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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규정의 위치 및 적용 시점 ]

내선규정, 단체표준(가이드북), 핸드북등은 권고,참고사항임

[ KEC 적용 법적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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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규정의 법적 기준 ]

종전 기준(판단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는
판단기준 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021.12.31. 이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KEC 적용 법적 조건 ]



4/ 39

1장 (총칙) 주요내용

 2022.1.1. 이후 다음의 행위가 완료된 것 부터 적용(인허가는 완료시점, 신고는 신고일 적용)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사업승인 얻은 시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완료 시점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

 사업승인, 허가, 신고 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공사계획인가 완료 시점 또는 공사계획신고 접수 시점

 2021.12.31. 이전에 인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은 피검자가 수검 기준을 선택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를 한 경우는 KEC에 따른 기준을 적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 신고를 한 경우는 판단기준에 따른 기준을 적용

 2021.12.31. 이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은 종전의 기준(판단기준) 적용

 기존의 전기설비 대비 변경, 대체, 증설, 신설되는전기설비는 KEC에따른 기준 적용. 다만, 변경이 없는 전기설비는 그대로 인정

□ 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준의 적용시점)

● 2021년 이전 기존 법규로 인허가 승인 후 2022년 설계 변경시에는 기존 법규 기존 적용 (KEC 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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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존 전기설비의 신,증설시 접지 등 기준의 적용 방법?

☞ 기존 접지극을 변경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대로 인정. 다만, 증설되는 설비의 접지도체, 보호도체, 본딩도체의 등의

단면적은 KEC에 따라 선정하며, 저압수전에서 고압수전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KEC에 따른 접지시스템 설계 필요

☞ 증설 설비의 과전류보호, 감전보호, 전선의 단면적선정, 배선의 공사방법 등 기존에 없던 설비의 신,증설은 KEC에 따라

선정

☞ 동일한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의 혼용(기설 : 판단기준, 신,증설 : KEC)에 따른 검사점검업무의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변경공사 기준 적용 예시

21년 12.31.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는 종전기준 적용

22년 1.1. 이후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 및 공사계획인가를 받거
나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은 신규기준 적용

1장 (총칙) 주요내용



6/ 39

기존 설비에서 인입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KEC 적용

□ KEC 적용 예시

1장 (총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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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적용 중 이중천정 (TEX) 적용 예시

● 별도의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저압의 공사도 KEC 적용 대상임

1장 (총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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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기준에 적용되는 참고도서

1장 (총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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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기술도서 검토)

□ 공사계획신고(인가) 주요 제출서류 (수전전압 22.9 kV)

제출서류 목록 범위 및 기재사항

주요설비 배치평면도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 구내배전설비 단선결선도(동력 및 전등전열 설비)
• 배선계통도

콘센트, 스위치, 기타 부속설비 포함
간선 계통이 말단 분전반까지 표시된 계통도
(전선 굵기 및 종류, 배선방법, 선로명칭 등)

고장전류계산서 도면 표기 시 생략

변압기용량 선정 검토서 전압 1,000V 이상에 한함, 부하집계표

접지도면 및 접지계산서 접지설계 적용 Factor 및 결과서(저압설비 제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계산서 비상부하일람표, 비상부하 집계표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해당설비에 한함

지중 및 물밑전선로 구조도 지중선로에 한함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별표 9]에 명시된 수검자 준비자료는 해당 검사항목에 따라 준비

☞ 현실적으로 전기설비는 설계시점에서 제품이 특정되는 경우가 없고, 건축, 기계, 공조 등의 분야의 변경사항에 따라 공사계획

변경 신고가 수시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사용전검사 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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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기술도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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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획신고(인가) 주요 제출서류 (5만 볼트이상 154 kV, 345 kV)

제출서류 목록 범위 및 기재사항

주요설비 배치평면도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 구내배전설비 단선결선도(동력 및 전등전열 설비)
• 배선계통도

콘센트, 스위치, 기타 부속설비 포함
간선 계통이 말단 분전반까지 표시된 계통도(전선 굵기 및 종류, 배선
방법, 선로명칭 등)

