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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다음 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에 적용한다.
(1) 일반 구조물
(2) 각종 구조물과 특수 시설
(3) 연돌
(4) 선박
(5)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액체가 수용된 구조물
1.1.2 본 기준은 다음 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에 적용하지 않는다.
(1) 폭발물 제조건물 및 탄약고
(2) 옥외 발전 및 송배전 설비
1.1.3 본 기준은 서지 방출설비 또는 낙뢰 방출설비에 적용하지 않는다.
1.1.1

1.2 목적

본 기준은 건축물 등 보호대상물에 접근하는 뇌격을 막고 뇌격전류를 대지로 방류함으로써 뇌격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축물 등의 화재, 파손 및 사람 또는 동물의 사상과 같은 낙뢰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개요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에 대한 기준은 KS C-9609(피뢰침)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규정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규격에 기초하여 설계․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호대상지역의 낙
뢰 강도나 성질,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낙뢰로 인한 사고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자체의 피뢰 외에
건축물 내부의 전기회로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피뢰설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용도,
구조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기존의 보호각 개념은 낙뢰위험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용하고 있는 낙뢰방지를 위한 회전구체법
의 개념을 기초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피뢰설비 설치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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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을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장치.
고층 건물(High-Rise Building) 본 기준에서는 높이 20 m를 초과하는 구조물.
금속구조물(Metal-framed Structure) 전기적으로 연속성 있는 금속자재로 피뢰도선의 전기 통로
와 동등한 도전경로를 확보한 구조물.
금속외장 구조물(Metal-clad Structure) 외벽, 지붕 또는 모두가 금속으로 덮인 구조물.
기밀성(Gastight) 가스를 통과시키는 벤트 또는 배관을 통과하지 않고 가스나 공기가 구조물에 들
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구조.
뇌격거리(Striking Distance) 최초 뇌격에서 마지막 절연파괴가 발생하는 거리 또는 선행방전이
대지에 접근하여 최종적으로 방전하는 거리. 뇌격거리[m]는 K․In으로 계산하며, I는 뇌전류[kA], K
및 n은 상수이다.
대형 연돌(Stack, Heavy-duty) 연도의 단면적이 0.3 m2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21 m 초과하는
연돌.
독립 피뢰침(Self-supported Air Terminal) 보호대상물에서 떨어져 지상에 독립한 피뢰침.
독립 가공지선(Self-supported Aerial Wire) 피뢰를 목적으로 피보호물의 위쪽에 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설한 도선으로 피보호물로부터 독립한 것.
돌침(Lightning Rod) 피뢰침의 최상단 부분으로서 뇌격을 받는 금속체.
보호각(Protective Angle) 돌침의 앞 끝 기타 뇌격의 단자가 될 도체의 앞 끝에서, 그의 윗끝을
통할 연직선에 대하여 보호범위의 각도.
보호범위(Zone of Protection) 피뢰침의 설치에 따라서 뇌의 직격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피뢰침
주변의 대지 및 공간.
본딩(Bonding) 도전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가된 모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성능과 전기적인
연속성이 있는 금속부분의 접합.
서지어레스터(Surge Arrester) 서지 전류를 방출하거나 우회하여 서지 전압을 제한하는 보호장
치. 서지어레스터는 이러한 기능을 반복할 수 있는 동안 속류가 계속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선박(Watercraft) 유람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최대 300 톤인 모든 보트 및 배. 그러나,
