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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 허용전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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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A(공사방법)”를 참조하여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B

(허용전류)”의 표(공사방법, 도체의 종류 등을 고려 허용전류)에서 선정된 적절한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32.18.1

(절연물의 허용온도)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KEC 232.17

 비외장케이블, 절연전선의 허용전류 표 제공
 각 종 적용해야 할 보정계수 제시

KS C IEC 60364-5-52 “부속서B”

 허용전류 표 B.52.2~5, 표 B.52.10~13, 복수회로
및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표 B.52.17~21의 간략화

단 간략화 표는 여러공사 방법 중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KS C IEC 60364-5-52 “부속서C”

 표.52.2~13 허용전류대도체단면적곡선을산식화
𝐼𝐼 = 𝑎𝑎×𝐴𝐴𝑚𝑚 −𝑏𝑏×𝐵𝐵𝑛𝑛 (a, b : 케이블종류와설치방법에다른
계수.  m, n :케이블종류와설치방법에따른지수

단표 B.52.2~13의범위를벗어나는도체에대해서는권장하지않음

KS C IEC 60364-5-52 “부속서D”

 고조파전류가 평형 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 고
려 보정계수 제시

KS C IEC 60364-5-52 “부속서E”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표 G.52.1

KS C IEC 60364-5-52 “부속서G”

KS C IEC 60364-5-52 “부속서H”
병렬케이블 배치 예시

 배선설비의 설치방법 규정(1~73)
 A1, A2, B1, B2, C, D1, D2, E, F, G

KS C IEC 60364-5-52 “부속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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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전류 선정시 저감계수의 적용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공사방법 : KS C IEC 60364-5-52 부속서 A 적용(A1, A2, B1, B2, C, D1, D2, E, F, G)

* 동일 배선에 다수의 공사방법이 적용된 경우 허용전류가 최소인 공사방법 적용

* 케이블트렌치공사는 공사방법 B1(단심케이블), B2(다심케이블) 적용

 통전회로(도체)의 수 : 부하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수(평형부하에서 중성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복수회로의 수 : 최고사용온도가 서로 다른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의 수(저감계수는 최악의 조건 적용)

 병렬회로 수 : 두 개 이상의 선도체 또는 PEN 도체가 병렬로 접속된 개수(전선의 단면적 선정공식에서 분모로 적용)

 주위온도 : 적용 기준온도 : 기중 30 ℃, 지중 20 ℃

 토지의 열저항 : 지중의 경우만 해당하며, 기본값 2.5 K·m/W(국내 부합화한 값 1.5 K·m/W 적용 가능)

 설치조건 : 케이블 밀착(0.125m, 0.25m, 0.5m), 덕트밀착 (0.25m, 0.5m, 1m), 트레이 단수, 트레이 종류

 시설조건의 변화 : 경로 중 최악의 조건을 적용하나, 0.35m 이내의 시설조건 변화는 무시

□ 전선(도체)의 단면적 선정 기준(각 계산값 중 최대값으로 선정)

 설계전류(𝑰𝑰𝑩𝑩)를 고려한 단면적 – 조명 및 기타부하와 전동기 부하 공통 적용

 부하의 운전시 허용전압강하를 고려한 단면적 – 조명 및 기타부하만 적용

 단락고장전류(𝑰𝑰𝒔𝒔𝒔𝒔)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 조명 및 기타부하와 전동기 부하 공통사항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 전동기 부하만 적용

 전동기 운전시 허용전압강하율을 고려한 단면적 – 전동기 부하만 적용

 전동기 기동시 허용전압강하율을 고려한 단면적 – 전동기 부하만 적용

 과전류보호장치(차단기) 정격전류(𝑰𝑰𝒏𝒏)를 고려한 단면적 (𝑰𝑰𝑩𝑩 ≤ 𝑰𝑰𝒏𝒏 ≤ 𝑰𝑰𝒁𝒁, 𝑰𝑰𝟐𝟐 ≤ 𝟏𝟏.𝟒𝟒𝟒𝟒𝑰𝑰𝒁𝒁) 전선의 단면적과 차단기 정격 보호협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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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설비의 설치방법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공사방법 시설방법 설명 전류기준 계산서 적용