고장전류계산서 도면 표기 시 생략

변압기용량 선정 검토서 전압 1,000V 이상에 한함, 부하집계표

절연유구외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전압 100,000V 이상에 한함

접지도면 및 접지계산서 접지설계 적용 Factor 및 결과서(저압설비 제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계산서 비상부하일람표, 비상부하 집계표

전선로 지형도
50,000V 이상에 한함[전선로의 중심선경과지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m
내의 약전류전선로, 철도․도로․건조물․기타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5000 분의 1(시가지의 경우 2,000 분의 1) 지형도]

케이블의 구조도 50,000V 이상에 한함

전자유도전압계산서 50,000V 이상에 한함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200,000V 이상에 한함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해당설비에 한함

지중 및 물밑전선로 구조도 지중선로에 한함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기술도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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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 고장전류 : 단선결선도에 표시하거나 별도 계산서 제출

종 류 적용표준 활 용 계산범위

단락전류 KS C IEC 60909-0

• 보호장치(보호계전기, 차단기, 퓨즈 등) 정격 선정

• 전선의 단면적 선정

• 변성기 정격 선정 등

최대값, 최소값
(전체 계통)

지락전류
KS C IEC 60909-0 

또는
IEEE(ANSI)

• 접지시스템 설계

• 감전보호 설계 및 검증
(전체 계통)

단락전류의 종류(KS C IEC 60909-0 표준)에 따라 적용

 최소단락전류 : 보호장치 선정, 퓨즈선택 등 용도

- 최소전압계수, 전원 측은 최대 등가 단락임피던스, 전동기 기여

전류 무시, 선로 저항은 단락회로 온도한계에서 도체저항 적용

 최대단락전류 : 전기기기의 용량이나 정격 선정

- 최대전압계수, 전원 측은 최초 등가 단락임피던스, 전동기 기여

전류 고려, 선로 저항은 20℃에서 도체저항 적용

 대칭단락전류 : 교류만의 성분으로 보통 5cycle 이후

 비대칭단락전류 : 직류성분이 포함된 값

공칭전압 최대전압계수(1) 최소전압계수

100 V 이상 1000 V 
이하

1.05(3)

1.1(4) 0.95

1,000 V 초과 35,000 V 
이하 1.1 1.0

35,000 V 초과(2) 1.1 1.0

(1) 은 전력계통기기의 최고전압 을 초과할 수 없다.
(2) 공칭전압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을 적용한다.
(3) 허용차가 +6 %의 오차를 가진 저압 계통, 예를 들면 380 V       
~ 400 V로 명명된 계통의 경우
(4) 허용차가 +10 %의 오차를 가진 저압 계통의 경우

절연재료의 종류 단락회로의 온도한계

XLPE 250 ℃

EPR, HEPR 250 ℃

PVC
300㎟ 이하 160 ℃

300㎟ 초과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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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 공통(통합)접지 적용대상

□ 단독접지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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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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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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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접지 방식 ] [ 단독 (개별) 접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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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시스템

 공통접지 및 고압이상 접지시스템

구분 주요 확인사항

도서

• 접지시스템 도면 : ① 접지극과 주접지단자 연결, 접지도체 굵기, 접지단자함 설치현황 및 상호 간 접속상태, 보호등전위본

딩 현황, 피뢰접지극 접속 여부, 시험접지단자 시설여부 등

② 보호도체 배선방법 및 경로,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굵기

③ 접지극 형상, 면적, 메시 간격, 접지봉 시설유무, 접지봉 제원, 접지극도체 종류

• 시공현장 대지저항율 측정값 또는 지질 분석자료, 표면층 대지저항률

• 접지설계 결과값(설계 접지저항값, 허용접촉전압, 대지전위상승 등)

• 접지설계 표준에 따른 적용 Factor 요약 자료(적용 표준에 맞는 Factor값 적용)

현장

• 접지저항 : 설계 접지저항값이 기준(접지극 시공 완료 후 부분검사 또는 사용전검사시 시험접지단자에서 측정)

