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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동선 (Copper Wires for Electrical Purpose)
 


 적용범위 

  ∙ 가공전선으로 사용하는 나경동선에 대하여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류 지름 또는 소선수 
/소선지름 (mm)

공칭단면적
(mm2)

개산중량
(kg/km)

1조의
표준길이(m) 포장

100508 단선 3.2 - 71.49 500 다발
100509 〃 5.0 - 174.6 400 〃
100510 연선 7/2.0 22 197.9 1,000 드럼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사용개소
   - 염해지역의 특고압 중성선
   - 도심지역의 특고압 ․ 저압 공용 중성선
   - 특고압 중성선
   ▹아황산가스가 발생하는 공업지역이나 염해가 우려되는 해안지역에서 ACSR 대용

 유의사항

  ∙ 전선의 소요량 산출
   - 선로가 평탄할 때 : (선로긍장 × 전선조수) × 1.01
   - 장경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 철거시 회수량 : 선로긍장 × 전선조수

ES-614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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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전선)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Drop Wires)
 


 적용범위 

  ∙ 저압가공인입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의 비닐 절연전선에 대하여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
번호 종류

도체 절연
체의 
두께

완성
품의 
외경
(약)

도체
인장
하중

최대 
도체
저항
20℃

개산
중량

1조의 
표준 
길이

포장구성 소선수
/소선경 외경

(㎜) (㎜) (㎜) (㎜) [kN (㎏f)] (Ω/㎞) (㎏/㎞) (m)
100631 2개

연선
1/2.0 2.0 0.8 7.2 1.23 (126) 5.89 75 300 다발

100632 1/2.6 2.6 1.0 9.2 2.07 (211) 3.48 125 200 〃
100636 3개

연선
1/2.0 2.0 0.8 7.8 1.23 (126) 5.89 115 300 다발

100637 1/2.6 2.6 1.0 9.9 2.07 (211) 3.48 190 200 〃
100641 4개

연선 1/3.2 3.2 1.2 14.0 3.09 (315) 2.30 380 200 다발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저압 가공인입선용으로 주로 주택용의 인입선으로 사용되며, 접지측은 녹색, 전압측은 
   흑색으로 구분    

ES-614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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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용 비닐 절연전선(OW전선)
(Out Door Weather Proof Polyvinyl Chloride Insulated Wires)
 


 적용범위 

  ∙ 가공저압 전선로에 사용하는 단심의 절연 전선에 대하여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류
도  체 개산

중량
(㎏/㎞)

1조의 
표준길이

(m)
포 장소선지름 또는

소선수 소선지름
(㎜)

공  칭
단면적
(㎟)

100623 단선 2.0 - 32 300 다발
100624 〃 2.6 - 54 300 〃
100625 〃 3.2 - 81 300 〃
100626 연선 7/2.6 22 250 300 드럼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저압 가공배전간선 및 분기선, 저압 가공인입선용으로 사용되며, 나경동선에 절연체를 입힌 전선
  ∙ 주상변압기 2차 인하선 규격    

변압기용량(kVA)
단상2선식(220V) 3상4선식(220/380V)

전압선(㎟) 접지선측(㎟) 전압선(㎟) 중성선(㎟)
30 이하 60 60 60 38
50 이하 100 100 100 60
75 이하 150 150 150 100
100 이하 100 × 2 100 × 2 100 × 2 100
150 이하 150 × 2 150 × 2 150 × 2 150

ES-614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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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수밀형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동전선(OC-W전선)
 


 적용범위 

  ∙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지중케이블 입상개소에 사용하는 동전선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공 칭
단면적

도    체 절연
체의 
두께

완성
품의 
외경

도체
인장
하중

개산
중량

최소
절연저항

20℃
1조의
표준
길이 포장

방법
소선수/
소선경 외경

(㎟) (㎜) (㎜) (㎜) (㎜) [kN (㎏f)] (㎏/㎞) (㏁․/㎞) (m)
100589 38 7/2.6 7.8 3.0 13.8 14.51

(1,480) 444 1,500 600 드럼
100590 60 19/2.0 10.0 3.5 17.0 23.63

(2,410) 701 1,500 600 드럼
100591 100 19/2.6 13.0 3.5 20.0 39.32

(4,010) 1,119 1,500 600 드럼
100592 150 19/3.2 16.0 3.5 23.0 58.74

(5,990) 1,665 1,500 600 드럼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절연체의 재질 : 가교폴리에틸렌(XLPE)
 ∙ 기타 구조 및 빗물 침입 방지성 등은 저압 수밀형 비닐절연 전선(OW-W 전선)과 동일

