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케이블의 허용전류치에 대해서
허용 전류는 규격에 전선 등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입니다. 물체는 전기 저항이 있고,
그 물체에 전압을 걸어 전류를 흘리면 저항에 의해 발열합니다. 전선 등의 도체에도 작지만
저항이 있고, 그 발열에 의해 절연 피복이 녹으면 전기는 단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화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선에는 각각 허용 전류가 정해져 있고, 배선용 차단기 등으로 이
것을 보호합니다.
전선과 케이블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연 전선... 그림1과 같이 도체를 절연체로 피복한 전선에서 일반적으로 피복이 없는 것.

그림 1. 절연전선
케이블... 그림2와 같이 선심(도체에 절연한 한 개 한 개의 절연 전선) 위에 피복을 입힌
전선.

그림 2. 케이블
기본적으로, 전선을 사용하는 것은 배관 내나 기기 내 또는 박스 내에 배선하는 경우가 있
고, 케이블은 노출 배선하는 경우로 사용합니다.

전선・케이블의 내용 연수
일반 전선 케이블의 설계 상의 내용 연수는 그 절연체에 대한 열적·전기적 스트레스의 면에
서 20년~30년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용 상태에서의 내용 연수는 그 부설 환경이
나 사용 상태가 크게 변화한다. 덧붙여 케이블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된 경우의 내용연
수의 기준을 이하의 표에 나타낸다.

* 주의 : 이동용 캡타이어 케이블 등은 사용 상황에 따라 내용연수는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 사용 상황에 맞는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

VVF 케이블에 대해서
주택 등의 옥내 배선에 자주 사용되는 비닐 절선 비닐 시스의 평형 케이블입니다. 직사광선
이나 자외선에 대해서는 강하지 않으므로, 옥외에서 사용할 때는 배관 등으로 햇빛 등이 쬐
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VF 케이블을 「VA 케이블」이나 「F 케이블」이라고 전
기 가게나 전재 가게는 지금도 속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라고 의문이 들어서 알아본
결과,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VA 케이블과, F 케이블로 불리고 있습니다. VA는「비닐·아머
(비닐제 갑옷)」, F는「플랫(평평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VVF라는 명칭에 규정된 것
은 쇼와 1964년 3월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타이라 형"에서 VVF라고 했습니
다.
참고로 다락방 등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장소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허용 전류치는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제조업체에 확인 )
3심 중 1개가 어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2심의 허용 전류치를 이용한다. 또 단상 3선 중성
선은 선 심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심의 값을 사용한다. 표 1에 VVF 케이블의 간단한
사양을 그림 3에 VVF 케이블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표 1. VVF 케이블의 간단한 사양

그림 3. VVF 케이블 사진

CV케이블 에 대해서
주택의 인입구 배선이나 공장의 전력 배선에 사용되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
이블입니다. 케이블 피복에 내후성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인 상태로 비바
람에 노출되는 옥외나 땅속에 묻어 사용할 수 있으며, 외피(시스)는 흑색비닐로, 직사광선이
나 자외선에 대해서 내성이 있어, 그대로 노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 전선의 피복
(심선의 가교 폴리에틸렌 부분)은 자외선에 약하고 햇빛이나 조명 등의 자외선에 의해 너덜
너덜해지기 때문에 비닐 테이프로 자외선 차광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체는「꼬음 선」이
일반적입니다.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절연전선 케이블의 영역은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Sheath Cable"이고 밑줄 부분부터 CV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가
교(Cross-linked)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분자가 다리를 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결합하
는 것, 고무나 합성수지는 다리 연결에 의해 강도나 탄성을 증가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용융하지 않도록, 가교라고 불리는 특수한 화학처리를 한 폴리에틸렌을 말
하는 것입니다.
가교 폴리에틸렌 내화학 약품성

평가 기준

○ : 인장 강도, 파괴 증가 보유율도 90% 이상
△ : 인장 강도, 파괴 증가 보유율도 70% 이상
－ : 시험액 증발로 시험 불능

저압 배선용으로 VVF, VVR에 비해 내열성(90℃)에 뛰어난 허용 전류를 크게 취할 수 있습
니다. 3심 중 1개가 어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2심의 허용 전류치를 이용하며, 4심의 중 1개
가 어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3심의 허용 전류치를 이용한다. 표2에 CV 케이블의 간단한 사
양을 그림4에 CV 케이블의 사진을 도시하고 두겠습니다. 고압 용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압
용만을 위한 자료로 합니다.
표 2. CV 케이블의 간단한 사양

