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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10절 전선)

□ 전선의 색상 식별

검사기준 검사적용

 교류도체

 생산된 전선은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

 신규 전선과 기존 전선 연결 시 기존전선 종단부에 상별 색상

구분 표시(BUS Bar, BUS DUCT 상별 구분색상 적용 필수)

 나도체, 단심케이블 등은 종단부에 색상 구분 표시

 3상에서 분기되는 단상회로는 분기전 색상과 동일 색상 표시

 단상회로 전압선은 갈색, 흑색, 회색 중 택 1

 상기 이외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에 적합할 것

 직류도체

 직류(DC) 도체의 경우는 극성[DC L+, DC L-, M(중간도체), N(중성선도체)] 표시를 색상

또는 알파벳 숫자 표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색상 구분은 표 310-2(IEC 60445에

따른 색상 식별)를 참고하여 적용

▫교류도체 식별

▫직류도체의 식별(IEC 60445)

▫겸용도체의식별(KS C IEC 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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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10절 전선)

□ 기존 케이블과의 연결 방법

1. 신규 전선과 기존 전선 연결 시 연결부와 종단부에

상별 색상 구분 표시, 나도체 등은 종단부에 색상 구분 표시

2. 단상회로의 전압선은 갈색, 흑색, 회색 중 어느 하나로 하고

중성선은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노란색으로 한다. 

3상 회로에서 분기되는 단상회로는 분기 전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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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10절 전선)

□ 전선의 선정 및 확인 (310.1)

①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적합한 것

 KC 인증 대상 : 절연전선 및 케이블(공칭단면적 95㎟ 이하), 코드(공칭단면적 0.5㎟ 이상 6㎟ 이하인 것)

 KS 인증 대상 : KS 마크(인증서) 확인

 KS 또는 KC 인증이 없는 95 ㎟ 초과 전선은 제조사 자체시험성적서 원본 확인 후 인정

②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특별히 사용을 허용하는 전선은 ‘①’ 적용 제외

 엘리베이터 케이블, 소세력 회로의 통신용케이블,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물밑케이블

※ 단일 KS 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KS표준에서 정하는 각각의 성능요건을 만족하도록 KEC에서 규정한 전선이 해당 됨

(질의) 300/500V 기기용 IV전선의 옥내배선 사용 가능?

300/500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절연전선(IV)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품 이므로 표준전선임. 다만

옥내의 전원배선은 2.5㎟ 이상 연동선 및 동등이상의 굵기(강도)에

적합한 전선만 사용 가능하므로 단면적 2.5㎟전선사용가능

(질의) IEC 60227-3 표준에 따른 절연전선은 표준전선?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표준전선은 KC인증 또는 KS인증

제품이므로 표준번호가 같더라도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현 규정상 배관일체형 케이블 (ACF) 은 사용불가 (KS 인증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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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10절 전선)

□ 한국산업표준 (KS) 에 따른 표준 전선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

표준번호 전선명 약호 굵기(㎟)

KS C IEC 

60502-2

22.9 kV 난연성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90℃)
FR CNCO-W

60, 

200, 

325, 

600

22.9 kV 수트리억제 충실 전

력케이블(90℃)
TR CNCE-W

22.9 kV 수트리억제 충실 알

루미늄 전력케이블(90℃)
CNCE-W/AL

22.9 kV 난연성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수밀형 시스 전력
케이블(90℃)

FR-CO-W

22.9 kV 수트리억제 난연 알

루미늄 전력케이블(90℃)

FR CNCO-W/A

L

□ 단체표준에 따른 케이블(KEC에서는 KC인증 또는 KS

인증을 받고 추가로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다만 단체표준에 의한 인증만 받은 경우 사용 불가)

 저압 케이블

표준번호 전선명

SPS-KWS414-1868 0.6/1 kV 광 전력 복합 케이블

SPS-KWS410-0681 0.6/1 kV 난연성 전력 케이블

SPS-KWS409-0680 소장용 전선(내화)

SPS-KWS412-0683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 전선

SPS-KWS411-0682 0.6/1 kV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

 고압 및 특고압

표준번호 전선명

SPS-KWS415-7359

6/10 kV 폴리프로필렌(PP)절연 무할

로겐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

블

SPS-KWS413-1238 6/10 kV 난연성 전력 케이블

※ 22.9kV 인입 케이블은 설치조건에 따라 수밀형과 난연성의 관점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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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10절 전선)

