEC 60364-series : 접지, 과전류보호, 감전보호, 과전압보호, 전선의 허용전류(도체단면적) 등  

(2) KS C IEC 61936-series : 1kV 초과 접지시스템 

(3) KS C IEC 62305-series, KS C IEC 62561-series : 내,외부 피뢰시스템, 피뢰 등전위 본딩 

(4) KS C IEC 61936-series : SPD 관련 내용 

(5) 배선설비  

(6)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내화, 내열 전선 등) 

(7) 특수설비 

(8) 특수장소 

(1) ~ (4) : KS C IEC 표준이 기존 판단기준을 대체함. / KEC와 판단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  

(5) ~ (8) : 배선, 배선기구, 전기기계기구 등 대부분 제품 표준으로 검사자, 피검사자 주의 필요.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개요 

5/37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구성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이상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수력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70절 
발전비파괴 

160절 
발전설비용접 

150절 
피뢰시스템 

140절 
접지시스템 

130절 
전로의 절연 

120절 
전 선 

110절 
일반사항 

100절 
총 칙 

200절 
통 칙 

210절 
안전을위한보호 

220절 
전선로 

240절 
특수설비 

230절 
배선 및 조명 

300절 
통칙 

320절 
접지설비 

330절 
전선로 

340절 
기계기구, 옥내배선 

350절 
발,변,개폐소 등 

360절 
전력보안통신설비 

310절 
안전을 위한 보호 

400절 
통칙 

420절 
전기철도 변전방식 

430절 
전기철도 전차선로 

440절 
전기철도 차량설비 

450절 
전기철도 시설보호 

460절 
전기철도 안전보호 

410절 
전기철도 전기방식 

500절 
통칙 

520절 
태양광발전설비 

530절 
풍력발전설비 

540절 
연료전지발전설비 

510절 
전기저장장치 

600절 
통칙 

610절 
압력용기 및 부속 

615절 
배관 및 부속 

620절 
증기터빈 및 부속 

625절 
가스터빈 및 부속 

630절 
내연기관 및 부속 

605절 
보일러 및 부속 

640절 
탈황 및 탈질 

635절 
액화가스 및 연소 

645절 
가스화로 및 부속 

700절 
통칙 

710절 
수로 

715절 
수차 및 기타 

705절 
댐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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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판정기준 - 개요 

□ 검사판정기준의 역할 및 활용 

(1) 국내 전기업계 종사자의 참고서 역할 기대 

 설계 – 공사계획신고, 설계자 

 시공 및 감리 – 사용전검사, 시공자, 감리자 

 안전관리 –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2) 공사 홈페이지 전문 공개 예정 

 PDF 형태로 전기안전공사 외부 홈페이지(www.kesco.or.kr)에 공개  

 전문 공개로 검사자 요구사항과 피검사자 준비사항 일치 유도,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 목적 