 유의사항 

  ∙ 개폐기 인하선 또는 염진해지역 특고압 전압선 사용

ES-614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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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심 알루미늄 연선
(Aluminium Stranded conductors Steel Reinforced)
 


 적용범위 

  ∙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아연도금강심 알루미늄연선에 대하여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공칭

단면적
(㎟)

도체구성 (㎜) 계산단면적 (㎟) 최소
인장하중
kN ((㎏f)

외경 (㎜) 1조의 길이
(m)Al St Al St Al St

100539 32 6/2.6 1/2.6 31.85 5.309 11 (1,140) 7.8 2.6 600
100540 58 6/3.5 1/3.5 57.73 9.621 19 (1,980) 10.5 3.5 〃
100542 95 6/4.5 1/4.5 95.40 15.90 31 (3,180) 13.5 4.5 〃
100543 97 12/3.2 7/3.2 96.51 56.29 104 

(10,600) 16.0 9.6 1,000, 2,000 및 
주문길이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지역별 전선의 최소 굵기
지       역       별 전  압  별 전선의 굵기(㎟)

동  선 ACSR

일 반
배 전
선 로

시가지
간선 및 중부하지역 특고압, 고압저압 100 이상 60  〃 160 이상-

분기선 및 경부하지역 특고압, 고압저압  38  〃  38  〃  58  〃-

기타 지역
간선 및 중부하지역 특고압, 고압저압  60  〃  38  〃  95  〃-

분기선 및 경부하지역 특고압, 고압저압  22  〃  22  〃  32  〃-
대용량
배  전
선  로

S/S 인출～부하 중심점 특 고 압 - 240 〃
중부하 구간 특 고 압 - 160 〃
경부하 구간 특 고 압 -  58 〃

   주) 대용량 배전선로의 전선의 굵기는 가공 배전선로의 간선에 적용하되 선로말단이나 분기선 등 
여건상 일반 배전선로에 준하는 경우 일반 배전선로의 굵기를 적용할 수 있음

ES-614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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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피복강심 알루미늄 절연전선 (ACSR/AW-OC for 22.9㎸-y)
 


 적용범위 

  ∙ 특고압 가공배전선로에 사용하는 단심의 알루미늄 절연전선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공칭단면적
(㎟)

도   체 절연체
두께

완성품
외경

개산
중량

최소
절연저항

20℃
1조의

표준길이구  성 외경소선수
(Al) 형상

St
(㎜) (㎜) (㎜) (㎜) (㎏/㎞) (㏁/㎞) (m)

100568 ACSR/AW-OC
32 6/SB 1/2.6 7.2 3.0 13.2 210 2,000 600, 1000

100569 ACSR/AW-OC
58 6/SB 1/3.5 9.7 3.0 15.7 330 1,500 600, 1000

100570 ACSR/AW-OC
95 6/SB 1/3.5 12.0 3.5 19.0 530 1,500 600, 1000

100571 ACSR/AW-OC
160 18/SB 1/3.2 15.4 4.0 23.4 730 1,500 600, 1000

100567 ACSR/AW-OC
240 18/SB 1/4.0 18.9 4.0 27.0 1,040 1,000 600, 1000

  주) 표준길이의 조장 600m는 소규모공사에 1000m는 대규모공사에 사용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ACSR-OC 전선과 재원이 동일하며, 도체저항과 중량만 다름
  ∙ 손실감소(2~5%), 염해 환경오염에 내부식 특성이 우수

 유의사항

  ∙ SB : Smooth Body, 시험전압 : 25kV, 포장단위 : 드럼, 알루미늄 피복강선 사용
  ∙ 포장단위 : 드럼, 알루미늄 피복강선 사용

ES-614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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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억제형 수밀 알루미늄 피복 강심 알루미늄 절연전선
 (ACSR/AW-TR/OC)
 


 적용범위 

  ∙ 특고압 가공배전선로에 사용하는 단심의 트래킹억제형 절연전선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공칭

단면적
도  체 두  께 완성품

외경
개산
중량

절연
저항

1조의
길이구 성

(소선수/외경) 외경 내도 절연 피복
(㎟) Al St (㎜) (㎜) (㎜) (㎜) (㎜) (㎏/㎞) (㏁-㎞) (m)

100583 58 6/SB 1/3.5 9.7 0.6 1.2 1.2 15.7 360 1,500 600, 1,000
100584 95 6/SB 1/3.5 12.0 0.6 1.4 1.5 19.0 520 1,500 600, 1,000
100585 160 18/SB 1/3.2 15.4 0.6 1.7 1.7 23.4 750 1,500 600, 1,000
100586 240 18/SB 1/4.0 18.9 0.6 1.7 1.7 27.0 1,040 1,000 600, 1,000