그림 4. CV케이블의 사진

CVT케이블에 대해서
주로 공장의 전력 배선에 사용되는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절연전선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피
복에 내후성 비닐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인 상태에서 비바람에 노출되는 옥
외나 땅속에 묻어 사용할 수 있으며, CV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이나 자외선에 대해
내성이 있으며, 그대로 노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체는 꼬음 선이 일반적입니다. 단, 심
선의 가교 폴리에틸렌은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비닐 테이프로 차광할 필요가 있
습니다.
트릭스 형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절연전선 케이블의 영역은 "Triplex Cross-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Sheath Cable"이고 밑줄 부분에서 CVT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즉, 저압 배선용으로 CV 케이블에 비해서 허용 전류를 10% 정도 크게 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4sq 이하에서는 CV 케이블을 사용하여 22sq 이상의 굵기가 될
경우 CVT 케이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3에 CVT 케이블의 간단한 사양을 그림 5
에 CVT 케이블의 사진을 도시하고 두겠습니다. 고압 용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압용만을 위
한 자료로 합니다.
표 3. CVT 케이블의 간단한 사양

그림 5. CVT 케이블 사진

IV 전선에 대해서
각종 실내 배선 공사(금속관·염화 비닐관 등)에 사용하거나 제어판 안에서 사용하는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제어반 내의 교류 회로 배선(릴레이 등)에 IV의 황색 1.25sq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아니므로 노출 배선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 색깔에는
검정, 흰색, 빨강, 초록, 노랑, 파랑이 있습니다. 표4에 IV 전선의 간단한 사양을 그림 6에
IV 전선의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표 4. IV 전선의 간단한 사양

그림 6. IV 전선의 사진

MLFC 전선에 대해서
배전반, 제어반 등의 내부 배선, 모터용 인출선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열성이 뛰어나
고, 난연성이며, 유연성(전선이 부드러워 배선하기 쉽다)에도 뛰어납니다. 표5에 MLFC 전선
의 간단한 사양을 그림7에 MLFC 전선의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표 5. MLFC 전선의 간단한 사양

VCTF 코드에 대해서
전원용이나 제어용 등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원 용도로는 실내에서 사용하
는 300V 이하의 소형 전기 기구의 전원 코드로 사용되고, 전동 공구 등 전선이 혹사되는
기구에 사용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어용 다심케이블로서 릴레이나 시켄스
등의 접점 신호를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하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심에서는
0.3~1.25sq에 50심의 시리즈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또, 실드 가공품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
대책도 가능합니다. 표 5에서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 사양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진은
그림 8에 나타냅니다.

표 6. VCTF 코드의 간단한 사양

그림 8. VCTF의 사진

압착에 대해서
학생의 제품에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압착 불량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2019년도는 학생
포뮬러의 대회에서 예선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단자나 커넥터의 압착 불량이었습니
다. 그 학생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었으니, 잘 읽어 두세요.
・컨넥트나 링 슬리브, 압착단자에 압착 방법에 대해서

동 바에 대해서
분전반의 간선이나 분기에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제어반의 주 회로에도 사용되고 있
습니다. 동 바 표면에는 주석 도금이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은색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표7
은 KS의 캐비닛형 분전반의 규격입니다.

표 7. KS : 캐비넷형 분전반 동 바 전류 밀도

표7과 일동 공업의 구리 바 규격을 비추어 표8에서 비교하여 봅니다.
표 8. 동 바 규격 표

UL-AWM 전선의 허용 전류 일람표

허용 전류
IV, KIV
대기 중、주위 온도 30℃인 경우

※1：Only KIV
※2：Only IV

HIV
대기 중, 주위 온도 30℃인 경우

600V_CV, 600V CVT, H-CV
대기 중、주위 온도 40℃인 경우
1C：(3조, S=2d) 대기 중、주위 온도 40℃인 경우

※ 4C 중 1심을 중성 선이나 접지선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VVF
대기 중、주위 온도 30℃인 경우

※ 1선을 접지선으로 하는 경우

EM-EEF
대기 중 암거 설치, 주위 온도 40℃의 경우

※ 1선을 접지선으로 하는 경우

VVR
대기 중 암거 설치, 주위 온도 40℃의 경우

2PNCT
대기 중、주위 온도 30℃인 경우

1CT, WCT
대기 중、주위 온도 30℃인 경우

※ 허용 전류치는 KS 규격에서 산출, 수치는 사용률 100%인 경우

VCT
대기 중、주위 온도 30℃인 경우

VCTF
대기 중、주위 온도 30℃인 경우

코드
대기 중、주위 온도 30℃인 경우

내열 비닐 절연전선
대기 중 1조 배선、주위 온도 40℃인 경우

내열 가교 전선
대기 중 1조 배선、주위 온도 40℃인 경우

플랫 케이블 : FRX, FRX-S, FRX-CF, FRX-CF-S
대기 중 1조 배선、주위 온도 40℃인 경우

가교 내열 전선
대기 중 한조 배선, 주위 온도 40℃의 경우

참고 : 전선을 묶었을 때 허용 전류 감소 계수 ( 별도 조건을 기재합니다. )

* 주의 : 위의 표는 각 회사의 공표치를 기본으로 집계한 참고치의 일람표입니다.
온도 조건이나 부설 환경, 혹은 제조사가 다를 때에는 허용 전류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와는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