(3) KEC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단체, 전문가 등 유기적 협업 진행 

 공사계획신고 서류(도면, 기술도서)의 종류, 범위, 방법 등은 협의 中 

 설계, 검증을 위한 자동화 Tool 협업 개발로 검사자, 피검사자 공동 활용 추진 中  

 기술기준이나, KEC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 등 협의 

 KEC 및 검사판정기준의 홍보와 교육 등   

7/37 

3. 검사판정기준 - 구성 

제1장 
총 칙 

제2장 
고압이상전기설비 

제3장 
저압전기설비 

제4장 
배선방법 

제5장 
전선로 

제6장 
분산전원 

제7장 
전기철도 

KEC 검사판정기준 

150절 
비상전원 

140절 
접지시스템 

130절 
전로의 절연 

120절 
전선,허용전

류 

110절 
용 어 

100절 
총 칙 

200절 
통 칙 

210절 
안전을위한보호 

220절 
고압기계기구 

240절 
개폐기, 차단기 

230절 
변압기 

300절 
통칙 

320절 
과전류 보호 

330절 
과도전압 보호 

340절 
특수시설 

350절 
특수장소 

310절 
감전 보호 

400절 
통칙 

410절 
배선설비 

500절 
통칙 

520절 
가공전선로 

530절 
지중전선로 

540절 
옥측전선로 

510절 
보안공사 

700절 
통칙 

250절 
변성기 

260절 
피뢰기류 

270절 
고압옥내배선 

280절 
발,변,개폐소 등 

550절 
옥상전선로 

제8장 
검사 체크리스트 

710절 
전기방식 

720절 
변전방식 

730절 
전차선로 

740절 
원격감시제어설비 

750절 
설비를 위한보호 

760절 
안전을 위한보호 

770절 
전기철도설비검사 

부록 

60364-5-52 

600절 
통칙 

610절 
전기저장장치 

620절 
태양광발전설비 

630절 
풍력발전설비 

640절 
연료전지발전 

650절 
보호장치 검사 

통칙 

공통사항 

감전보호 

과전류보호 

특수 시설, 장소 

배선방법 

고압이상 기기 

전선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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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의 소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증설 미 변경된 

설비에 한해 개정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67조제3항, 시행일 2021.4.1.) 

□ KEC 적용시점 

 경과조치 : KEC 시행일 이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사업승인을 얻은 것,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시행시기  

 KEC 521.2의 4, 판정기준 620-3의 4항(주요 태양광발전설비의 KS시험/인증품 사용) 규정은 2021.7.1 부터 

   * 주요 태양광발전설비의 종류 : 접속함, 모듈, 인버터 

 KEC 211.2.4의 3, 판정기준 310-3의 6항(주택용 누전차단기 시설 방향, KEC 212.3.2의 3, 판정기준 320-4 

    의 4항 [비고]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시설 방향) 규정은 2022.1.1 부터 시행 

4.1 기술기준의 소급 및 KEC 적용시점/ 검사판정기준 100절(통칙)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9/37 

□ 인용 규정 

 電技 : 전기설비기술기준  

 KEC : 한국전기설비규정 

 공문 : 산업부 유권해석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소 알림 공문  

 내규 : 내선규정(피뢰기 정격 및 유효거리 등 기술기준이나 KEC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로 최소화)  

 자체 연구자료 : 고압기기 절연저항 기준, 케이블 절연내력 판정, 외부 루프임피던스 값 등  

 검사판정에 강제성이 없는 규정은 권장이나 참고로 처리 

□ 용어의 정의 

 KEC 체계에서 소멸된 용어 : 접지선, 본딩선, 지락보호 등을 KEC 및 KS C IEC 표준의 용어로 대체 

 대지전위상승, 접촉전압, 스트레스전압, 감전보호, 접지도체, 보호도체 등 신규 용어 추가 

□ 전선의 식별 

 전선의 색상은 표에 따르며, 기 생산된 전선은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 

     단 신규 전선과 기존 전선 연결 시 연결점과 종단점에는 상기 표의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상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4.2 규정의 인용 및 전선/ 검사판정기준 100절(통칙), 120절(전선)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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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로의 절연 성능(기술기준 2019. 3. 25. 개정 2021.1.1. 시행) 

측정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기타기기 등이 분리가 어려운 경우 250V로 시험가능(1MΩ 이상) 

전기 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0.1 ㏁ 이상 

전로 및 기계기구의 절연내력 : 10분간 시험전압을 가하였을때 견기는 것(절연내력 시험전압 규정) 

케이블은 교류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 회전기(회전변류기 제외)는 교류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시험 가능 

고압이상 케이블 절연내력, 기계기구의 절연내력, 5000V 절연시험 등의 기준은 없으며, 안전공사 자체 권장 값 활용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 1mA 이하 

저압의 전선로 :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 / 2,000 이하(단상 2선식의 경우 1 / 1,000 이하)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

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4.3 전로의 절연/ 검사판정기준 13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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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전류 산정기준 정립(KS C IEC 60364-5-52) 

 부속서 B(허용전류) : 허용전류 감소계수 혼재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적용기준 명확화 

주위온도 기준 : 지중 20℃, 기중 옥내 30℃, 기중 옥외 40℃ 

토지의 열저항 

  ❶ KS C IEC 60364-5-52 표 B.52.16의 열저항율에 따른 보정계수 

 

  

 

 

    ❷ 국내 상황을 고려한 토양의 열저항율 기준 

 

 

 

 

 

 부속서 C(허용전류 간략화 표) : 불인정 

 부속서 D(허용전류를 구하는 방식) : 표준에서 제시하지 않는 단면적에 한해 사용 인정 

 부속서 G(수용가설비에서의 전압강하) : 전압강하 간략화 계산식 인정 

4.4 전선의 허용전류/ 검사판정기준 12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열저항률, K·m/W 0.5 0.7 1 1.5 2 2.5 3 