• 접지극 시설 : 부식이나 전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 매설깊이가 75cm 이상(저압 제외), 접지극 재료 적합여부 등

•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굵기 및 시설의 적정 여부

• 보호등전위본딩 대상에 대한 시설의 적정 여부 등

• 통합접지시스템안 경우 SPD 설치에 대한 적정성

 저압접지시스템 : TN, TT, IT 등 접지시스템별 지락보호 및 감전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

 계통접지가 TN-C-S 인 경우 인입구 추가접지극 시설의 적정성 여부

 접지도체, 보호도체의 재질, 굵기, 시설 등의 적정성

 접지저항 값 : TT계통일 경우 누전차단기 감도전류에 따른 접지저항 값(감전보호 목적)이 존재하며, 명확한 기준 값 없음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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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방식의 변경

접지 대상 현행 접지 방식 KEC 접지 방식

(특)고압 설비 1종 : 10Ω  계통 접지 :TN, TT, IT

 보호 접지 : 등전위 본딩

 피뢰 시스템 접지

600V 이하 설비 특3종 : 10Ω

400V 이하 설비 3종 : 100Ω

변압기 2종 : 5Ω (계산 요함)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 변경

 계통 접지 : 전력 계통의 이상형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변압기 중성점 접지 기준)

 보호 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전 이상 접지 (저압 전기기기 접지기준) 

 피뢰 시스템 접지 : 뇌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신규 추가)

(기존) 개별접지 (단독접지) (변경) 공통접지 (통합접지)

접지저항 기준 (10 Ω , 100 Ω) 안전전압 기준 (접촉전압, 보폭전압)

 변경기준을 적용하면 특고압 수전방식에서는 개별접지가 폐지되고 공통,통합으로 시공

 이격거리등의 조건 만족시에는 특고압 계통에서도 개별접지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접지의 시설기준이 접지저항 기준에서 안전전압 기준으로 변경 (저압 수용가는 개별접지 적용가능)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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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방식의 구성도

● 구성도와 같이 전기설비의 모든 도전성 부분을 접지단자함에 접속함. (또는 바닥 메쉬에서 연결)
(ex : 전동기, Panel (특고압,저압) 외함, 트레이, 분전반등)

████

건축물 바닥 메쉬에
직접 연결도 가능 함

Test 단자
의무시공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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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방식의 구성도 (단선도 기준)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 변경 전 : 개별접지 ] [ 변경 후 : 공통(통합) 접지 방식]

E1

E2

E1

E1

E3

접지단자함
에서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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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계산서 예시

 KS C IEC 61936-1 표준에 따른 제출 서식  IEEE Std 80 표준에 따른 제출 서식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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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층 고유저항률(IEEE 80 허용접촉전압 계산시 중요한 Factor로 작용

종류 건조상태[Ω·m] 젖은상태[Ω·m]

화강암 자갈 140×10^6 1,300

화강암
자갈(0.04m) 4000 1,200

화강암 자갈
(0.2-0.025m) - 6,513

화강암
(0.025-0.05m) 1.5 ~ 4.5×106 5,000

화강암
(0.05-0.1m) 2.6 ~ 3×106 10,000

석회암 7×106 2,000~3,000

자갈과 유사한
화강암(0.02m) 2×106 10,000

완두콩 자갈과
유사한 화강암 40×106 5,000

화강암(0.02m) 190×106 8,000

아스팔트 2~30×106 10,000 ~ 6,000,000

콘크리트 1×10(6~9) 21~100

표면층 대지저항률은 옥외 전기실의 경우 IEEE-80 Table

7(표 7)의 표면층의 종류에 따라 젖은 상태의 최소값을

적용하고, 옥내 전기실의 콘크리트인 경우는 설계값을

적용한다. 다만, 표면층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표면층 대지저항율은 최대 5,000[Ω·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과도하게 적용 시 접지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 발생