선박에는 수상 비행기, 호퍼크라프트, 인화성 액체의 운송선 및 잠수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장치(Fas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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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전에 선행하여 뇌운으로부터 대지로 향하여 진전하는 방전.
스파크 간격(Spark Gap) 두 개의 도체가 서로 전기적으로 절연된 또는 멀리 이격된 상태에서 전
기적으로 서로 접속된 전기 부분이 서로 근접한 곳의 간격.
액체(Liquid) 침입도가 300 이상인 아스팔트보다 큰 유동성을 가진 물질. 달리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에 액체란 가연성 및 인화성 액체 모두를 의미한다.
①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s) 인화점이 37.8℃이상인 액체
클래스 Ⅱ : 인화점이 37.8℃ 이상 60℃ 미만인 액체
클래스 ⅢA : 인화점이 60℃ 이상 93.3℃ 미만인 액체
클래스 ⅢB : 인화점이 93.3℃ 이상인 액체
②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인화점이 37.8℃ 미만이며, 37.8℃에서 증기압이 2.8 kg/㎠
미만인 액체
클래스 ⅠA : 인화점이 22.8℃ 미만이고, 비점이 37.8℃ 미만인 액체
클래스 ⅠB : 인화점이 22.8℃ 미만이고, 비점이 37.8℃ 이상인 액체
클래스 ⅠC : 인화점이 22.8℃ 이상 37.8℃ 미만인 액체
연돌(Chimney) 연도의 단면적이 0.3 m2 미만이거나 높이가 21 m 미만인 연돌.
용마루 위의 도체(Loop Conductor) 접지 단자, 주 전선 또는 기타 접지된 본체를 상호접속하기
위하여 용마루, 파라페트 또는 지붕 등의 위에 연이어서 설치한 피뢰를 목적으로 하는 도체.
1급 자재(Class I Materials) 높이 21 m 이하인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뢰도선, 피
뢰침, 접지전극과 이와 관련된 피팅.
2급 자재(Class II Materials) 높이 21 m를 초과하는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뢰도선,
피뢰침, 접지전극과 이와 관련된 피팅.
인하도선(Conductor, Main) 피뢰도선의 일부로 피보호물의 정상부에서 접지극까지의 사이에 낙
뢰 전류가 흐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거의 연직인 전선.
인화성 공기-증기 혼합기(Flammable Air-Vapor Mixtures) 인화성 증기가 일정 비율로 공기와
혼합될 때, 점화시 혼합기는 매우 빨리 연소한다. 가솔린과 같은 일반 석유제품의 연소 범위는 공기
에 남아있는 부피 증기량의 약 1½ ％에서 7½ ％까지 이다.
인화성 증기(Flammable Vapors) 공기중 인화성 성분의 농도가 연소하한계(LFL)의 10%를 초과
하는 증기.
인화점(Flash Point) 시험에 명시된 대로 액체표면 가까이 발화 가능한 공기혼합기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최저 온도.
접지극(Ground Terminal) 피뢰도선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지중에 매설한 접지봉,
접지판, 접지 도체와 같은 피뢰설비의 일부분.
선행방전(Leader Stroke,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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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를 고정시키는 굵은 밧줄.
측면방전(Sideflash) 전도성 금속체 사이, 전도성 금속체와 피뢰설비 부품이나 대지 사이의 전위차
로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
케이블(Cable) 다수 연선으로 구성된 전선.
케이지(Cage) 피뢰를 목적으로 피보호물 전체를 덮을 연속적인 그물 모양의 고체.(금속판을 포함)
통기관(Vapor Openings) 저장된 액체의 표면 위에서 탱크 본체나 지붕을 관통하는 개구부. 이 통
기관은 탱크 호흡구, 탱크 계량구, 소화활동상 필요한 개구부, 기타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피뢰도선(Conductor, Bonding) 뇌전류를 통하기 위하여 돌침, 용마루 위의 도체, 독립 피뢰침, 독
립 가공지선 또는 케이지와 접지극과를 접속하는 도선.
피뢰설비(Lightning Protection System) 피뢰침, 도체, 접지 단자, 상호접속 도체, 서지억제장치
및 이 설비에 필요한 접속기나 피팅으로 구성된 전체 설비.
피뢰침(Air Terminal, Lightning Rod) 낙뢰로 인하여 생기는 화재, 파손 또는 인축에 상해를 방
지할 목적으로 피보호대상물에 설치하는 돌침부, 피뢰도선 또는 접지전극으로 된 피뢰설비. 이 중에
는 돌침부를 생략한 용마루 위의 도체, 독립 피뢰침, 독립가공지선, 철망 등으로 피보호물을 덮은 케
이지(Cage)를 포함한다.
휩 안테나(Whip Antenna) 절연 베이스 위에 지지된 막대 모양의 탄성 도체로 만들어진 간단한
수직 안테나. 주로 이동 차량에 사용되고 낚싯대 안테나라고도 한다.
지선(Stay)