□ 전선 (도체) 의 굵기

배선설비의종류 사용회로
도체의 최소 단면적

재료 단면적 (㎟)

고정설비

케이블과
절연전선

전력과조명회로
구리 2.5

알루미늄 KS C IEC 60228에따라 10 

신호와제어회로 구리 1.5

나전선
전력회로

구리 10

알루미늄 16

신호와제어회로 구리 4

절연전선과
케이블의가요접속

특정기기

구리

관련 IEC 표준에의함

기타적용 0.75a

특수한적용을위한특별저압회로 0.75

 옥내배선의 최소 단면적

① 저압 옥내배선 : 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일 것

②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이고 다음의 경우는 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광표시장치, 제어회로 등에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케이블덕팅시스템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1.5 ㎟ 이상 연동선

 전광표시장치, 제어회로 등에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과전류차단장치가 있는 경우 : 0.75 ㎟ 이상

검사점검기준 표 380-13 [KS C IEC 60364-5-52 표 52.2] 도체의 최소 단면적

※ 전등,전열은 최소 2.5를 만족하며 부하용량 증가에 따라 케이블 (전선) 굵기 증가시 차단기외의 보호협조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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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20절 접지시스템)

□ 공통 (통합) 접지

공통(통합)접지 적용대상 (KS C IEC 61939-1  10. 접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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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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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압 지락에 따른 접촉전압과 스트레스전압이 허용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고압과 저압접지극을 분리할 것

저압계통의 형태

대지전위상승(EPR) 요건a)

접촉전압
스트레스 전압C

고장지속시간≤5 s 고장지속시간＞5 s

TT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TN EPR≤𝐹𝐹 � 𝑈𝑈𝑇𝑇𝑇𝑇b),C) EPR≤1200 V EPR≤250 V

IT
노출도전부를 일괄 접지한 경우 TN 계통에 따름 EPR≤1200 V EPR≤250 V

노출도전부를 개별 접지한 경우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a) : 적절한 저압기기가 설치되거나 EPR이 측정이나 계산에 근거한 국부전위차로 치환된다면 한계 값은 증가할 수 있다.

b) : F 의 기본 값은 2이다. PEN 도체를 대지에 추가 접속한 경우보다 높은 F 값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토양구조에서는 F 값은 5까지 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표토 층이 보다 높은 저항률을 가진 경우 등 층별 저항률의 차이가 현저한 토양에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의 접촉전압은

EPR의 50%로 한다. 단, PEN 또는 저압 중간도체가 고압 또는 특고압접지계통에 접속되었다면 F의 값은 1로 한다.

c) : 𝑈𝑈𝑇𝑇𝑇𝑇는 허용접촉전압을 의미한다.(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공통규정) 그림. 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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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20절 접지시스템)

□ 접지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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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20절 접지시스템)

□ 계통방식의 구분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

[ 공통접지 ] [ 비접지, 저항접지 ][ 개별접지 ]

 용어 중 첫번째 글자의 T :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여부 (직접연결시 T, 비접지 또는 저항접지시 I)

 용어 중 두번째 글자의 N : 노출도전부를 중성선과 연결 여부 (연결 시 N, 분리시 T)

 공통 (통합) 접지방식 TN, 개별(단독) 접지방식 TT, 비접지방식, 저항접지방식 IT 로 분류 함

N과 PE 를 접속 N과 PE를 분리 비접지,저항접지

※ 저압 계통방식은 아래의 방식중 하나를 적용하며 TN-C 방식은 적용 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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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20절 접지시스템)

□ 접지시스템 구성 요소

접지도체 단면적(㎟)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보조보호본딩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구리 철
설비 상도체

단면적 S
상도체와 재질이
같은 보호도체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공통으로 수납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50 S≦16

16<S≦35

S>35

S

16

S/2

기계적손상에
대한 보호 있음

기계적손상에
대한 보호 없음접지도체에 LPS가 접속된 때

2.5 416 50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함

1 보호도쳬 (PE)

2 보호등전위본딩용전선

3 접지도체

4 보조보호등전위본딩용
전선

B 접지단자함

P 수고관등의 금속배관

10 통신, 피뢰등

각 번호별 단면적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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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20절 접지시스템)

□ 통합접지 적용시 SPD 적용

 통합접지시스템의 경우 저압측 주배전반에는 Ⅰ등급 또는 Ⅱ등급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할 것