대지저항률은 동절기와 하절기 측정값에 차이가 있으므로
하 절 기에 측 정 한 대 지 저항 율로 접 지시 스 템 설계 시
1.3~2.0배의 여유율 적용을 권장한다.
실측 또는 지질보고서의 값을 기준한다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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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저항의 정의와 구성

대지 저항률 : 대지 즉, 토양의 일정 체적의 전기 저항을 말한다. ( 단위 : Ω·m )

접지 시스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지 저항률이므로 접지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대지 저항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𝐸𝐸𝑚𝑚 =
𝝆𝝆 × 𝑲𝑲𝒎𝒎 × 𝑲𝑲𝒊𝒊 × 𝑰𝑰𝑮𝑮

𝑳𝑳
변경된 KEC 에서는
대지저항률 측정이 의무화

대지저항률은 시공전 측정

접지저항은 시공 후
(준공시점) 측정 함

이 값의 측정이 목적임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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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저항률 측정방법

Ground Resistivity Result
Location

Measuring distanc
e(m)

Resistance(Ω)
Calculation Ground 

Resistivity(Ω.m)

"A"

2 1.8 23 
4 1.08 27 
8 0.69 35 
16 0.06 6 

"B"

2 1.37 17.2 
4 1.14 28.6 
8 0.55 28 
16 0.1 10 

"C"

2 1.47 18.5 
4 1.03 25.8 
8 0.45 22.7 
16 0.04 4.0 

1) 대지저항률 측정은 측정점 (전기실)

에서 여러방향을 측정한다.

2) 측정지점이 많을수록 오차가 작아

진다.

3) 우측은 실제 측정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 거리가 증가할수록

(깊을수록) 대지저항률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 지역, 계절에 따라 값은 변화한다.

거리의 증가는 깊이의
증가를 의미함

접지

저항

대지

저항률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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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대지저항률 실측값 비교

대지저항률이 낮을수록 사고전압값이 비례하여 감소함

대지저항율이 내륙의 경우 높게, 해안이나 강가의 경우 낮게 측정됨

1

2

국내 지역별 대지 저항률 측정값
대지저항률은 모든 현장이
다르게 측정되기에 실측이
의무화 됨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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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시스템

 공통접지 및 고압이상 접지시스템 접지저항값 선정 기준

 저압 인입구 및 노출도전부 접지

 TN-C-S 인 경우 인입구에는 추가접지극을 시설하여 PEN도체 단선에 따른 보호대책 필요

 TN계통 : 한전측 중성선 또는 수용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극을 공유하므로 별도 접지저항값 기준 없음

 TT계통 : 감전보호에서 누전차단기 감도전류에 따른 접지저항 계산값은 존재하나, 이외 노출도전부 접지기준은 없음

저압계통의 형태

대지전위상승(EPR) 요건

접촉전압
스트레스 전압

고장지속시간≤5 s 고장지속시간＞5 s

TT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TN EPR≤𝑭𝑭 � 𝑼𝑼𝑻𝑻𝑻𝑻 EPR≤1200 V EPR≤250 V

IT
노출도전부 일괄접지의 경우 TN 계통에 따름 EPR≤1200 V EPR≤250 V
노출도전부 개별접지의 경우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F 의 기본 값은 2이다. PEN 도체를 대지에 추가 접속한 경우 보다 높은 F 값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토양구조에서는 F 값은 5까지 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표면층이 보다 높은 저항률을 가진 경우 등 층별 저항률의 차이가 현저한 토양에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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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 또는 특고압기기는 접촉전압의 허용값 이내를 만족(KEC 321.1), 공통접지시 KS C IEC 61936-1의 10.접지시스템에 적합할 것

※ 저압계통의 접지저항값은 감전보호(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저항 값만 기준이 존재하나, 누전차

단기고장시및계절별대지저항률변경등에대한안전율을고려하여100Ω 이하로권장하되추후명확한근거에따라기준제정시 변경

될 수 있음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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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도체 단면적 선정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 식 ❶을 만족하는 값으로 최소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과 강도를 가질 것

 변압기 중성점 접지도체 : 식 ❶을 만족하는 값으로 최소 16㎟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과 강도를 가질 것