제2장 일반 구조물
2.1 개요

일반 구조물이란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공공시설용, 주거용 이외의 일반용 구조물이다. 높이가 21
m 이하인 일반 구조물은 표 2.1의 1급 자재로 보호하여야 한다. 높이가 21 m를 초과하는 일반 구조
물은 표 2.2의 2급 자재로 보호하여야 한다.
2.1.1 지붕의 종류와 물매(Pitch)

본 기준을 적용하는 지붕의 종류에 적합한 보호방식과 물매는 그림 2.1과 2.2에 있다.
2.2 재료

피뢰설비용 구성부품의 재료는 부식 방지용이거나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습기에 의하여 부식
이 촉진되는 전해질 쌍을 형성하는 혼합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사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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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도도가 95% 이상인 구리.
(2) 동과 같은 부식방지성능이 있는 구리 합금.
(3) 전도성이 있는 알루미늄.
(4) 알루미늄 지붕, 알루미늄 측면, 기타 알루미늄 표면에는 피뢰설비용으로 구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피뢰설비용으로 알루미늄은 구리표면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참고]

외쪽(Shed) 지붕은 박공지붕과 동일한 방식임.

그림 2.1 지붕의 종류에 적합한 보호 방식(그림은 각 지붕의 정면도와 평면도이다).
2.3 형태와 크기

피뢰침의 형태는 봉형 또는 관형이어야 한다. 도체는 표 2.1과 표 2.2에 있는 케이블, 단일 전선이
나 단일 봉, 평형 스트립이어야 한다. 접지단자는 접지봉, 접지판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2.4 1급 자재

표 2.1은 높이 21 m 이하인 일반 건축물과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피뢰침과 도체의 최소 크기와 중량
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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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붕의 물매
표 2.1 1급 자재

도체의 종류
봉형 피뢰침 최소 직경
직경
관형 피뢰침 최소
최소 두께
소선의 최소 크기
피뢰도선(케이블) 단위길이당 중량
단면적
피뢰도선(고체) 두께
폭
최소 크기
본딩선(케이블) 소선의
단면적
본딩선(고체) 두께
폭

동선
알루미늄선
9.5 ㎜
12.7 ㎜
15.9 ㎜
15.9 ㎜
0.8 ㎜
1.6 ㎜
1.0 ㎟
2.0 ㎟
278 g/m
141 g/m
29 ㎟
50 ㎟
1.3 ㎜
1.63 ㎜
25.4 ㎜
25.4 ㎜
1.0 ㎟
2.0 ㎟
14 ㎟
22 ㎟
1.3 ㎜
1.63 ㎜
12.7 ㎜
12.7 ㎜

2.5 2급 자재

표 2.2는 높이 21 m를 초과하는 일반 건축물과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피뢰침과 도체의 최소 크기와
중량이다. 구조물의 일부가 높이 21 m를 초과하고(뾰족탑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높이 21 m 이하인
경우, 2급 피뢰침과 도체에 대한 기준은 높이 21 m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2급 도체
는 피뢰설비의 정점으로부터 대지까지 배선하여야 하고 피뢰설비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접속하여
야 한다.
2.6 부식 방지

피뢰설비용 구성부품은 국부적인 부식으로 인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부식성 가스를 방출하는 연돌이나 배기구의 상부에서 60 ㎝ 이내 구성부분은 고온 침지에 의한
납도금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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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손상이나 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피뢰설비의 모든 부품은 몰딩하거나 덮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금속관이나 금속튜브를 도체 주위에 사용하는 경우 도체의 양끝은 금속관이나 금속튜브에 전
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표 2.2 2급 자재

도체의 종류
봉형 피뢰침 최소 직경
소선의 최소 크기
피뢰도선(케이블) 단위길이당 중량
단면적
최소 크기
본딩선(케이블) 소선의
단면적
본딩선(고체) 두께
폭

동선
알루미늄선
12.7 ㎜
15.9 ㎜
1.5 ㎟
2.6 ㎟
558 g/m
283 g/m
58 ㎟
97 ㎟
1.0 ㎟
2.0 ㎟
14 ㎟
22 ㎟
1.3 ㎜
1.63 ㎜
12.7 ㎜
12.7 ㎜

2.8 알루미늄

알루미늄 피뢰설비는 본 기준의 다른 조항과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알루미늄 피뢰설비는 구리 지붕, 다른 구리표면 또는 빗물이 흐르는 구리표면에 설치하지 않아
야 한다.
(2) 알루미늄은 대지와 직접 접촉하는 위치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알루미늄 인하도선과 구리 또
는 구리외장 접지장치를 접속하기 위한 피팅은 바이메탈형이어야 한다. 바이메탈형 접속기는 지면으
로부터 45 ㎝ 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접속기와 피팅은 도체와 이들의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이메탈형 접속기와 피
팅은 이종의 금속을 본딩하거나 스플라이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도체는 알칼리성 페인트를 칠한 표면에 부착하지 않고, 콘크리트나 조적조 내에 매설
하지 않고,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9 피뢰침

낙뢰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의 모든 부분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낙뢰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의 두께 4.8 mm 이상인 금속 부분은 피
뢰침과 접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뢰침과의 접속으로 2개 이상의 대지까지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
다. 피뢰침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한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9.1 높이

피뢰침의 첨단은 2.11 지붕 위의 피뢰침를 제외하고 보호대상인 물체나 구역 위로 25 ㎝ 이상 돌출
하여야 한다(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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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은 전복되지 않도록 보호대상물에 부착하거나 건물에 부착된 지주에 고정하여야 한다. 높이
60 ㎝를 초과하는 피뢰침은 피뢰침 높이의 ½ 이상 지점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2.9.3 장식물

방풍면적 0.01 m2를 초과하는 자립형 피뢰침의 모든 평면에는 장식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평면에
는 직경 13 ㎝ 이하의 장식용 구를 사용할 수 있다.