A1
단열벽 속에 매입한 전선관 내부의
절연전선 또는 단심케이블

A1 단심 매입공사

A2
단열벽 속에 매입한 전선관 내부의
다심케이블

A2 다심 매입공사

B1
목재 또는 석재의 벽면에 부착한
전선관 내부의 절연전선 또는
단심케이블

B1 단심 매입/노출공사

B2
목재 또는 석재의 벽면에 부착한
전선관 내부의 다심케이블

B2 다심 매입/노출공사

D1, D2
지중 매설한 전선관 또는 케이블덕트
내의 단심/다심케이블

단심 : D1
다심 : D2

단심/다심
지중매입공사

E, F
케이블래더에 포설,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

단심 : E
다심 : F

단심 트래이공사 : E
다심 트래이공사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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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계수 (보정계수)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주위온도
☞ 기중(공기중)은 30℃, 지중 20℃를 기준으로 다른 경우는 표의 값을 따름 (단 태양 또는 적외선 방사로 인한 증가분 무시)

토지의 열저항율
☞ 토지의 열저항 기본값은 2.5 K·m/W 이나 국내 상황을 고려한 1.5 K·m/W를 적용하여 아래 표의 해당 보정계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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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05 1.0 0.96

직접 매설한 케이블에 대한 보정계수 1.88 1.62 1.5 1.28 1.12 1.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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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회로수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단일회로 또는 단일 다심케이블 또는 복수회로 또는 복수 다심케이블에 대한 저감계수. 표 B52.2~표 B 52.13허용전류 이용

 공사방법 D1 인 경우/ 세부내용은 KS C IEC 60364-5-52 표 B 52.19 참조

회로수 1 2 3 4 5 6 7 8 9

덕트밀착 1.0 0.85 0.75 0.7 0.65 0.6 0.57 0.54 0.52

0.25m 1.0 0.9 0.85 0.8 0.8 0.8 0.76 0.74 0.73

0.5m 1.0 0.95 0.9 0.85 0.85 0.8 0.8 0.78 0.77

1m 1.0 0.95 0.95 0.9 0.9 0.9 0.88 0.88 0.87

 다심케이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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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방법에 따른 감소계수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공사방법 F 인 경우 (단일층 트레이인 경우는 표 B.52.17의 보정계수 적용) ) /세부내용은 KS C IEC 60364-5-52 표 B 52.21참조

 천공형 케이블트레이인 경우

 수직 천공형 케이블트레이인 경우

회로수 1 2 3 1(삼각포설) 2(삼각포설) 3(삼각포설)

1(트레이 단수) 0.98 0.91 0.87 1 0.98 0.96

2(트레이 단수) 0.96 0.87 0.81 0.97 0.93 0.89

3(트레이 단수) 0.95 0.85 0.78 0.96 0.92 0.86

회로수 1 2 3 1(삼각포설) 2(삼각포설) 3(삼각포설)

1(트레이 단수) 0.96 0.86 0.86 1.0 0.91 0.89

2(트레이 단수) 0.95 0.84 0.84 1.0 0.9 0.86

 기타 케이블트레이인 경우

회로수 1 2 3 1(삼각포설) 2(삼각포설) 3(삼각포설)

1(트레이 단수) 1.0 0.97 0.96 1.0 1.0 1.0

2(트레이 단수) 0.98 0.93 0.89 0.97 0.95 0.93

3(트레이 단수) 0.97 0.9 0.86 0.96 0.9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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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도체) 의 단면적 선정시 고려사항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No 고려사항 비 고