 7kV 이하의 전로 및 사용전압 25kV 이하 중성선 다중접지식 전로에 2초 이내에 차단되는 장치가 있는 경우 16㎟ 미만 가능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의 접지도체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
블(3종 및 4종)의 1개 도체 또는 차폐 및 기타의 금속제가 10㎟ 이상일 것

 저압 이동기기 :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 다만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
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

 저압 접지계통별 접지도체 단면적 : 계산값이 최소굵기 이하인 경우 표의 최소 단면적 적용, 이상인 경우는 계산값 적용

𝑺𝑺 = 𝑰𝑰𝟐𝟐𝒕𝒕
𝒌𝒌

S :단면적(㎟)

I :보호장치를통해흐를수있는예상고장전류실효값[A]

t :자동차단을위한보호장치의동작시간(s)

k :보호도체,절연,기타부위의재질및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따라정해지는계수

재질 TN 및 IT계통 최소단면적 [㎟] TT계통 단면적 [㎟] 피뢰시스템을 접속할 경우 단면적 [㎟]

구리 6 최소 6㎟이상으로❶ 계산값 동시 만족 16

철제 50 최소 50㎟이상으로❶ 계산값 동시 만족 50

선도체의 단면적 S(㎟) 대응하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S ≤ 16 𝑺𝑺

16 < S ≤ 35 𝟏𝟏𝟏𝟏𝒂𝒂

S > 35
𝑺𝑺𝒂𝒂

𝟐𝟐

❶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우선 적용 ❷ 계산값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통 계산값보다 큰 값이 된다)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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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구성도 및 단면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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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통신, 피뢰등

각 번호별 단면적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

13 4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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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도체 단면적 선정

접지 대상 (기존)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KEC 접지 방식

(특)고압 설비 1종 : 6.0㎟이상  상도체 단면적에 S(㎟)에 따라

» S ≤ 16 → S

» 16< S ≤ 35 → 16

» 35< S → S/2

 또는 차단시간 5초 이하인 경우

S = 𝐼𝐼2𝑡𝑡 / k

600V 이하 설비 특3종 : 2.5㎟이상

400V 이하 설비 3종 : 2.5㎟이상

변압기 1종 : 16㎟이상

𝐒𝐒 =
𝒕𝒕
𝑲𝑲

× 𝑰𝑰𝒈𝒈

• t : 지락전류 통전시간 (0.5~1초)

• K : 절연체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 (PVC:143, XLPE:176)

• Ig : 지락전류 (실제 계산에 의한 계통의 지락전류)

(10,430 A로 계산 값 적용)

𝐴𝐴 =
𝑡𝑡𝑠𝑠
𝐾𝐾

× 𝐼𝐼𝑔𝑔 =
1.0

143
× 10,430 = 76 𝑚𝑚𝑚𝑚2

번 보호도체 (PE) 및

★ 95𝑚𝑚𝑚𝑚2선정 ★★

1 3 번 접지도체 단면적 선정 기준

■ 정식 계산 방식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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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약식) 계산방법 * 이 경우 정식 계산식보다 일반적으로 굵게 선정됨

상도체 (㎟) 적용 (㎟ )

2.5 2.5

4 4

6 6

10 10

설비의 상도체 단면적[㎟]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S≤16 S

16<S≤35 16

S>35 S/2

상도체가 16㎟이하인 경우 상도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 16~35 ㎟인 경우 16 ㎟적용

상도체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상도체 단면적의 50% 이상의 단면적을 선정 한다.