A : 25 ㎝는 2.9.1, 60 ㎝는 2.11 참조
B : 높이 60 ㎝를 초과하는 피뢰침은 지지하여야 한다.
C : 피뢰침은 피뢰침 높이의 ½이상 지점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그림 2.3 피뢰침 높이

2.10 보호범위

보호범위는 구조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호범위는 2.10.1 ～ 2.10.3에 규정되어
있다.
2.10.1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 지붕창, 돔형 지붕 및 용마루, 계단실, 연돌, 배기구가 있는
지붕을 위한 보호범위에는 2.11에 따라 보호되는 지붕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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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5.2 m 이하인 다단식 지붕의 보호범위에는 2.10.2.1과 2.10.2.2에서 기술한 구역을 포함
한다. 보호범위는 피뢰침의 최고점을 정점으로 하는 원추형으로 보호각은 45도 또는 63도이다.
2.10.2.1 지상 7.6 m 이하인 구조물은 그림 2.4와 그림 2.5의 1 : 2 보호범위에 위치한 구조물의 아
래 부분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2.10.2

그림 2.4 높이 7.6 m 이하 평지붕 건물에 대한 지붕 아랫부분의 보호

그림 2.5 높이 7.6 m 이하 경사진 지붕 건물에 대한 지붕 아랫부분의 보호

지상 15.2 m 이하인 구조물은 그림 2.6과 그림 2.7의 1 : 1 보호범위에 위치한 구조물의
아랫부분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2.10.2.2

2.10.3 회전구체법(Rolling Sphere)

보호범위는 반경 45 m인 회전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다. 구가 대지와 피뢰침에 접
하여 있을 때 두 접점과 구 외부의 모든 공간은 보호범위이다. 이러한 구가 2 이상의 피뢰침에 접하
고 있을 때에도 그림 2.8과 같이 피뢰침 사이의 구 외부의 공간도 보호범위이다. 회전구체법을 이용
하여 보호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구의 모든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10.3.2 지상 45 m를 초과하거나 낮은 위치의 피뢰침으로부터 45 m를 초과하는 구조물에서 보호
범위는 구가 구조물의 수직면과 낮은 위치의 피뢰침 또는 대지에 접하고 있을 때 접점과 구 외부의
공간이다. 보호범위는 대지와 접하는 구를 회전시키는 것과 같이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피뢰침의 수평면 위의 공간으로 제한한다.
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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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높이 15.2 m 이하 건물에 대한 지붕 아랫부분 보호

그림 2.7 높이 15.2 m 이하 경사지붕 건물에 대한 지붕 아랫부분 보호

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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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S 421 -

그림 2.9는 높이가 45 m이하인 구조물에서 뇌격거리 45 m 의 기하학적 개념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지상 7.5 m, 15 m, 22.5 m, 30 m, 37.5 m, 45 m인 구조물에서 피뢰침의 높이를 기초로 한
곡선은 높이가 낮은 물체와 지붕에 대한 예상 보호범위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는 구조물에 반경으로
측정한 보호거리(“수평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보호높이”의 수평면에만 적용한다.
2.10.3.4 그림 2.9(“수평거리, m”)의 회전구체법 개념에서 기하학적으로 결정되는 수평거리는 뇌격
거리 45 m를 기초로 한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2.10.3.3

d =

h 1 (90 - h 1 ) -

h 2 (90 - h 2 )

d : 수평 거리(m) h1 : 높은 지붕의 높이(m) h2 : 낮은 지붕(물체의 상단)의 높이(m)
이 식의 충분조건은 구가 낮은 지붕과 대지에 접하여야 하고, 구조물의 높은 부분의 수직면과 접하여
야 한다. 또한, 높은 지붕과 낮은 지붕 또는 대지와의 높이 차이는 45 m 이하이어야 한다.

그림 2.9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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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은 6 m 이하 간격으로 경사지붕의 용마루, 평지붕이나 약간 경사진 지붕의 둘레에 설치하여
야 한다. 보호대상물에서 0.6 m 위에 있는 피뢰침은 7.6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피뢰침은
경사지붕 용마루의 끝이나 0.6 m 이내, 평지붕이나 약간 경사진 지붕의 가장자리와 바깥쪽 모서리에
위치하여야 한다(그림 2.10, 2.11, 2.12 참조). 처마높이가 15 m 이하인 경사지붕의 구조물은 지붕경
사가 1/4 이상이고 지붕 홈통 이외에 처마높이 이상으로 돌출한 수평부가 없으면 용마루에만 피뢰침
을 설치할 수 있다. 처마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의 건물은 뇌격거리 45 m 의 회전구체법
을 이용하여야 한다(그림 2.9, 2.10, 2.11, 2.12 참조).