1 설계전류(𝑰𝑰𝑩𝑩), 전동기 정격전류(𝑰𝑰𝒎𝒎) 간선일 경우 전원(변압기, 발전기, 수전용량 등)용량으로 산정

2 보호장치와 보호협조 검증
𝑰𝑰𝑩𝑩 부하전류 ≤ 𝑰𝑰𝒏𝒏 차단기정격전류 ≤ 𝑰𝑰𝒁𝒁 도체의허용전류 , 

𝑰𝑰𝟐𝟐 [차단기규약 𝟔𝟔𝟔𝟔분 동작전류] ≤ 𝟏𝟏.𝟒𝟒𝟒𝟒𝑰𝑰𝒁𝒁

3 전동기 운전시 허용전압강하 고려 𝜺𝜺 =
∆𝑽𝑽
𝑽𝑽

× 𝟏𝟏𝟔𝟔𝟔𝟔 =
𝒌𝒌 × 𝑰𝑰𝒎𝒎 × (𝑹𝑹𝒔𝒔𝑹𝑹𝒔𝒔𝜽𝜽 + 𝑿𝑿𝒔𝒔𝑿𝑿𝒏𝒏𝜽𝜽)

𝑽𝑽

4 단락전류(𝑰𝑰𝑭𝑭𝒎𝒎𝑿𝑿𝒏𝒏)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𝒕𝒕𝒁𝒁 = ( 𝑺𝑺×𝒌𝒌
𝑰𝑰𝑭𝑭𝒎𝒎𝑿𝑿𝒏𝒏

) 𝟐𝟐 [𝑺𝑺:도체의 단면적, k : 절연물에 의한 상수

𝑰𝑰𝑭𝑭𝒎𝒎𝑿𝑿𝒏𝒏 :최소단락전류(A)]

5 전동기 기동시 허용전압강하고려 𝜺𝜺 =
∆𝑽𝑽
𝑽𝑽

× 𝟏𝟏𝟔𝟔𝟔𝟔 =
𝒌𝒌 × 𝑰𝑰𝒎𝒎𝒔𝒔 × (𝑹𝑹𝒔𝒔𝑹𝑹𝒔𝒔𝜽𝜽𝒔𝒔 + 𝑿𝑿𝒔𝒔𝑿𝑿𝒏𝒏𝜽𝜽𝒔𝒔)

𝑽𝑽

6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𝑺𝑺 = 𝑰𝑰𝒎𝒎×𝜷𝜷× 𝒕𝒕𝒎𝒎
𝒌𝒌

× 𝜶𝜶 (𝜷𝜷:전전압 기동배율,  𝒕𝒕𝒎𝒎: 기동시간, 

𝜶𝜶 : 여유계수,  k : 절연물에 의한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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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전류를 고려한 공칭단면적 선정 (Step.1)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𝐼𝐼𝐵𝐵 = ∑ 𝑃𝑃𝑃𝑃
𝐾𝐾×𝑉𝑉

×a× ℎ × 𝑘𝑘

□ 보호장치와 보호협조 검증 (Step.2)

설계전류𝐈𝐈𝐁𝐁 도체의허용전류𝐈𝐈𝐳𝐳 1.𝟒𝟒𝟒𝟒𝐱𝐱𝐈𝐈𝐳𝐳

배선의기준값

보호장치의특성

정격전류또는
전류설정값𝐈𝐈𝐧𝐧

통상적인동작전류
𝐈𝐈𝟐𝟐

44A

63 A

72 
A

104 A

8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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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 운전시 허용전압강하 고려 (Step.3)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설비의 유형 조명(%) 기타(%)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6 8

∈ (%) =
𝜟𝜟𝑽𝑽
𝑽𝑽

× 𝟏𝟏𝟔𝟔𝟔𝟔 =
𝑲𝑲 × 𝑰𝑰𝑩𝑩 × 𝑳𝑳(𝑹𝑹𝒔𝒔𝑹𝑹𝒔𝒔𝜽𝜽𝑳𝑳 + 𝑿𝑿𝒔𝒔𝑿𝑿𝒏𝒏𝜽𝜽𝑳𝑳)

𝑽𝑽
× 𝟏𝟏𝟔𝟔𝟔𝟔

□ 단락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Step.4)