매설 덕트 내 케이블에 대한 보정계수  1.28 1.20 1.18 1.10 1.05 1.00 0.96 

직접 매설한 케이블에 대한 보정계수  1.88 1.62 1.50 1.28 1.12 1.00 0.90 

 젖은 상태 토양의 경우 : 0.6 K·m/W 

 일반적인 함수량인 경우 : 1.0 K·m/W 

 건조 상태 토양의 경우 : 1.5 K·m/W 

※ 기본값은 건조 상태 토양의 경우값 (1.5 K·m/W)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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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전류 산정방법(보호장치(차단기) 정격 선정과 연계) 

절연도체와 비외장케이블에 대한 전류가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의 “부속서B(허용전류)”에 주어진필

요한 보정 계수를 적용하고,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A(공사방법)”를 참조하여 KS C IEC 60364-5-52의“부속서B (허

용전류)”의 표(공사방법, 도체의 종류 등을 고려 허용전류)에서 선정된적절한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32.18.1 (절연물의허용

온도)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KEC 232.17 

□허용전류(전선의 단면적) 산정 시 고려사항 

 공사방법: KS C IEC 60364-5-52부속서 A 도체 및 케이블과 관련한 설치방법 및 공사방법(A~G, 1~73) 

 감소계수: 주위온도, 토지의 열저항, 복수회로, 통전 도체 수, 트레이 단수 등 

 케이블 및 절연물의 종류(PVC, XLPE 등), 도체 심선 수(단심, 다심) 

 전압강하, 전동기 기동 및 돌입전류 등 

 보호장치와의 협조 :  𝐼𝐵 ≤ 𝐼𝑛 ≤ 𝐼𝑍 (𝐼𝐵 : 회로의 설계전류, 𝐼𝑛 : 보호장치 정격전류, 𝐼𝑍 : 케이블 허용전류) 

 보호장치 동작시간에 따른 단시간 허용온도(단락전류시)에 견디는 단면적 고려 

4.4 전선의 허용전류/ 검사판정기준 12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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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체의 단면적 선정 : 각 항목에서 선정된 단면적 중 가장 큰 단면적으로 선정 

4.4 전선의 허용전류/ 검사판정기준 12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No 고려사항 비 고 

1 설계전류(𝑰𝑩) 간선일  경우 역률,수용률 등 고려하여설계전류 선정 

2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𝑰𝑩(부하전류) ≤ 𝑰𝒏(차단기정격전류) ≤ 𝑰𝒁(도체의 허용전류) 

3 부하 운전시 허용전압강하 

4 단락전류(𝑰𝑺𝑪)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𝒕𝒁 = (

𝑺×𝒌

𝑰𝑭𝒎𝒊𝒏
) 𝟐  [𝑺:도체의 단면적, k : 절연물에 의한 상수 

𝑰𝑭𝒎𝒊𝒏 :최소단락전류(A)] 

5 전동기 기동시 허용전압강하 
𝑰𝒎𝒔 = 𝑰𝒎 × 𝜷 × 𝑪 × 𝒌(전전압, 𝒀 − 𝑫,리액터,기동보상기) 

𝑰𝒎𝒔 = 𝑰𝒎 × 𝜸(𝜸소프트스타터 및 인버터 기동시 전류제한 비율) 

6 전동기 기동시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𝑺 =

𝑰𝑩×𝜷× 𝒕𝒎

𝒌
× 𝜶(𝜷:전전압 기동배율, 𝒕𝒎: 기동시간,  

𝜶: 여유계수, k : 절연물에 의한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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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접지 방식과 KEC 접지시스템간 비교 

접지대상 현행 접지저항값 기준 KEC 접지저항값 선정기준 

고압 및 특고압 설비 1종 접지, 10Ω이하 • 고압이상 및 공통 접지 : 접촉전압(보폭전압)≤ 허용접촉전압 

•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방지시설 : 10Ω이하 

• 피뢰기 : 10Ω이하 

• 변압기 중성점접지: 150(300, 600)/ 𝐼𝑔(1선 지락전류) 