 SPD 연결도체의 길이는 상전선에서 SPD와 SPD에서 주접지단

자(또는 보호선)까지 가능한 50㎝이하일 것. 다만, SPD 연결도

체 길이가 50㎝를 넘을 경우에는 연결도체의 전압강하를 고려하

여 SPD의 전압보호레벨(UP)를 선정하고, 연결도체의 전압강하

를 포함하는 실효보호레벨(UP/F)이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

압(UW)을 초과해서는 안 됨

o Type 1(Class 1) : 직격 뇌전류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설비의 공급 점에 설치
o Type 2(Class 2) : 배분전반에 사용 (ACB 2차측)
O Type 3(Class 3) : 기기의 근처에 사용 (정보통신기기등 서지등에 보호해야 하는 차단기 2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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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30절 전선로)

□ 지중전선로의 시설

변경 전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함

변경 후

1.0M 이상, 기타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함

[ 직접매설식 ] [ 관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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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30절 전선로)

□ 지중전선로의 깊이 기준 (배관 상부기준)

ELP 상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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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전위본딩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등전위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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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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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전위본딩 사례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등전위본딩)

[건축물 금속배관의 본딩 사례] [ 등전위본딩 및 본딩 바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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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저압전기설비)

시설 의무 장소 주의사항

1.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2.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

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은 제외)

3. KEC 각 절에서 특별히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❶ 주택의 인입구

❷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 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❸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 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❹ 의료장소의 전로(정격 감도전류 30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4.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❶ 일반인이 사용하는 20A 이하 콘센트

❷ 정격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

5. 상기 이외 장소의 누전차단기의 시설은 KEC 규정에 따른다.

6.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주택용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❶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 내(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❷ 숙박시설(호텔, 여관, 모텔, 여인숙,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

시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용 시설)의 객실 내 차단기

 누전차단기 의무 시설 장소는 배선차단기로 전원의 자동차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반드시 시설

 누전차단기를 설치 예외 장소

 저압의 비상용 조명장치 및 유도등

 비상용승강기(일반용승강기 제외)

 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화학공장, 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

는 장소) 기술원 감시소에 감시설비가 시설된 경우

 TN-C계통은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으므로 저압수전 수

용가가 TN계통 적용시에는 전체 계통에서 TN-C-S(인입구에

서 PEN 도체를 추가접지하고 별도 PE도체를 인출하여 노출

도전부에 연결)로 구성

 누전차단기는 과전류겸용을 사용

 주택용누전차단기 설치장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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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치의 종류 - 배선용차단기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저압전기설비)

Type 순시트립 범위 용도

B 3In 초과 ~ 5In 이하 기동전류 레벨이 낮은 부하

C 5In 초과 ~ 10In 이하 기동전류가 있는 유도전동기 부하

D 10In 초과 ~ 20In 이하 돌입전류가 매우 큰 부하

비고 1. B, C, D : 순시트립전류에
따른 차단기 분류

2. In : 차단기 정격전류

정격전류
규정

시간

정격전류의 배수 (모든 극에 통전)

주택용 산업용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63A 이하 60분 1.13배 1.45배 1.05배 1.3배

63A 초과 120분 1.13배 1.45배 1.05배 1.3배

 주택용 : KS C IEC 60898-1 표준, 일반인인 접촉할 우려가 있

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템
 숙박시설(호텔, 여관, 모텔,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외

국인 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시설 등)의 객실 내 차단기

 산업용 :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주택용에서 정하는 장소 중 세대 내 이외의 장소

 계단, 주차장, 공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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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차단기와 산업용 차단기 비교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저압전기설비)

■ 주택용 : 정격전압 380V 이하, 정격전류 125A 이하

■ 산업용 : 정격전압 1,000V 이하, 정격전류 2,000A 이하

주택용 D-20 은 정격전류가 20A 인 Type “D” 를 명칭함

 주택 및 준주택 내 분전반

-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가구)주택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세대 내
분전반

 숙박시설 객실 내 분전반

- 숙박시설: 호텔, 모텔, 여인숙,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용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장소

적용 예외장소: 세대(객실)내 분전반 이외의 장소로 수전설비, 계단, 복도 등 공용설

비, EPS실, 주차장 등

세대분전반은 주택용 차단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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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등의 시설 (KEC 232.84)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저압전기설비)

■ 주택용 분전반은 독립된 장소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 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 에 의한 것일 것.