케이블 굵기 10mm2 16mm2

고장전류 1.48kA 2.02kA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보호장치
동작배율

𝒕𝒕𝒁𝒁 =
𝟏𝟏𝟔𝟔𝒎𝒎𝒎𝒎𝟐𝟐 × 𝟏𝟏𝟒𝟒𝟏𝟏

𝟏𝟏.𝟒𝟒𝟒𝟒𝒌𝒌𝟒𝟒

𝟐𝟐

= 𝟔𝟔.𝟗𝟗𝟐𝟐초

𝒕𝒕𝒁𝒁 =
𝟏𝟏𝟔𝟔𝒎𝒎𝒎𝒎𝟐𝟐 × 𝟏𝟏𝟒𝟒𝟏𝟏

𝟐𝟐.𝟔𝟔𝟐𝟐𝒌𝒌𝟒𝟒

𝟐𝟐

= 𝟏𝟏.𝟐𝟐𝟒𝟒초

𝜹𝜹 = 𝟏𝟏.𝟒𝟒𝟒𝟒𝒌𝒌𝟒𝟒
𝟒𝟒𝟔𝟔𝟒𝟒

= 𝟐𝟐𝟗𝟗.𝟔𝟔배 𝜹𝜹 = 𝟐𝟐.𝟔𝟔𝟐𝟐𝒌𝒌𝟒𝟒
𝟔𝟔𝟏𝟏𝟒𝟒

= 𝟏𝟏𝟐𝟐.𝟔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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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 기동시 허용전압강하 (Step.5)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 (%) =
𝜟𝜟𝑽𝑽
𝑽𝑽

× 𝟏𝟏𝟔𝟔𝟔𝟔

=
𝑲𝑲 × 𝑰𝑰𝒎𝒎𝒔𝒔 × 𝑳𝑳(𝑹𝑹𝒔𝒔𝑹𝑹𝒔𝒔𝜽𝜽𝒔𝒔 + 𝑿𝑿𝒔𝒔𝑿𝑿𝒏𝒏𝜽𝜽𝒔𝒔)

𝑽𝑽
× 𝟏𝟏𝟔𝟔𝟔𝟔

 𝑰𝑰𝒎𝒎𝒔𝒔 : 전동기의 기동전(A)


𝑐𝑐𝑐𝑐𝑐𝑐𝜃𝜃𝑠𝑠

: 전동기의 기동 시 역률

𝑐𝑐𝑖𝑖𝑖𝑖𝜃𝜃𝑠𝑠 : 전동기의 기동 시 무효율

□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산정 (Step.6)

𝑆𝑆 =
𝐼𝐼𝑚𝑚 × 𝛽𝛽 × 𝑡𝑡𝑚𝑚

𝐾𝐾 × 𝑖𝑖 × 𝛼𝛼

 𝑰𝑰𝒎𝒎 : 전동기의 정격전류(A),𝛽𝛽 :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배율

 𝑡𝑡𝑚𝑚 :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시간(s)

 𝐾𝐾 : 절연물의 종류, 주위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

(PVC : 115, XLPE : 143),𝑖𝑖 : 병렬도체 수, 𝛼𝛼 : 설계여유

케이블 굵기 10mm2 16mm2

기동전류 342.3A (직입기동)

기동시간 4초

기동전류에
의한 허용온도

도달 시간

𝒕𝒕𝒎𝒎 =
𝟏𝟏𝟔𝟔𝒎𝒎𝒎𝒎𝟐𝟐 × 𝟏𝟏𝟒𝟒𝟏𝟏

𝟏𝟏𝟒𝟒𝟐𝟐.𝟏𝟏𝟒𝟒

𝟐𝟐

= 𝟏𝟏𝟏𝟏.𝟒𝟒초

𝒕𝒕𝒎𝒎 =
𝟏𝟏𝟔𝟔𝒎𝒎𝒎𝒎𝟐𝟐 × 𝟏𝟏𝟒𝟒𝟏𝟏

𝟏𝟏𝟒𝟒𝟐𝟐.𝟏𝟏𝟒𝟒

𝟐𝟐

= 𝟒𝟒𝟒𝟒.𝟔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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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적 결과식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FRO
M

부하용
량 거리

도체단면적(S) 선정(KECG – 1702) 차단기 정격선정(KECG – 1702)

[Kw]