 * 상기 적색으로 표시된 규정은 공통접지채용시 적용하지 않음 

• 저압 : 접촉전압 및 스트레스전압을 만족할 것 

저압계통보호접지 개념으로 감전보호를 만족하여야 함 

400V 초과 ~ 600V 이하 특3종 접지, 10Ω이하 

400V 이하 3종 접지, 100Ω이하 

변압기 2종 접지(계산 값) 

접지대상 현행 접지선 단면적 KEC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기준 

고압 및 특고압 설비 1종 접지 : 6.0㎟이상 상도체 단면적 S(㎟)에 따라 선정 

S ≤ 16           :S 

16 < S ≤ 35    :  16 

S > 35             :  S/2 

* 보호도체와상도체의 재질이 다른 경우 (k1/k2) 적용  

차단시간5초 이하의 경우𝑆 =
𝐼2𝑡

𝑘
 

* 계산값이 더 큰 경우 계산 값 적용 

400V 초과 ~ 600V 이하 특3종 접지, 2.5㎟이상 

400V 이하 3종 접지, 2.5㎟이상 

변압기 2종 접지,16㎟이상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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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계통 : 보호도체(PE)를 계통의 접지도체에 직접 연결, 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TN-S : 중성선(접지된 선도체)과 PE도체 별도 사용 

 

 

 

 

 

 

 
 TN-C : 중성선과  PE도체의 기능을 동일도체로 겸용(PEN 도체)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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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계통 :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계통의 접지극과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 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IT계통 : 전원은 대지에 절연 또는 임피던스로 대지에 접속, 노출도전부는 일괄 또는 단독으로 PE도체에 연결하여 대지에 접속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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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시스템 설계 및 검증 방법 정립 

접지시스템 설계 및 검증을 위한 Factor 제시  

 지락전류 분류율, 심장전류계수, 인체계수, 인체임피던스 등 

접지시스템 설계 및 검증에 대한 방법 

 원칙 : 접지설계 전용 프로그램 사용 

 예외 : 手계산 인정(1,000kW 미만 1Bank 약식 설비, 저압 설비) 

대지저항율은 실측 및 지질 분석 자료만 인정 

공통 및 통합 접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 명시  

검사 시 측정과 사후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 접지극 필수 시설 

접지저항 측정은 안전공사 부분검사시 측정자료 및  

   시간, 장소 등이 명시된 감리자료 인정 병행 

구조체 및 건축물 자체 접지저항 기여분과 계절에 따른  

   대지저항률 변동값은 불인정 등 

피뢰시스템은 내부피뢰시스템만 검사 범위로 한정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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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통합)접지 

공통접지 적용대상 : KS C IEC 표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통(통합)접지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구역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 

 고압 및 특고압 변전소에 인접하여 시설된 저압전원의 경우 기기가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접지계통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고압 또는 톡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한 경우 

  -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저압전원이 있는 경우 고압 또는 특고압 접지시스템은 공통 및 통합 

     접지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될 것  

  - 고압 또는 특고압 접지시스템의 구역내에 저압접지시스템이 포함된 경우는 서로 접속할 것 (단 표 의 최소접속조건을 만족할 것) 

저압계통의 형태(a, b) 

대지전위상승(EPR) 요건 

접촉전압 
스트레스 전압C 

고장지속시간≤5 s 고장지속시간＞5 s 

TT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TN EPR≤1200 V EPR≤250 V 

IT 
보호도체 있음 TN 계통에 따름 EPR≤1200 V EPR≤250 V 

보호도체 없음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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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또는 통합 접지시스템접지저항값 산정방법 

설계기준 :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허용 값 이내의 요건을 만족할 것 

- 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제1부 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또는 IEEE std 80 표준에 따름 

접지설계값 검증 (허용접촉전압≥접촉전압) 

계산에 의한 방법 KS C IEC 61936-1의 그림 12에서 선정 

□접지설계Factor  

 심장전류계수(HF) : 1.0 

 인체계수(BF) : 0.75 

 인체임피던스(𝑍𝑇 𝑈𝑇 ) : 1,225Ω 

 * 인체의 추가 임피던스는 미 고려 

 지락전류분류율(𝛽) : 0.2~0.4 

 계통확장계수(𝐶𝑃) : 설계값(1 이상) 