[설치가능 : 분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 

1) 분전반 캐비닛과 도어 사이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없고,

2) 도어 겉면에 ‘분전반’ 표시가 있고,

3) 인테리어 소재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경우

[설치불가능 : 분전반을 확인 할 수 없는 노출된 장소] 

1) 분전반 캐비닛과 도어 사이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있는 경우

2) 도어 겉면에 ‘분전반’ 표시가 있고, 인테리어 소재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라 해도 설치불가

적재 공간 있는 경우 설치 불가



20/ 37

□ 보호장치의 종류 – 누전차단기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저압전기설비)

Type 순시트립 범위 용도

B 3In 초과 ~ 5In 이하 기동전류 레벨이 낮은 부하

C 5In 초과 ~ 10In 이하 기동전류가있는 유도전동기부하

D 10In 초과 ~ 20In 이하 돌입전류가매우 큰 부하

정격전류
규정

시간

정격전류의 배수 (모든 극에 통전)

주택용 산업용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63A 이하 60분 1.13배 1.45배 1.05배 1.3배

63A 초과 120분 1.13배 1.45배 1.05배 1.3배

과전류 동작특성은 배선차단기와 동일

구 분
정격감도
전류(mA)

동 작 시 간

고
감
도
형

고 속 형

5, 10, 15, 
30

○ 정격감도전류에서0.1초이내(인체
감전보호용은0.03초이내)

시 연 형
○ 정격 감도전류에서 0.1초 초과

2초 이내

반한시형

○ 경격감도 전류에서 0.2초 초과
1초 이내

○ 정격감도 전류 1.4배에서 0.1초
초과 0.5초 이내

○ 정격감도전류4.4배에서0.05초
이내

중
감
도
형

고 속 형
50, 100, 

200
○ 정격감도 전류에서 0.1초 이내

시 연 형 500, 1000
○ 정격감도 전류에서 0.1초 초과

2초이내

저
감
도
형

고 속 형 3000,  5000 ○ 정격감도 전류에서 0.1초 이내

시 연 형
10000,  
20000

○ 정격감도 전류에서 0.1초 초과
하고 2초이내

 주택용 : KS C IEC 60898-1 표준, 일반인인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템
 숙박시설(호텔, 여관, 모텔,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시설 등)의 객실 내 차단기

 산업용 :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주택용에서 정하는 장소 중 세대 내 이외의 장소

 계단, 주차장, 공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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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 동작 원리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저압전기설비)

■ 누전으로 인한 영상전류를 ZCT(영상변류기)에서 검출하고, 그 2차측에서 유기되는 전압이 트립코일에 인가되어

차단기를 동작시킨다.

■ 30[mA], 0.03[sec] 누전차단기의 안정성

조건) 젖어있는 상태(인체저항 500[Ω]으로 산정)에서 220[V]에 완전 접촉시

o 인체감전전류=220[V]/500[Ω]=440[mA]

o 0.03[sec] 누전차단기 동작시의 통전전류 : 440[mA]×0.03[sec]=13.2[mA·sec]

o 이 값은 안전한계값 30[mA·sec]이내 이므로 충분히 안전함. 

누전시 입력전류와 출력

전류의 차전류에 의해 동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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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 적용 사례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50절 저압전기설비)

집합 계량기 함 세대내 분전반

𝐖𝐖𝐖𝐖 𝐖𝐖𝐖𝐖 𝐖𝐖𝐖𝐖 𝐖𝐖𝐖𝐖

𝐖𝐖𝐖𝐖 𝐖𝐖𝐖𝐖𝐖𝐖𝐖𝐖 𝐖𝐖𝐖𝐖

산업용차단기 또는 주택용 차단기

주택용 차단기

주택용 차단기

주택용 차단기101호

102호

103호

MCCB
2P30A

ELB
2P20A

ELB
2P20A

ELB
2P20A

ELB
2P20A

전열 전열(욕실) 전등 전등
MCCB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MCCB

■ 주 차단기는 MCCB 를 적용하고,

분기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

■ 주 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시설은

가능하지만, 분기차단기를 MCCB로의

적용은 불가능 하다.