  주) 1조의 길이 600m는 소규모 공사용이고, 1,000m는 대규모 공사용임.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절연체 피복의 트래킹(Tracking) 발생억제로 오손성능 향상
 ∙ 도체의 수밀구조 채용으로 수분침투에 다른 응력부식 단선방지
  ∙ 전선구조 : 2중의 절연구조(절연층과 피복층)

 유의사항

  ∙ 적용개소 : 오손등급 C급 이상 지역에 사용

ES-6145-0021



제6장 전선 및 접속 금구류

  69

알루미늄선용 분기슬리브 (Branch Sleeves for Aluminium Conductors)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로 알루미늄전선의 장력이 걸리지 않는 장소에서 AL선 상호간 또는 AL선과 
동선의 압축접속에 사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적 용 전 선 (㎟)
본 선 측 분기선측

102160 E 1-1 AL 32 (CU 38) AL 32, CU 22측
120371 E 1-2 AL 32 (CU 38) AL 58, CU 60
120372 E 1-3 AL 32 (CU 38) AL 95, CU 100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접속금구류 사용구분
품 명 사용 개소

분 기 스 리 브
(콤파운드 유)

1. 본선과 장력이 걸리지 않는 잠바선 또는 분기선의 접속 부분
2. 기기류의 리드선 접속
3. Aℓ 저압본선과 변압기 2차 인하선과 접속
4. Aℓ 저압본선과 22mm2 이상의 OW선의 분기 및 동종의 인입선과의 접속
5. 중성선과 완철접지선의 분기접속
6. 기타 필요한 개소

분기 고리 변압기 1차 인하선 접속
활선 크람프 변압기 1차 인하선을 분기고리에 접속할 경우에 사용(소형)

유의사항 

  ∙ AL선과 동선 접속시 동선의 위치 : AL 전선의 하단

ES-593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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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형 이질금속 슬리브 (Compression type Bimetal Sleeves)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로의 장력이 걸리지 않는 장소에서 Al선과 동선의 접속에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적 용 전 선 (mm2)
A 측 B 측

102207 S-1 ASCR(/AW)-OC 95 HDCC 100
102208 S-2 ASCR(/AW)-OC 95 몰드콘 HDCC 125
102209 S-3 ASCR(/AW)-OC 160 HDCC 100
102210 S-4 ASCR(/AW)-OC 160 몰드콘 HDCC 125
102213 S-5 ASCR(/AW)-OC 95 몰드콘 HDCC 200
102214 S-6 ASCR(/AW)-OC 160 몰드콘 HDCC 200
102215 S-7 ASCR(/AW)-OC 240 HDCC 100
102211 S-8 ASCR(/AW)-OC 240 몰드콘 HDCC 125
102212 S-9 ASCR(/AW)-OC 240 몰드콘 HDCC 200
102205 S-10 ASCR(/AW)-OC 58 몰드콘 HDCC 125
102206 S-11 ASCR(/AW)-OC 58 몰드콘 HDCC 200

   주) 슬리브의 전선 삽입구멍 2개중 AL측을 A측, 동선측을 B측이라 함.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개폐기 구출선과 모선의 절연피복 제거길이는 압축형 이질금속 슬리브 표면에 표시된     
   절연피복을 제거길이에 맞추어 피복을 제거
   - 구출선 또는 모선을 절단할 경우에는 유압캇터를 사용
   - 압축작업이 완료되면 구출선과 모선의 절연피복 일부분이 슬리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시공
  ∙ 압축형 이질금속 슬리브에 구출선 또는 모선 삽입시는 동선측과 AL측이 바꾸지 않도록 주의
  ∙ 압축형 이질금속 슬리브 압축순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압축

ES-593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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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접속용 동슬리브 (Copper Sleeves for Branch Lines)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의 장력이 걸리지 않은 장소에서 동전선 상호간 및 분기접속에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적 용 전 선 (mm2) 비  고본선측 분기선측
102193 BSC 2A Cu 22, 38, 60 Cu 3.2
102195 BSC 2B Cu 22, 38 Cu 38, 22(25)
102197 BSC 4B Cu 60 Cu 22(25), 38
102198 BSC 1C Cu 60 Cu 60
102199 BSC 2C Cu 100 Cu 38
102200 BSC 3C Cu 100 Cu 60, 100
102202 BSC 5C Cu 150 Cu 60, 100
120687 BSC 1GW Cu 25 Cu 35 접지선간 접속용(직렬)
120688 BSC 2GW Cu 25 Cu 35 접지선간 접속용(병렬)