𝑺𝑺𝑩𝑩 𝑺𝑺𝑪𝑪𝑩𝑩 𝑺𝑺𝑽𝑽𝑽𝑽𝑽 𝑺𝑺𝑺𝑺𝑪𝑪 𝑺𝑺𝑴𝑴𝑺𝑺𝑽𝑽𝑽𝑽𝑽𝑺𝑺𝑵𝑵𝑺𝑺𝑵𝑵𝑵𝑵 선정 𝟒𝟒𝑵𝑵𝑩𝑩 𝟒𝟒𝑵𝑵𝑵𝑵𝑻𝑻 𝟒𝟒𝑵𝑵𝑴𝑴𝑺𝑺 𝟒𝟒𝑵𝑵𝑴𝑴𝑰𝑰 𝟒𝟒𝑵𝑵𝑺𝑺𝑪𝑪 선정

[m]
[

𝒎𝒎𝒎𝒎𝟐𝟐 ]
[

𝒎𝒎𝒎𝒎𝟐𝟐 ]
[

𝒎𝒎𝒎𝒎𝟐𝟐 ]
[

𝒎𝒎𝒎𝒎𝟐𝟐 ]
[

𝒎𝒎𝒎𝒎𝟐𝟐 ]
[

𝒎𝒎𝒎𝒎𝟐𝟐 ]
[

𝒎𝒎𝒎𝒎𝟐𝟐 ]
𝑰𝑰𝒛𝒛[𝟒𝟒] [AT]

𝑰𝑰𝒈𝒈 < 𝑰𝑰𝑵𝑵 < 

𝑰𝑰𝒁𝒁
[AT]

𝑰𝑰𝒁𝒁
< 1.45 
X 𝑰𝑰𝒁𝒁

[AT] [AT]
𝒕𝒕𝒏𝒏

< 𝒕𝒕𝒛𝒛
P AF AT kA

MCC-
A

3.7
50
m

1.5㎟ 2.5㎟ 6㎟ 6㎟ 6㎟ 1.5㎟ 6㎟ 36
20
AT

OK 20AT OK
20A

T
20AT OK 3P

100
AF

20AT 50kA

MCC-
A

5.5
50
m

1.5㎟ 2.5㎟ 6㎟ 6㎟ 6㎟ 1.5㎟ 6㎟ 36
20
AT

OK 20AT OK
20A

T
20AT OK 3P

100
AF

20AT 50kA

MCC-
A

7.5
50
m

2.5㎟ 2.5㎟ 6㎟ 6㎟ 6㎟ 2.5㎟ 6㎟ 36
20
AT

OK 20AT OK
20A

T
20AT OK 3P

100
AF

20AT 50kA

MCC-
A

11
50
m

4㎟ 6㎟ 10㎟ 10㎟ 10㎟ 2.5㎟ 10㎟ 50
32
AT

OK 32AT OK
30A

T
32AT OK 3P

100
AF

32AT 50kA

MCC-
A

15
50
m

6㎟ 6㎟ 10㎟ 10㎟ 10㎟ 4㎟ 10㎟ 50
32
AT

OK 32AT OK
30A

T
32AT OK 3P

100
AF

32AT 50kA

MCC-
A

22
50
m

10㎟ 16㎟ 16㎟ 16㎟ 16㎟ 6㎟ 16㎟ 66
50
AT

OK 50AT 50AT 50AT 50AT OK 3P
50
AF

50AT 50kA

* 상기와 같이 6가지 모두를 계산하여 이중 가장 큰 케이블을 선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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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전류차단기 정격선정시 고려사항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No 고려사항 비 고

1
설계전류(𝐼𝐼𝐵𝐵)를 고려한 정격
(조명 및 기타부하와 전동기부하 공통사항)

전동기회로의 경우 역률,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전류 선정
 설계전류는 간선과 분기선 구분하여 적용
 모 선 : 전원용량(변압기, 발전기, 수전용량 등) 기준으로 계산
 분기선 : 부하의 설계용량 기준으로 계산

2
전선(도체)의 허용전류(𝐼𝐼𝑍𝑍) 고려한 정격
(보호장치 정격과 전선의 단면적 협조 조건)