 1선지락전류(𝐼𝐹) : 프로그램 계산값 

 인체제한전류[𝐼𝐵 𝑡𝑓 ] : C2곡선 적용 

𝐸𝑃𝑅 = 𝐹 ∙ 𝑈𝑇𝑃 
 F 의 기본 값은 2이다 
 대지저항율이 낮은 겨우 2~5적용 가능 
 PEN 또는 저압 중간 도체가 고압 또는 특고압접지

계통에 접속되었을 경우 F의 값은 1 

𝑈𝑇𝑃 = 𝐼𝐵 𝑡𝑓 ∙
1

𝐻𝐹
∙ 𝑍𝑡 𝑈𝑇 ∙ 𝐵𝐹  

𝐼𝐵 𝑡𝑓  : 인체제한전류 

𝑈𝑇 :  접촉전압 

𝑈𝑇𝑃 :  허용접촉전압 

𝑡𝑓 ∶ 고장지속시간 𝑆𝐸𝐶  

𝐻𝐹:  심장전류계수 

𝑍𝑇 𝑈𝑇 :  인체임피던스 

𝐵𝐹:  인체계수 

𝐸𝑃𝑅(대지전위상승) = 𝐼𝑔 × 𝑅𝑔 

𝐼𝑔 = 𝐶𝑃 ∙ 𝐼𝐹 ∙ 𝛽 ∶ 접지망 유입전류 

𝑅𝑔: 𝐼𝐸𝐸𝐸 𝑠𝑡𝑑 80로 계산된 접지저항값 

∴  𝑈𝑇𝑃 ≥ EPR (접지설계 만족)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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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접지 : 가능한 경우에 한함 

고압(특고압) 접지극과 저압접지극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각 접지극간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될 시 : 50kV 이하 계통에서 20m 이상 이격[유럽전기표준위원회(CENELEC) HD 63791의 

9.4.4]이 가능한 경우 및 각 접지극간 저항구역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저압이 TT계통인 경우 : EPR에 따른 허용스트레스전압 기준값을 만족하는 접지저항 값 

저압 수전 시 TT접지 방식 채용 시 : 전원의 자동차단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저항 값 

접지저항 선정 기준 요약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구분 접지저항값 선정의 기준 

수전 구분 저압접지계통 접촉전압 요건 스트레스전압 요건 비 고 

고압이상 수전의 경우 

공통(통합)접지 접촉전압≤허용접촉전압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이내 AND 조건 만족 

TN 접촉전압≤허용접촉전압 해당없음 

TT 해당없음 
𝑅𝑔 × 𝐼𝑚 + 𝑈0 ≤ 1200 고장지속시간≤5 s 

𝑅𝑔 × 𝐼𝑚 + 𝑈0 ≤ 250 고장지속시간＞5 s 

저압 수전의 경우 

TN 수용가 측 접지저항 선정 기준값 없음 

TT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 조건을 만족하는 값 

21/37 

□ 통합접지 적용 시 확인사항(SPD 설치) 

외부피뢰시스템(수뢰부, 인하도선, 피뢰접지극)은 검사범위에서 제외(추후 검토 예정) 

기기에 요구되는 정격 임펄스 내전압을 만족할 것 - ❶ 

피뢰구역의 경계부분에는 SPD를 설치할 것[피뢰구역은 KS C IEC 62305-4의 4.3(LPZ)에 따름] - ❷ 

저압 수전설비 또는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Ⅰ등급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할 것 - ❸ 

 SPD를 누전차단기 부하측에 시설하는 경우 임펄스부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SPD를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 시설하는 경우 SPD 고장을 분리할 수 있는 차단능력이 있는 보호장치를 시설할 것 

 ❶ KS C IEC 62305-4의 4.3 피뢰구역              ❷ KS C IEC 62305-4의 4.3(LPZ)             ❸ Ⅰ등급 Ⅱ등급 SPD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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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 

접지도체 : 기준 접지바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도체 

보호도체 : 감전 방지와 같은 안전을 위해 준비된 도체(PEN, PEM, PEL 도체 포함) 

 특수한 경우의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단면적 

    -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는 경우 및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일반적인 경우의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계산식 ❶ 우선 적용)                    

  ❶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❷ 차단시간이 5초 이상인 경우 

 

 

 

 

 

 

구  분  구  리  알루미늄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10㎟  이상  16㎟  이상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  10㎟  이상  16㎟  이상  