 형상도

∙ 실 물 ∙ 형상설명

         
                 (몸체)                (측면)

- 장(長) 슬리브(65.90㎜) 몸체

- 단(短) 슬리브(30㎜) 몸체

- BSC 1A 슬리브
 ∘Cu 22, 38㎟ 적용

유의사항

  ∙ 분기용 동슬리브의 구분 참조(ES-5935-0029)
  

ES-593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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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이질금속 분기슬리브 (Bimetal Brench Sleeves for Low Voltage)
 


 적용범위 

  ∙ 저압 가공전선 및 케이블의 장력이 걸리지 않는 장소에서 Al선과 동선의 압축접속에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적용전선(mm2)
본 선(CU) 분기선(Al)

125126 C1-1 OW 22, 38 CV 25
125127 C1-2 OW 38 CV 35
125128 C2-1 OW 60 CV 25
125129 C2-2 OW 60 CV 35
125130 C2-3 OW 60 CV 70
125131 C3-1 OW 100 CV 25
125132 C3-2 OW 100 CV 35
125133 C3-3 OW 100 CV 70
125134 C4-1 OW 150 CV 25
125135 C4-2 OW 150 CV 35
125136 C4-3 OW 150 CV 70
125137 C4-4 OW 150 CV 120
125138 C4-5 OW 150 CV 185

  ※ ACSR이 본선인 경우의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C type(본선 Cu, 분기선 AL A type(본선 AL, 분기선 Cu)

 주요특징

 ∙ 슬리브 및 중간 연결 금속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은 ES-5935-0005(알루미늄   
  선용 압축슬리브)의 3.2항(재질)에 따름
  ∙ 슬리브에 사용하는 컴파운드 재질은 ES-6850-0002(알루미늄 접속 컴파운드)에 따름
  ∙ 슬리브에 중간 연결금속재에 사용되는 동은 ES-5935-0029(분기접속용 동슬리브)의  
   3.2항(재질)에 따름.

 유의사항

 ∙ 슬리브는 본선 및 분기선의 접속위치에 관계없이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슬리브의 표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압축 지정위치를 표시

GS-593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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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관통형 콘넥타 (Insulation Piercing Connector)
 


 적용범위 

  ∙ 저압 가공선로의 장력이 걸리지 않는 피복동선 사용개소에서 절연피복을 벗기지 않고 
본선과 본선, 본선과 분기선을 직접 접속하는데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적용전선(mm2) 수중절연내력
(㎸/min)본   선 분 기 선

102733 IPC-1 22-60 2.0-3.2 6
102734 IPC-2 22-60 14-38 6
102735 IPC-3 38-100 14-60 6
102736 IPC-4 60-100 60-100 6
102737 IPC-5 100-150 14-100 6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주상변압기 2차 인하선과 저압선(OW
  전선)과의 접속점 
 ∙ 저압선과 인입선의 접속점
 ∙ 기타 분기개소 접속점

           (설치형상)  

ES-593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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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 접근금지 실리콘 표지판
(Electrical Hazard Sign Panel for Distribution Line)
 


 적용범위 

  ∙ 가공전선로에 취부하는 안전표지판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품   명 비  고
126624 특고압용 접근금지 표지판
126625 저압용 접근금지 표지판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관련자료 : 안전장구 관리업무 편람 참조
  ∙ 전선로에 근접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또는 행위로 특고압 전력선 및 저압선에 접촉위험이
   예상(이격거리 유지개소 포함)되는 장소에 위험한 상태를 경고하여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사고 및 선로사고 예방 목적

GS-9905-0019

http://www.cheryong.co.kr/contents/item.php?it_id=145295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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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절연 자기융착 테이프 (Tow Layer-Self Bonding Inssulating Tapes)
 


 적용범위 

  ∙ 가공 및 지중 배전선로의 전선, 케이블 접속부의 절연, 방수 및 방식을 목적으로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폭 (mm) 두께 (mm) 길이 (mm) 비  고
101908 25 ± 1.0 1.0 ± 0.1  6 이상
101909 20 ± 1.0 0.5 ± 0.05 10 이상

 형상도

∙ 실 물 ∙ 테이프의 특성

    

항 목 특 성
인장강도 17.6kg/cm2 이상
신장율 400% 이상

절연파괴강도 16kV/mm 이상
자기융착성
(Fusion)

늘어짐(flagging)
0.2mm 이하

 주요특징

 ∙ 우수한 전기절연과 방수, 방식 특성으로 내오손 및 자외선 차단효과 우수   

ES-597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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