그림 2.10 솟은 지붕의 피뢰침
2.11.1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

폭이나 길이가 15 m 를 초과하는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의 평평하거나 약간 경사진 구역에
는 15 m 이하 간격으로 피뢰침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약간 경사진 지붕은 ⑴ 경간이 12 m 이하
이고 경사도가 ⅛ 미만인 지붕 ⑵ 경간이 12 m 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¼ 미만인 지붕으로 정의한
다.(그림 2.11, 2.12 참조)
2.11.2 지붕창

주 지붕의 높이 이상인 지붕창은 일반적인 피뢰침, 케이블, 인하도선, 접지로 보호하여야 한다. 주
용마루보다 낮은 지붕창과 돌출부분은 보호범위 밖으로 돌출된 부분만을 보호한다.
2.11.3 중간 용마루가 있는 지붕

2.11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동일한 간격으로 중간 용마루가 설치된 건물의 최외각 용마루에는 피뢰
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 용마루의 피뢰침은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의 피뢰침 간격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최외각 용마루보다 높은 중간 용마루는 주 용마루로 취급하여야 하고 2.11
에 적합하게 보호하여야 한다(그림 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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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평지붕 위의 피뢰침

그림 2.12 약간 경사진 지붕 위의 피뢰침
2.11.4 파라페트가 불규칙한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

외벽의 설계상 지붕 둘레가 불규칙한 구조물은 개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외각
돌출부분은 2.11에 따라 피뢰침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의의” 지붕 모서리를 사용한다. 그러
나, 모든 경우에 피뢰침은 2.11 ～ 2.11.7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2.14 참조).
수직 지붕부분에 설치된 피뢰침은 용마루 위의 도체로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용마루 위의
도체는 피뢰침으로부터 케이블을 최대한 짧고, 4.9 m 이하인 수직 지붕부분과 가깝게 배선하여야 한
다. 케이블과 인하도선은 T형 스플라이스로 접속시켜야 한다(그림 2.15 참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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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중간 용마루 위에 있는 피뢰침

그림 2.14 파라페트가 불규칙한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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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의 각 변이 15 m 를 초과하고 둘레가 90 m를 초과하는 경량 또는 기계적인 수직개구부와
같은 대형 평지붕은 낙뢰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그림 2.15 파라페트가 불규칙한 지붕

그림 2.16 연돌 위에 있는 피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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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형 또는 원형 지붕은 2.11에 기술된 것과 같이 뇌격거리 45 m 를 기초로 구조물 내의 어느 부분
도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지 않도록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7 연돌과 배기구

연돌이나 배기구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두께가 4.8 mm 미만인 금속제 연돌을 포함
하여 모든 연돌과 배기구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의 두께가 4.8 mm 이상인 금속제 연
돌은 피뢰설비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속에는 주 피뢰도선 및 접촉면적 20 ㎠ 이하인 본딩장
치를 이용하여야 하고 피뢰침과 동일한 대지까지의 2개의 도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뢰침은 피뢰
침에서 바깥쪽 모서리까지의 거리 또는 바깥쪽 가장자리까지의 수직거리가 0.6 m 이하인 위치에서
연돌과 배기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2.16 참조). 연돌이나 배기구에 하나의 피뢰침만이 필요한 경
우 적어도 하나의 주 피뢰도선은 연돌이나 배기구가 지붕면과 만나고 2.12와 2.12.2에 적합한 대지로
의 이중 통로를 확보하는 위치에서 피뢰침에 접속하여야 한다.
2.12 피뢰도선

피뢰도선은 모든 피뢰침과 접속하여야 하며, 2.12.1과 2.12.2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피뢰침
으로부터 접지단자의 접속부까지 수평, 하향, 상향으로 미터당 25 ㎝ 이하의 간격으로 이중 통로를
형성하여야 한다.
2.12.1 단일방향 통로

높은 지붕과 도체로 상호 접속된 낮은 지붕의 피뢰침은 낮은 지붕의 도체길이가 12 m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지로 하나의 수평 또는 하향 통로가 필요하다.
2.12.2 말단 피뢰선