■ 집합계량기의 차단기는 산업용 또는

주택용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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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방법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검사적용

1. 합성수지관공사

• 점검 불가능한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공사 시설 가능 (단 CD관 제외)

• 난연성이 없는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 케이블트레이공사

• 케이블 단면적이 트레이 내단면적 이하일

것

• 케이블의 굵기 및 단심 또는 다심에 따라

포설 기준 상이

1. 합성수지관공사(2021.7.1 공고)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

지관공사 시설 불가

• 난연성이 없는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

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

성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 케이블트레이공사

• 케이블 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

하이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

깥지름의 0.3배 이격하여 설치할 것

•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를 적

용

• 4가지 경우 : 수평트레이내 단심, 다심,

수직트레이내 단심, 다심

1. 합성수지관 공사

• 은폐장소에서합성수지관사용불가

• 케이블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등

으로적용

3. 케이블트레이공사

• 단심과 다심케이블 혼용사용 가능

• 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PE도체는 복층포설

가능

• 트레이 간 간격은 유지보수가 가능한 간격이

어야 함

• 견고한 불연성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

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저압케이블과 고

압 또는 특고압케이블을 동일트레이내에 혼

용설치 가능

• 바닥밀페형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부착하는

경우는 금속덕트로, 덮개가 없는 경우는 케이

블트레이이 준하여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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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관 (CD 콤바인덕트) 공사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350절 등전위본딩)

 합성수지관공사(CD관 포함) : 이중천장 및 반자속에 시설 불가(이중천장이 아닌 가변벽체, 바닥의 빈공간 등에는 사용가능)

 콤바인덕트관 : 콘크리트 매입, 옥내 전개된 장소,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매입하여 시설

☞ (질의사항) 난연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 원칙적으로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의 경우는 1종 가요전선관 사용

가능(습기가 많고 물기 있는 장소 : 비닐피복 가요전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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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 조적 벽체에는 콤바인덕트관 사용 가능

☞ 벽체 및 단열재가 불연재일 경우,

콤바인덕트관 사용 가능

☞ 벽체 및 단열재가 비 불연재일

경우,

불연성 전선관(ST관) 사용

PVC pipe 사용 불가

내선규정 : 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 30cm 이하일 경우에도 난연성 합성수지제 전선관(CD관) 사용 불가

 이중천장 및 반자속 내에 합성수지관공사(CD관 포함) 시설

불가

 이외 장소에는 합성수지관공사(CD관 제외) 시설 가능

 콤바인덕트관은 다음의 경우 시설 가능

-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이중천장

□ 합성수지관 (CD 콤바인덕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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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 시설공사 방법 (벽 마감재의 불연 성능)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 불연성능의 확인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23~25조 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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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의 이중천정 시공방법 (VV 케이블 적용)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 2중천정내 박스에서 조명기구 배선은 VV 케이블을 적용한다

[ VV 케이블 ]

1. 층고가 높은 공용부 이중천정의
조명기구 배선은 HFIX 전선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

2. 아파트등의 ELEVATOR 홀 반자내
인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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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소에 따른 공사방법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1.KEC개정에 따라,이중천장 내에는 합성수지

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금속관, 금속제가요

전선관,케이블 배선 방법으로 시공

2. 현재 금속제가요전선관을사용하는 현장이

많으나,천정내 점검 가능 여부에 따라 제1종

(점검가능),제2종(점검불가)금속제가요전선관을

선정하여사용하나,현재제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의 현장 수급이 어려워 민원 지속 발생

금속제
휨(가요)전선

관종류

옥내
옥측/옥외

노출장소
은폐장소

점검가능 점검불가능

건조한
장소

습기가
많은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장소

건조한
장소

습기가
많은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장소

건조한
장소

습기가
많은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장소

우선내 우선외

1종
휨(가요)전선

관
○ × ○ × × × × ×

2종
휨(가요)전선

관
○ × ○ × ○ × ○ ×

○ :시설할수있다,× :시설할수없다
[비고1]점검가능장소예시 :건물의빈공간
[비고2]점검불가능장소예시 :구조체매입,케이블채널,지중매설,창틀및처마도리등

질의 전기협회 안전공사

이중천장 중 ‘점검가능’과 ‘점검이가능하지 않은
공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기준?