[상도체가 16㎟이하시 단면적]

상도체 (㎟) 적용 (㎟ )

16 16

25 16

35 16

[상도체가 16~35㎟ 단면적 ]

상도체 (㎟) 적용 (㎟ )

50 25

95 50

120 70

150 95

[상도체가 16㎟이상시 단면적]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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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 : 보호등전위본딩용 전선 단면적 선정 기준

보호도체 (㎟) 적용 (㎟ )

16 10

25 16

50 25

70 25

일반적으로 PIPE 접지의 예시임

4 번 : 보조보호 등전위본딩용 전선 단면적 선정 기준

현장에 설치된 전동기와 전동기의 간 또는 전동기와 철골 (H-Beam) 사이의 추가 접지

시공조건 적용 (㎟ )

배관 (금속관등) 시공시 2.5

배관 미시공시 (노출) 4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 적용 (최대 25㎟ 적용)㎟㎟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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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전기설비 (TN-C-S 방식의 접지방식 단상 2선식

저압 수전 시 단독접지가 가능하며, TN 접지 적용 시 다음사항 준수할 것

1. 인입구에서 PEN도체를 추가로 접지하고, PE 도체를 별도로 인출 할 것

2. 수용가 전체 접지계통을 TN-C-S 방식으로 일괄 적용 (보호도체는 10㎟이상 적용)

3. PEN 도체 추가에 따른 기준값은 없지만 100Ω이하를 권장한다.

상기방식은 저압이지만

특고압과 동일한 형식의

접지방식임 (선택 가능) 

㎟)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접지 필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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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전기설비 (TT 방식의 접지)

1. 누전차단기 고장 등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100Ω 이하를 권장한다. 

2. 누전차단기로 감전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량기함, 배전반 등의 접지 저항값은 100Ω 이하를 권장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기존의 개별접지 방식임

TN-C-S 방식과 T-T

방식중 선택 가능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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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 감도전류별 현장적용 사례 (TT 계통)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1. 상기와 같이 TT 계통의 경우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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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 계통의 접지 기준값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누전차단기

감도전류(mA)
30 50 100 300 500 1,000

접지저항 한계값(Ω) 1,667 1,000 500 167 100 50

[ 누전차단시 사용시 자동차단 조건 ][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 따른 기준값 ]

o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전원의 접지전극과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한 것

누전차단기로 감전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량기함, 배전반 등의 접지저항값은 100Ω 이하를 권장한다.

RA × I∆n ≤ 50V
• RA :보호도체와접지극저항의합(Ω),RA를모를경우ZS로

대체, I∆n:정격감도전류(A)

ㅇTN-C 계통에는 누전차단기(지락전용) 사용 불가 (지락사고시 대지로 흐르지 않아 누전차단기 동작하지 않음)
ㅇTN-C-S 계통에서 PE도체는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서 PEN도체에 접속

□ 누전차단기의 시설

누전차단기의 시설장소는

배선차단기로 전원의 자동

차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도 반드시 KC 인증품의

누전차단기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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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설계 계산 예시(접지극 도체 굵기)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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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설계 계산 예시 (안전전압 및 접지저항 등)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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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설계 절차 현장 자료

도체 굵기

초기 설계

Grid 저항

Grid 전류

상세 설계

설계 수정

단계 01

단계 02

단계 03

단계 04

단계 05

단계 06

단계 07

단계 08

단계 09

단계 10

단계 12

단계 11

………………

………………

………………

………………

………………

….……

….……

….……

….……

….……

….…… ………………

Yes

No

Yes

Yes

No

No

touchE stepE

touchEGPR <

mE sE

touchm EE <

steps EE <

이 조건이 접지설계
판단의 기준임

안전전압 > 사고전압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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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전압 (접촉전압) 의 정의

허용 접촉전압 (50kg)

인체의 저항(1kΩ)

손과 구조물 사이 접촉저항(무시)

한쪽 발과 대지 사이
접촉저항(3ρs)

양 발과 대지와
접촉상태에 따른 감소계수

접지극 주변 대지표면의
저항률

𝐸𝐸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Ik Rk + RH +
RF

2
[V]

𝐸𝐸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1,000 + 1.5Cs � 𝜌𝜌𝑠𝑠)
0.116

𝑡𝑡
[V]

1. 인체 허용접촉 전압값 이하가 되도록 한 접지저항 값인 경우에는 인정
2. 기존의 접지저항 기준은 개별접지 (단독접지) 일 경우에만 적용

3. 공통 (통합) 접지의 경우 접지저항과 무관하게 안전전압과 사고전압의 관계에서 안전전압이 사고전압보다 커야

한다.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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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전압의 실 계산 사례