돌침으로부터 주 피뢰도선까지 도체의 총 길이가 5 m 이하이고 수평방향이나 하향으로 배선하는 경
우 피뢰침은 주 보호높이 아래의 지붕에 있는 주 피뢰도선에서 하나의 통로만으로 구성되는 말단
피뢰선을 설치할 수 있다.(그림 2.17 참조)
2.12.3 금속 대용품

처마 홈통, 하향형 홈통, 사다리, 슈트 또는 다른 금속품은 주 피뢰도선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두께가 4.8 mm 미만인 금속제 루핑(Roofing)이나 사이딩(Siding)도 주 피뢰도선으로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
2.12.4 “U”자형 또는 “V”자형 포켓

도체는 “U”자형 또는 “V”자형(하향, 상향) 포켓없이 수평방향 또는 하향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경사
지붕이나 파라펫에 있는 낮은 연돌, 지붕창 또는 기타 돌출부분에서 자주 형성되는 이러한 포켓은
포켓에서 대지 또는 인접한 인하도선까지 인하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그림 2.18 참조)
2.12.5 도체의 곡률

모든 도체의 곡률각은 90도 이상이어야 하고 곡률반경은 20 ㎝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2.19 참조)
2.12.6 도체 지지물

길이가 0.9 m 이하인 도체는 지지물없이 배선할 수 있다. 0.9 m를 초과하는 도체는 손상이나 변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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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도체는 모든 피뢰침과 상호접속하기 위하여 박공지붕, 합각지붕 및 모임 지붕의 용마루, 평지붕
의 둘레, 파라펫의 상단,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의 지붕면에 배선하여야 한다. 도체는 주 도
체가 위치한 수평면에 있는 장애물(예: 둥근 지붕, 환기창)을 통과하거나 우회하도록 배선하여야 한
다.

그림 2.17 말단 피뢰선

그림 2.18 포켓

교차배선용 도체
폭이 15 m 를 초과하는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 위에 있는 피뢰침은 교차배선용 도체(주 도
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폭 15 m 에서 30 m까지 지붕에는 하나의 교차배선용 도체,
폭 30 m에서 45 m까지 지붕에는 두 개의 교차배선용 도체가 필요하다. 교차배선용 도체는 45 m 이
하 간격으로 주 케이블에 접속하여야 한다.
2.12.8

2.12.9 인하도선

인하도선은 실질적으로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피뢰침의 위치, 도선의 가장 짧은 배선경
로, 대지 조건, 변위를 방지하는 고정위치, 금속체의 위치, 지하 금속관의 위치와 같은 사항을 고려
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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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도체의 곡률
2.12.10 인하도선의 수

뾰족탑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에는 최소한 두 개의 인하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한 변의
길이가 75 m 를 초과하는 구조물에는 30 m 마다 인하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의 구조물에서 인하도선의 총 수는 모든 인하도선 사이의 평균거리가 30 m 를 초과하지
않는 개수이어야 한다. 불규칙한 형태의 지붕이 있는 구조물은 각 피뢰침으로부터 2방향 통로를 확
보하기 위하여 인하도선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의 구조물에서 지
붕 둘레의 총 길이는 방호지역 내에 있는 지붕의 둘레만을 측정하여야 한다.
경사지붕의 둘레를 측정할 때 지붕에서 수평으로 돌출된 부분의 둘레는 지붕 둘레의 총길이에 포함
시켜야 한다. 보호범위 내에 위치한 낮은 지붕 또는 돌출부의 둘레는 지붕 둘레의 총 길이를 측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그림 2.20 참조)
2.12.11 인하도선의 보호

활주로, 차도, 학교 운동장, 목장, 보행자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지역에 위치한 인하도선은 물리적
인 손상이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이 금속관을 관통하는 경우 인하도선
은 금속관의 상단과 하단에서 본딩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지상으로부터 최소 1.8 m 까지 보호하여
야 한다.
2.12.12 부식성 토양으 로 인입되 는 인하도선
부식성 토양으로 인입되는 인하도선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 0.9 m 에서 지표면 아래까지
보호덮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2.12.13 인하도선과 마스트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위를 통과하는 인하도선은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철근이나 철골에 접속하여야
한다. 길이가 긴 수직 구조재는 60 m 이하 간격으로 추가로 접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속은 클램프
또는 본딩용 플레이트를 이용하거나 용접 또는 납땜으로 하여야 한다. 2.22, 2.23, 2.24의 본딩 규정
에 적합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PVC관이나 기타 비금속성 홈(Chase)에는 이러한 상호접
속이 필요하다. 이와 다른 경우 병렬 수직통로를 상호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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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인하도선의 수
2.13 도체 고정장치