𝑆 =
𝐼2𝑡

𝑘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실효값[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따라 정해지는 계수 

선도체의 

단면적 S(㎟) 

대응하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재질이 

선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𝑆 
𝑘1

𝑘2
× 𝑆 

16 < S ≤ 35 16𝑎 
𝑘1

𝑘2
× 16 

S > 35 
𝑆𝑎

2
 

𝑘1

𝑘2
×

𝑆

2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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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전위 본딩 

보호등전위본딩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 
-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철근, 철골, 구조물 
-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등 계통 외 도전부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전원자동차단에 의해 감전보호방식에서의 보조 보호방식 

- 감전보호에서 요구하는 게통 별 최대차단시간 초과 경우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 

- 전기설비 상호간 2.5m 이내, 전기설비와 금속 지지체 간 

등전위본딩 
*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½이상이며, 별도로 정한 값도 AND조건으로 만족  

금속체 설비의 등전위본딩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도전성 부분 

피뢰시스템 

등전위본딩 
인입설비의 등전위본딩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 

내부피뢰시스템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SPD 설치) 

4.5 접지시스템/ 검사판정기준 14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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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에 대한 보호 체계(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조합하여 적용) 

 

4.6 감전에 대한 보호/ 검사판정기준 31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25/37 

□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 조건 

저압 접지계통별 자동차단조건 및 고장시 최대차단시간을 만족할 것 

공칭대지전압 

(V) 

고장시 최대차단시간(s) 

32A 이하 분기회로 32A 초과 

분기회로 교류 직류 

TN TT TN TT TN TT 

50V<U0≤120V 0.8 0.3 - - 

5 1 
120V<U0≤230V 0.4 0.2 5 0.4 

230V<U0≤400V 0.2 0.07 0.4 0.2 

U0>400V 0.1 0.04 0.1 0.1 

U0 : 교류에서 공칭대지전압, 직류에서 선간전압을 의미한다. 

저압 
접지계통 

판정기준 

1. TN계통 

1. Zs×Ia≤U0(보호장치가 과전류차단기인 경우) 

Zs: 고장회로루프임피던스합[Ω] 

Ia: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A) 

U0: 교류 또는 직류 공칭대지전압(V) 

2. Zs×𝐼∆𝑛≤50 (보호장치가 누전차단기인 경우) 

𝐼∆𝑛: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A) 

2. TT 계통 

3. IT 계통 

4.6 감전에 대한 보호/ 검사판정기준 31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노출도전부가 같은 접지계통에 집합적으로 상호 접속된 경우 

(TN 계통과 유사한 조건 적용) 

노출도전부가 그룹별 또는 개별로 접지된 경우  

(TT계통과 유사한 조건 적용) 

2(Zs×Ia)≤U (중성선이 없는 경우) 
RA×𝐼𝑑≤50  

2(𝑍𝑆
′×Ia)≤U0(중성선이 있는 경우) 

Zs:  회로의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포함하는 고장루프임피던스𝑍𝑆
′: 회로의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포함하는 고장루프 임피던스 

U0 : 선도체와 대지 간 공칭전압(V)U : 선간 공칭전압 

Ia: TN계통에서 차단시간 내에 보호장치를 동작시키는 전류                         RA: 접지극과노출도전부 접속된 보호도체의 접지극 저항의 합 

𝐼𝑑: TT계통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에 보호장치(누전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전류 

26/37 

- 89 -



4.6 감전에 대한 보호/ 검사판정기준 31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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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의 시설 

①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예외 장소) 

  1. 기계기구를 발전소 · 변전소 ·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건조한 곳 : 평상시 습기 및 물기 없는 장소로 옥내 콘크리트 바닥에 절연성페인트를 칠한 경우, 사람이 전기기계기구와 

주변의 접지된 금속체에 동시에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어야 인정  

  3.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 300 V 이하)를 시설하고, 부하 측 비접지인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 ·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 접지공사를 한 경우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치명적인 전격을 받는 우려가 낮음 

  7. 기계기구가 전기욕기, 전기로 등 대지로 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경우 

   - 전로의 일부를 대지에서 절연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지락차단장치 효과 없음 