𝑰𝑰𝑩𝑩 부하전류 ≤ 𝑰𝑰𝒏𝒏 차단기정격전류 ≤ 𝑰𝑰𝒁𝒁 도체의허용전류 , 

𝑰𝑰𝟐𝟐 [차단기규약 𝟔𝟔𝟔𝟔분 동작전류] ≤ 𝟏𝟏.𝟒𝟒𝟒𝟒𝑰𝑰𝒁𝒁

3
전동기 기동전류를 고려한 정격
(전동기부하만 적용)

𝐼𝐼𝑛𝑛 =
𝐼𝐼𝑚𝑚 × 𝛽𝛽
𝛿𝛿

𝐼𝐼𝑚𝑚 :전동기 정격전류, 𝛽𝛽 : 전전압 기동배율,
𝛿𝛿 : 보호장치 규약동작배율(보호장치의 최소동작 시간에 대한 차단기
특성곡선에서 선정한 정격전류의 배수)

4
도체의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조명 및 기타부하와 전동기부하 공통사항)

𝑡𝑡𝑍𝑍 = ( 𝑆𝑆×𝑘𝑘
𝐼𝐼𝐹𝐹𝐹𝐹𝐹𝐹𝐹𝐹

) 2 [𝑆𝑆:도체의 단면적, k : 절연물에 의한 상수

𝐼𝐼𝐹𝐹𝑚𝑚𝑃𝑃𝑛𝑛 :최소단락전류(A)]

5
전동기기동시기동돌입전류(𝐼𝐼𝑃𝑃)에의한정격
(전동기부하만 적용)

𝐼𝐼𝑛𝑛 = 𝐼𝐼𝐹𝐹
𝛿𝛿

× 𝛼𝛼 (𝛿𝛿 :보호장치 순시차단배율,  𝛼𝛼 : 여유율)

𝐼𝐼𝑃𝑃 = 𝐼𝐼𝑚𝑚 × 𝛽𝛽 × 𝐶𝐶 × 𝑘𝑘(전전압,𝑌𝑌 − 𝐷𝐷,리액터,기동보상기)
𝐼𝐼𝑃𝑃 = 𝐼𝐼𝑚𝑚 × 𝛾𝛾(𝛾𝛾소프트스타터및인버터기동시전류제한비율)



14/ 29

□ 차단기 선정 주요 변경 사항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과부하 보호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회로의 설계전류

케이블의 허용전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기존 개정

•차단기 용량을 정격전류의
2.5배 또는 3배 이하로 선정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의
협조를 만족해야 함

•전동기의 기동시간에 따른

규약동작배율 등을 고려

KEC 적용 변경 기준

* 차단기 용량 일괄 선정 불가, 부하별로 각각 용량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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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기준 차단기 선정 예시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과부하보호점

1h

5 sec

0.1 
sec

𝐼𝐼𝐳𝐳 𝟏𝟏.𝟒𝟒𝟒𝟒𝐼𝐼𝐳𝐳 𝟏𝟏𝟔𝟔𝐼𝐼𝐳𝐳 𝟏𝟏𝟔𝟔𝟔𝟔𝐼𝐼𝐳𝐳

𝐼𝐼
𝐼𝐼𝑧𝑧

설계 전류
𝐼𝐼𝑩𝑩

정격 전류 또는

전류 설정 값 𝐼𝐼𝒏𝒏 통상적인 동작 전류 𝐼𝐼𝟐𝟐

1.45 × 𝐼𝐼𝑧𝑧도체의 허용 전
류

배선의 기준 값

보호장치의 특
성

50A

78A

65A(1h)

허용 전류(𝐼𝐼𝑧𝑧)를 초과한
과전류가 발행할 수 있는
범위

44A

[케이블의 과부하 내열 특성] [과부하 보호 설계 조건의 예]

54A

22kW 전동기(정격전류 44A)

산업용 차단기 50A 적용 예시

1. 산업용 차단기(50A)의 규약동작전류 I2는 65A (50A×1.3)로 계산되어 60분 동안 과부하 전류가 흐를 수 있음.