1. 안전전압 계산 (허용접촉전압 IEEE-std.80)

𝑬𝑬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 = (𝑹𝑹𝑩𝑩 + 𝟏𝟏
𝟐𝟐
𝑹𝑹𝑭𝑭)𝑰𝑰𝑩𝑩= (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 + 𝟏𝟏.𝟓𝟓 × 𝑪𝑪𝒔𝒔 × 𝝆𝝆𝒔𝒔) 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

𝒕𝒕𝒔𝒔

𝑬𝑬𝒔𝒔𝒕𝒕𝒔𝒔𝒔𝒔 = (𝑹𝑹𝑩𝑩 + 𝟐𝟐𝑹𝑹𝑭𝑭)𝑰𝑰𝑩𝑩= (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 + 𝟏𝟏 × 𝑪𝑪𝒔𝒔 × 𝝆𝝆𝒔𝒔) 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
𝒕𝒕𝒔𝒔

= 𝟕𝟕𝟓𝟓𝟕𝟕 𝑽𝑽

2. 사고전압 계산 (메시전압) Em

𝐸𝐸𝑚𝑚 =
𝝆𝝆 × 𝑲𝑲𝒎𝒎 × 𝑲𝑲𝒊𝒊 × 𝑰𝑰𝑮𝑮

𝑳𝑳
=
𝟕𝟕𝟏𝟏𝟏𝟏 × 𝟏𝟏.𝟖𝟖𝟐𝟐𝟖𝟖 × 𝟐𝟐.𝟐𝟐𝟕𝟕 × 𝟐𝟐,𝟏𝟏𝟏𝟏𝟏𝟏

𝟏𝟏,𝟓𝟓𝟕𝟕𝟏𝟏
= 𝟏𝟏,𝟏𝟏𝟕𝟕𝟖𝟖𝑽𝑽

𝑬𝑬𝒎𝒎(1,049V) >𝑬𝑬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 (754.62V)

𝑬𝑬𝒎𝒎<𝑬𝑬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𝒕조건 검토 결과 불만족 하므로 설계 조건 재 검토 필요

이 값을 높이기 위해 자갈 (옥외)이나
에폭시 (옥내) 시공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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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선정 방법

 비상발전기 용량은 ‘국토교통부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KDS 31 60 20:2021)’을 준용하여 선정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연결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시 비상부하를 고려하여 계산한 용량과 정전시 비상부하를 고려한 용량 중

최대값으로 선정할 수 있음

 화재시 소방부하의 수용률은 100 % 적용을 권장한다. 다만, 전등·전열 및 승강기의 경우는 100 % 이외 적용 가능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산정을 위해 다음의 항목이 명시된 비상부하 일람표 및 비상부하 집계표를 화재시 부하와 정전시

부하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정전시 부하는 예비전원설비에 연결된 부하 중 화재시 부하를 제외한 용량이며,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부하를 포함한 용량이다.

구 분 출력용량
[kW]

입력용량
[kVA]

1. 전동기 이외 부하의 입력용량 합계(kVA)

가. 고조파 발생부하를 제외한 입력용량(kVA)

나. 고조파 발생부하의 입력용량 합계(kVA)

① UPS 입력용량(kVA)

② UPS 제외 입력용량(kVA)

③ 축전지 충전용량(kVA)

③ THD 가중치 λ(KS C IEC 61000-3-6 표 6 참조)

2. 전동기 부하용량 합계(kW)

3. 전동기 부하 중 기동 용량이 가장 큰 전동기 부하용량(kW)
또는 전동기군의 합계 용량(kW)

𝑮𝑮𝑻𝑻 = [�𝑻𝑻 + (�𝑻𝑻𝒎𝒎 − 𝑻𝑻𝑳𝑳) × 𝒂𝒂 + (𝑻𝑻𝑳𝑳 × 𝒂𝒂 × 𝒕𝒕)] × 𝒌𝒌

2. 2장 (기술검토) 주요내용 (220절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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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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