  8. 기계기구 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 누전차단기 내장 기기에 대해서 전원 인출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9. 저압 비상용 조명장치 및 유도등, 비상용승강기, 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전로의 중성점 접지에 의한 전로 등  

□ 누전차단기의 시설(계속) 

②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기에서 공급 

    하는 사용전압 400 V 이상 포함) 

③ 지락차단장치의  동작이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 

    발생시 기술원 감시소에 누전경보장치 설치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 , 유도등 , 철도용 신호장치) 

④ 다음 각 호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 가능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 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 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머물러 있는 장소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시설 불가 

⑤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 장소)는 주택용 누전차단기 시설 

4.6 감전에 대한 보호/ 검사판정기준 31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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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 및 단락 보호장치는 전로 중 도체의 허용전류 값이 줄어드는 분기점에  

     설치할 것 

□분기점으로 부터 3m 이내에 설치 

분기점 O점과 P2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및 콘센트의 설치가 없을 것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설치 

분기점 O점과 P2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및 콘센트의 설치가 없을 것 

전원측 보호장치 P1에 의해 분기회로도체 S2가 과부하 및 단락 보호가  

     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 가능 

 회전기의 여자회로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회로 

 변류기의 2차 회로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안전설비(주거침입경보, 가스누출경보 등) 전원회로 

4. 보호장치 선정 

4.7 과전류에 대한 보호/ 검사판정기준 320절 

29/37 

□과전류에 보호장치의 선정(전선의 허용전류에 따른 단면적과 상호협조) 

전선의 단면적 선정 : 𝐼𝐵 ≤ 𝐼𝑛 ≤ 𝐼𝑍 

 설계전류 결정(비전동기 회로, 전동기 회로) 

 도체의 허용전류에 따른 단면적 고려(허용전류 보정계수, 전동기기동전류, 전압강하 등 고려) 

 단락고장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을 고려한 전선의 단면적 고려 

단락고장전류의 계산(전원용량, 변압기 임피던스, 간선 임피던스, 분기회로임피던스 고려) 

 최대단락전류 :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선정에 사용(최대전압계수 적용) 

 최소단락전류 :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선정에 사용(최소전압계수 적용)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선정 : 𝐼2 ≤ 1.45 × 𝐼𝑍 (𝐼2 : 보호장치의 규약 동작전류) 

 보호장치의 동작시간≤  도체가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𝐼2 ≤ 1.45 × 𝐼𝑍조건 불만족시 도체의 단면적을 조정하여 절차 반복 

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 선정[ 최대단락전류×1.25(여유율권장값)] 

보호도체의 단면적 선정 (최대단락전류로 계산) 

 선도체의 단면적을 고려한 산정방법 

 계산식에 의한 산정방법 

4.7 과전류에 대한 보호/ 검사판정기준 320절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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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공사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출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외부 및 내부도 내화등급이 되도록 밀폐할 것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 시스템은 내부 밀폐 제외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조명부하와 기타부하 공용시에는 부하의 용량이 큰 것의 기준을 따를 것 

 과도과전압 및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경에 따른 전압강하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피효과, 근접효과 등에 의한 도체저항 값의 증가분이나 리액턴스 성분을 무시해도 지장이 없는 경우 간이 계산식 사용 가능 

4.8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검사판정기준 400절(통칙)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설비의 유형 조명(%) 기타(%) 

A-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고압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 6 8 

a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배전방식 전압강하 대상전압강하 

단상 2선식 𝑒 =
35.6 × 𝐿𝐼

1000 × 𝐴
 선간 

3상 3선식 𝑒 =
30.8 × 𝐿𝐼

1000 × 𝐴
 선간 

단상 3선식 𝑒 =
17.8 × 𝐿𝐼

1000 × 𝐴
 대지간 

3상 4선식 𝑒 =
17.8 × 𝐿𝐼

1000 × 𝐴
 대지간 

e : 전압강하(V) 
I : 부하전류(A) 

L : 전선의 길이(m) 
A : 사용전선의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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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4.8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검사판정기준 410절(배선설비) 

시설 상태 

설치방법 

비고정 
직접 

고정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몰드형, 

바닥매입형 포함) 

케이블 

덕팅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 

(래더, 브래킷 등 

포함) 