2. CV 10㎟(허용전류54A)의 과부하 보호점은 78A (54A×1.45)가 되어서 I2 (65A)<1.45IZ(78A)의 조건을 만족함.

케이블은 정격전류의 1.45

(145%) 의 전류가 1시간 흘러도

열적으로 견딜수 있다

과부하보호점

그때 차단기는 1시간 이내에

차단을 하여 케이블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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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차단기 적용의 문제점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케이블의 허용전류

도체 단면적[㎟] 3•4심

10 54 A

16 72 A

25 92 A

35 116 A

PUMP-1 PUMP-2

3Φ 380V 22kW 3Φ 380V 15kW

정격전류 44A 정격전류 30A

3P 125AF/100AT 3P 125AF/75AT

4C-16[㎟] (72A) 4C-10[㎟] (54A)

■ PUMP2 의 경우 차단기 용량 (75A) 보다 작은 케이블 (10[㎟] 54A) 을 선정하여 현 KEC 기준 적용 불가

■ 기존에는 정격전류보다 큰 차단기, 케이블로 적용하는 경우 다수 존재 (차단기 < 케이블을 적용하지 않음)

100 A 75 A

22kW
(44 A)

15kW
(30A)

16[㎟] (72A)

35[㎟] (116A)

10[㎟] (54A)

25[㎟] (92A)

PUMP-1 PU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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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의 설계전류를 고(Step 1) 려한 차단기 선정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정격전압, 
정격용량

3상 380V 22kW

정격전류 44A

기동전류 342A (직입기동)

기동시간 4초

3C / 6 44 40

3C / 10 60 54

3C / 16 80 72

3C / 25 105 95

𝑰𝑰𝑩𝑩≤ 𝑰𝑰𝒏𝒏 ≤ 𝑰𝑰𝒁𝒁

 정격전류(𝑰𝑰𝒏𝒏)는 회로의 설계전류(𝑰𝑰𝑩𝑩)보다 크고, 도체의 허용전류(𝑰𝑰𝒁𝒁)보다 작아야 하므로 위
그림과 같이 50A로 선정

 𝑰𝑰𝑩𝑩(44A) ≤ 𝑰𝑰𝒏𝒏(50A) ≤ 𝑰𝑰𝒁𝒁(54A-10㎟/3C)
판단기준의 2.5~3배 선정 방식 적용 불가

정격전류보다 큰 차단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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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의 허용전류를 고려한 정격 (Step.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𝑰𝑰𝐙𝐙의 값이 규약동작전류(𝑰𝑰𝟐𝟐)보다 크게

되어 𝑰𝑰𝟐𝟐 ≤ 1.45 x 𝑰𝑰𝒁𝒁에 적합함

 𝑰𝑰𝟐𝟐(65A) ≤ 1.45 x 𝑰𝑰𝒁𝒁
(1.45 x 54A = 78A) 조건에 만족함

설계 전류
𝐼𝐼𝑩𝑩

정격 전류 또는

전류 설정 값 𝐼𝐼𝒏𝒏
통상적인 동작 전류𝐼𝐼𝟐𝟐

𝟏𝟏.𝟒𝟒𝟒𝟒 × 𝑰𝑰𝒛𝒛도체의 허용 전류

배선의 기준 값

보호장치의 특
성

50A

78A

65A(1h)

허용 전류(𝐼𝐼𝑧𝑧)를 초과한
과전류가 발행할 수 있는
범위44A

54A

차단기 정격전류보다

허용전류가 큰 케이블 굵기 선정.

차단기 정격전류가 3배로 커지면 케이
블 굵기도 커진다.