도체는 0.9 m 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못, 스크루, 볼트, 기
타 접착제로 부착하는 고정장치는 파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도체와 동일한 재질이거나 동일한
방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부식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는 전해질 쌍을 형성하는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앵커
피뢰설비용 구성부품의 고정에 사용하는 조적조용 앵커는 외경 6.4 mm 이상이어야 한다. 앵커를 끼
우는 구멍은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고, 적합한 공구로 시공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접합부보다 벽돌,
돌, 기타 조적조에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를 설치할 때에는 결빙으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4 조적조용

2.15 접속용 피 팅

접속용 피팅은 피뢰도선의 모든 “말단과 말단”, “T”, “Y” 스플라이스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피팅은
890 N 의 인장시험에 견딜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내부 또는 표면과 금속체를 접속
하기 위한 피팅은 볼트, 납땜, 용접, 고압축 접속기로 금속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도체는 볼트, 용접,
고압축 또는 주름형 접속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2급 자재의 도체는 주름형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
다.
2.16 접지단자

각 인하도선은 피뢰설비용 접지단자에서 단자 처리하여야 한다. 접지단자의 설계, 크기, 깊이, 수는
2.16.1 ～ 2.16.4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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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봉은 직경 13 mm, 길이 2.5 m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봉의 재질은 동외장 강철, 동봉, 아연도금
강철, 스테인레스 스틸이어야 한다. 접지봉에는 페인트 또는 기타 부도성 피복이 없어야 한다. 전기
설비 및 통신설비용 접지전극은 피뢰설비용 접지봉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6.1.1 접지봉의 단자처리
인하도선은 볼트, 납땜, 용접 또는 고압축 접속기로 접지봉에 접속하여야 한다. 클램프는 직접 매설
용이어야 한다.
2.16.1.2 습 도가 높은 진 흙에서 접지
피뢰도선 또는 접지봉은 대지에 수직 3 m 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도체나 접지봉 주위의 흙은 단단
하게 다지고 틈이 없어야 한다.(그림 2.21 참조.)
2.16.1.3 모래 또는 자갈 에서 접지
모래나 자갈에서는 2 개 이상의 접지봉을 간격 3 m 이상으로 지표면 아래 최소 3 m까지 수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그림 2.22 참조)
2.16.1.4 얕 은 표토에서 접지
표면 가까이에 암반이 있는 경우 도체는 건물로부터 떨어져 각 인하도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렌치
(Trench)에 배선하여야 한다. 진흙에서 트렌치는 길이 3.5 m 이상이고 깊이 0.3 m ～ 0.6 m 이어
야 한다. 모래나 자갈흙에서 트렌치는 길이 7.5 m 이상이고 깊이 0.6 m 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비실용적인 경우 깊이 0.3 m ～ 0.6 m 의 트렌치에는 피뢰용 케이블을 배선할 수 있다. 이러한 피
뢰용 케이블을 배선할 수 없는 경우 도체는 기초에서 최소 0.6 m 떨어진 암반 위에 또는 두께 0.8
mm 이상, 표면적 0.2 m2 이상으로 매설된 구리 접지판에 접속하여야 한다.

그림 2.21

습도가 높은 진흙에서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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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모래 또는 자갈에서 접지

깊이 0.3 m 미만의 흙에서 접지
흙의 깊이가 0.3 m 미만인 경우 인하도선은 구조물 주위의 트렌치 또는 암반 틈에 설치된 루프형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루프형 도체는 인하도선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판 전극은 유효접지
의 확보에 접지저항이 높은 경우 대지와의 접촉을 향상시키기 위해 루프형 도체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림 2.23 참조)
2.16.2 콘크리트에 수 납된 전극
콘크리트에 수납된 전극은 신설 구조물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콘크리트 수납전극은 대지와
직접 접촉하는 콘크리트 기초의 밑부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두께 50 ㎝ 이상 콘크리트
로 수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수납된 전극은 다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6 m 이상인 주 피뢰도선 크기의 나동선
(2) 용접, 겹치기 이음 또는 전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서 효과적으로 본딩된 6 m 이상인 하나 이상의
직경 13 ㎜ 이상 철근으로 구성된 전극
2.16.2.1 콘 크리트에 수납된 전극의 단자 처리
인하도선은 볼트, 납땜, 용접 또는 고압축 접속기로 콘크리트에 수납된 전극에 영구적으로 접속하여
야 한다.
2.16.3 접지 링 전극
구조물 주위의 접지링 전극은 75 ㎝ 이상 깊이로 직접 매설하거나 2.16.2에 적합하게 콘크리트에 수
납하여야 한다. 접지링은 인하도선과 크기가 동일하고 6 m 이상의 접속부가 없는 나동선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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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도선은 볼트, 납땜, 용접 또는 고압축 접속기로 접지링 전극에 영구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접
지 클램프는 직접 매설용이어야 한다.