애자사용 지지선 

건물의 공간 
접근 가능 40 33 41*, 42* 6, 7, 8, 9, 12 43, 44 30, 31, 32, 33, 34 - △ 

접근 불가 40 △ 41*, 42* △ 43 △ △ △ 

케이블 채널 56 56 54, 55 △ 30, 31, 32, 34 - - 

지중 매설 72, 73 △ 70, 71 - 70, 71 △ - - 

콘크리트 매설 57, 58 3 1, 2, 59, 60 50, 51, 52, 53 46, 45 △ - - 

노출표면에 부착 - 
20, 21, 22, 

23,33 
4, 5 

6, 7, 8, 

9, 12 
N/P 

30, 31, 

32, 34 
36 

가공/기중 - 33 △ 10, 11 N/P 30, 31, 32, 34 36 35 

창틀 내부 16 △ 16 △ △ △ - - 

문틀 내부 15 △ 15 △ △ △ - - 

수중(물속) + + + - + △ - -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  :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방법은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준한다.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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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표. 52.20을 적용할 것 

수평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 삼각포설의 경우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표. 52.21을 적용할 것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벽면과의 간격이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표. 52.20을 적용할 것 

수직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 삼각포설일 경우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이상 이격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시설할 것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표. 52.21을 적용할 것 

4.8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검사판정기준 410절(배선설비)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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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트레이 다심케이블 시설 수평트레이 단심케이블 시설 

수직트레이 다심케이블 시설 수직트레이 단심케이블 시설 

□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 

4.8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검사판정기준 410절(배선설비)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 트레이 내 단심과 다심 케이블 혼용 설치시에도 트레이 내측폭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허용전류 선정시에는 최악의 조건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34/37 

- 93 -



4.10 기타사항 

4. 검사판정기준 주요 내용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일련번호가 표기된 성적서는 사본도 인정 

수입전기기계기구 : 검사기관에서 원격 영상입회 시험 후 자체시험성적서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참고시험성적서로 검수시험 대체 가능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전원배선 : 내화배선(FR-8) - 840도에서 30분 이상 견디는 것 

제어배선 : 내열배선(FR-3) - 380도에서 15분 이상 견디는 것 

비상전원의 종류 : 발전, 전기저장장치, 축전지, 수전 

비상용 예비전원이 한전배전망과 병렬운전이 가능한 경우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필요(단순병렬, 역송병렬)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KEC에 전압규정 없음) 

 10만 볼트 이상 유입변압기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 의무화(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서지흡수기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단체표준의 서지흡수기 표준에 정격전류 추가 

    * 정격전압 : 4.5kV, 9kV, 18kV    정격전류 : 100A 

□전기차충전장치 시설 장소 :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 : 해안가 저지대, 천변 주차장 등 상습 침수 위험이 있는 장소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제외 

전시, 사변, 감염병 
등 비상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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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체크리스트 

□ 설계 자료 검증을 위한 필수 자료로 한정 

 
원칙 : 설계자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 

 계산의 근거자료(Input Data)의 적정성 확인 

계산범위 : 검증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 

 설계 조건이 동일한 사항은 반복 계산 불필요 

 누전차단기 설치 회로는 감전보호계산서 생략 

 분전반 단위의 단락전류를 모선단락전류로 일괄 적용 

설계 및 계산 Tool  

 상용프로그램을 원칙으로 간이 및 저압 설비의 경우  

   수기 계산 인정 

 전기업계 대표 기관 및 협,단체 공동 개발 및 검증 Tool 

활용 가능 

제출자료 목록 

◦ 고장전류 계산서 

- 3상 단락전류 계산서 

- 1선 지락전류 계산서 

◦ 접지설계 도면 

- 접지설비계통도(계통접지방식 포함) 

- 접지설비평면도(접지극 형상 및 제원 포함) 

  - 접지상세도(PE도체, 주등전위본딩, SPD 설치위치 및 제원 

     등 포함) 

◦ 접지설계 계산서 

- 대지저항율 측정 또는 토양 분석자료 

- 접지계산 Factor 요약표 

- 접지설계 결과서(상용프로그램 또는 手 계산) 

◦ 저압 보호장치 및 전선의 단면적 선정 계산서 

- 회로별 감전 및 과전류 보호 계산서 

- 회로별 전선의 단면적 선정서 

□ 공사계획 제출서류 검증 방법 

 

5.1 공사계획신고 제출 자료/ 검사판정기준 8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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