■ 따라서 차단기 용량이 커지면 케이블 굵기도 커져야 하기에 공사비가 크게 증가된다
(트레이, 전선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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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 기동전류를 고려한 정격 (Step.3) * Step 4,5 는 계산 생략 (대부분 만족)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① 전동기 기동 시 6~8배의 기동전류 발생

② 동작 가산시간은 5초이내(기동시간 50%이내)

③ 규약동작 배율계산

보호장치의 최소동작 시간(tb)은 기동시간인 4초에 여유

율을 고려하여 6초로 선정한 경우, 

보호장치의 규약동작 배율(δ)은 5.8배로 결정

전류(정격전류의 배수)

분
동

작
시

간

초

보호장치 규약동작배율(𝜹𝜹): 5.8배

보호장치 최소동작시간(tb): 6초

전동기 기동시간(tm): 4초

FTU: Ir = 1×In
FTU: Ir = 0.8~1×In

FTU/FMU: Ii = 10×In

Pressure tripping
t ≤ 10ms

𝑰𝑰𝒏𝒏 ≥
𝑰𝑰𝒎𝒎×𝜷𝜷
𝜹𝜹

= 
𝟒𝟒𝟒𝟒×𝟏𝟏.𝟐𝟐
𝟒𝟒.𝟒𝟒

= 55A

 𝑰𝑰𝐦𝐦 : 전동기회로의 설계전류(44A)

 𝜷𝜷 : 전동기의 전 전압 기동배율(7.2)

 δ : 보호장치의 규약동작배율(5.8배)

전동기 기동시간에 따른 규약동작배율이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각각 다르게 선정된다

6초

5.8

따라서 차단기를 55A 이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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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 제조사에 따른 차단기 용량 선정 (예시)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LS ELECTRIC Susol TS100
LS ELECTRIC Metasol 

ABS125c
현대 ELECTRIC HGM125

1. 동일 부하기준에서 차단기의 제조사 및 Model 에 따라 차단기의 용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2. 변경된 KEC 에서는 각 부하별 차단기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음
3. 동일조건에서 제조사별로 규약동작배율이 각각 다르게 선정. (차단기 용량도 다르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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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별 규약동작 배율에 따른 차단기 및 케이블 단면적 산정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LS ELECTRIC 
Susol TS100

LS ELECTRIC Metasol 
ABS125c

현대 ELECTRIC HGM125

F-CV 3C×10㎟(54A) F-CV 3C×16㎟(72A) F-CV 3C×16㎟(72A)

 50AT 선정  60AT 선정  63AT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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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 기동시간에 따른 차단기 용량 산정 (제조사 동일)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최소동작시간 4초 최소동작시간 6초 최소동작시간 10초

판단기준에서는 기동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선정하기에 차단기가 크게 선정됨

KEC 에서는 기동시간을 부하별로 각각 계산
하기에 차단기 용량이 작아짐

최소동작시간 4초 최소동작시간 6초 최소동작시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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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사례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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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사례 (대한전기협회)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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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보호체계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기본보호 고장보호

 감전보호 : ❶ 또는 ❷ 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❶ 기본보호+고장보호+추가보호

- 기본보호 중 1개 이상의 방법 선택 또는 조합

- 고장보호 중 1개 이상의 방법 선택 또는 조합

-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보호는 KEC에서 설치를

강제한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TN계통에서 배선차단기로 감전보호가 가능한 경

우도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장소는 누전차단기 설치

❷ 단독으로 성립하는 보호

-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모두 만족하는 방법임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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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저압 접지 계통별 자동차단조건 및 고장시 최대차단시간을 만족할 것. 단 최대차단시간 불만족 시 보조보호등전위본딩 실시

고장 시 최대 차단시간(s) 𝑼𝑼𝑹𝑹

고장 시 최대 차단시간(s)

교류 직류

TN TT TN TT
120V＜ ≦230V

𝑼𝑼𝑹𝑹
0.4 0.2 1 0.4

230V＜ ≦400V
𝑼𝑼𝑹𝑹

0.2 0.07 0.4 0.2

선도체와 대지간에 고장이 발생하여 전원을

자동차단하여야 하는 경우

표의 최대차단 시간 이내에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를 그림(b)와 같이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a) 본딩 도체가 시설되지 않은 경우 (b) 본딩 도체가 시설된 경우

금속제 배관을 전동기로 해석 가능 전동기 각각
개별 접지 후 전동기간 추가 접지 가능 조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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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계통의 전원의 자동차단감전보호 계산 예시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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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 계통의 전원의 자동차단감전보호 계산 예시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40절 저압전기설비)

5Ω 10Ω 5Ω 1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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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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