1. 점검가능 : 점검구가 있는 천정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같은 장소
2. 점검불가 : 점검구가 없는 천정 안, 마루 밑, 벽
내, 콘크리트바닥 내, 지중 등
(내선규정1300-09의 36, 37)

전기설비의점검, 유지, 보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된 점검구가 있는 경우는 ‘점검가능’ 공간으로
볼 수 있음

□ 질의회신



29/ 37

□ 1종, 2종 금속가요전선관 형상비교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1종 보다 단가가 높으며, 수급이 어려운 문제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중

전기공사협회에서제2종 가요전선관의문제점 지적에 따라 대한전기협회에서는KEC232.11 개정 추진 및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개정을

요청 한 상태임

□ 이중천정 시공방법 (접속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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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소에 따른 공사방법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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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트레이 공사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포설하지 않을 것.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

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보호도체(PE)는 복층으로 시설할 수 있으며, 허용전류 산정 시 감소계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수평트레이 또는 수직트레이 상호간에는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 및 허용전류 산정시 저감계수 감소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KS C IEC 60364-5-52 표 B.52.20, 표 B.52.21의 비고에 따라 KS C IEC 60287에 의하여 보정계수 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케이

블트레이 내에 케이블을 복층으로 시설할 수 있다.

 신호용(통신용 포함), 제어용 케이블을 별도의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경우는 트레이 내단면적의 50% 이내로 시설할 수 있다.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금속덕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덮개를 덮어 시공한 경우에 한하여 금속덕트공사에 준함

☞ 질의(복층시설 방법) : KS C IEC 60287에 의해 저감계수 계산 필요. 다만 복층 시설시 허용전류 감소계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통신, 제어, 신호 전용 트레이는 완화규정을 적용하였음(전력케이블은 제외) 

☞ 질의(케이블 혼용설치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는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

하고 있으나, 견고한 불연성 격벽을 시설하거나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는 혼용설치 가능

☞ 질의(수직 및 수평 이격거리 미준수 시) : 수직(300mm) 수평(225mm) 이하 간격도 가능하나, 이 경우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표 B.52.21 저감계수를 줄여서 허용전류 적용

☞ 질의(복층시설하고 B1 공사의 허용전류 만족시 판정) : 복층시설시 KS C IEC 60287에 의해 허용전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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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트레이 시공 사례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 전력케이블은 단층 포설 ] [ 전력케이블은 2단 포설 불가 ] [ 제어, 전력 동일 포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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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트레이 시공사례 (LH)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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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설비 적용시 고려사항

3장 (외관검사) 주요내용 (380절 전기사용장소의 배선방법)

구분 배선방법

회로구성  한 개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전선관,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 불가
 여러 주회로에 공통 중성선을 사용할 수 없다.

병렬접속

 단면적이 동선은 50㎜2, 알루미늄선은 70㎜2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일 것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않을 것
 교류회로에서 병렬호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전기적접속  도체상호간 도체와 다른 기기와의 접속은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
와 보호를 갖추어야 한다.

교류회로-전자기적 영향
(맴돌이전류 방지)

 강자성체 안에 설치하는 교류회로의 도체는 보호도체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모든 도체를 동일한 외함에 수
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하나의 다심케이블 속의
복수회로  모든 도체가 최대공칭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케이블에 복수의 회로 구성 가능

화재의 확산방지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를 관통 전의 건축 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 등급에 따라 밀폐

 내화 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외부를 밀폐할 뿐 아니라 관통 전의 각 부분의 내화
등급 수준까지 내부도 밀폐해야 함.(자소성으로 내부단면적이 710㎜2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배선설비는 그 용도가 하중을 받는 건축 구조 부재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통 후에도 그 부재가 하중
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KS C IEC 60449에 따른 밴드 I과 밴드 II 전압 회로는 다음 중 어느 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한 같은 배선설
비 내에 수납하지 않는다.



35/ 37

□ 내부밀폐의 필요성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350절 등전위본딩)

■ 배선설비가 바닥,벽, 지붕의 천장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 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 하여야 한다

■ 방화구획의 천정, 벽 등의 관통 시 배선설비 내·외부를 내화 처리

방화구획 관통 PVC배관의 화재전파 모습 방화구획 관통 PVC배관 슬리브 설치

내부밀폐
의무화

배관 내부로 화재 확산



36/ 37

□ 내부 밀폐의 기준 및 면제 조건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350절 등전위본딩)

-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이하인 전선관 ·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됨

- 내부단면적 710 ㎟이하인 전선관은 16,22,28[㎜]를 의미함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1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외부 밀폐

내부 밀폐

케이블

벽 통과
트렁킹 고정구간

금속제 트렁킹

불연 밀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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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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