그림 2.23

깊이 0.3 m 미만인 흙에서 접지

결합
접지봉, 콘크리트 수납 전극, 접지링 전극의 접지단자는 결합할 수 있다.
2.16.4

2.17 공통접지

구조물 내부나 표면에 있는 모든 접지체는 공통 대지전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접지체에는 지하 금속관뿐 아니라 피뢰설비, 인입선, 통신설비의 접지전극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
한 배관계통에는 수도관, 구조물에서 7.5 m 이내에 있는 우물용 덮개, 가스관, 지하 배관, 지하 액화
석유가스 배관계통 등을 포함한다. 가스관은 계량기의 사용자 측에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피뢰설
비와 이러한 접지설비의 접속에는 주 피뢰도선과 동일한 크기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1 공통접지용 본딩

전기, 전화 또는 기타 설비를 금속성 수도관에 본딩하는 경우, 수도관이 모든 설비와 전기적으로 연
속적이면 피뢰설비와 수도관은 한번만 본딩한다. 플라스틱 배관을 사용하거나 전기적으로 불연속적
인 경우 부도성 배관부분은 주 피뢰도선과 브리지하거나 전기적인 연속성이 있는 위치에서 본딩하
여야 한다.
2.18 은폐된 설비
2.18.1 개요

도체가 루핑 아래, 지붕기초 아래, 외벽 뒤, 샛기둥 사이, 배관홈 내부를 관통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조적조 건물에 직접 매설된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된 설비에 관한 기준은 은폐된 설비에도 적용한다.
금속관 공사로 배선한 도체는 전선관의 인입점과 인출점에서 전선관에 본딩하여야 한다.
2.18.2 조적조 연돌

연돌의 피뢰침과 피뢰설비용 도체는 조적조 연돌의 내부에 은폐하거나 조적조 연돌의 외부에 부착
할 수 있고, 구조물을 통과하는 주 피뢰도선은 은폐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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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은폐된 피뢰설비의 도체나 기타 부품은 철근에 접속하여야 한다. 은폐된
인하도선은 2.12.13에 적합하게 수직 철근에 접속하여야 한다. 용마루 위의 도체나 기타 은폐된 수평
도체는 30 m 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철근에 접속하여야 한다.
2.18.3

2.18.4 접지단자

은폐된 설비용 접지단자는 2.16에 적합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슬라브기초 밑이나 높이가 낮은 내부
공간에 위치한 접지단자는 구조물의 경계선에서 가능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단자로
사용하는 접지봉이나 접지케이블은 3 m 이상 대지와 접촉하여야 하고, 2.16.2와 2.16.3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아래 3 m 이상 위치에 매설하여야 한다.
2.19

철골계통

2.19.1 개요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구조물의 철골은 피뢰설비의 주 피뢰도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2.19.2 피뢰침

철골 지붕이나 파라페트를 관통하는 개별 전선을 이용하거나, 모든 피뢰침을 상호접속하고 철골에
접속한 외부 도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접속으로 피뢰침은 철골에 접속하여야 한다. 철골에 접속하는
외부 도체는 30 m 이하 간격으로 구조물의 철골에 접속하여야 한다.
2.19.3 철골 과의 접속
도체는 접촉면적이 50 ㎠ 이상인 본딩판, 용접 또는 납땜으로 철골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사형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구멍뚫기 또는 탭 만들기는 허용하여야 한다. 나사형으로 접속할 때에는 5개의 나
사산과 너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사형 접속부분은 직경 13 mm 이상이어야 한다. 본딩판
에는 볼트압축형 케이블 접속장치가 있어야 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볼트, 용접,
납땜으로 철골에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방청 페인트 또는 방청 코팅을 제거할 때 철골에는 전
도성 부식방지용 코팅을 하여야 한다.
2.19.4 접지단자

접지단자는 평균 18 m 이하 간격으로 구조물 주위에 있는 모든 철골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접속은
2.19.3에 적합하게 철골 기초와 가까운 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2.19.5 본딩접속

철골 구조물 내에 위치한 금속체가 건축시 구조물에 본딩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인 본딩은 필요하지
않다.
2.20 금속성 안테나와 지지장치

보호대상 구조물에 있는 금속성 안테나 또는 지지장치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주 피뢰전
선과 피팅으로 피뢰설비에 접속하여야 한다.
억제
서지보호장치는 전력과 통신 인입구, 라디오와 텔레비젼 안테나의 인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2.21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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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외부나 내부에 위치한 금속체는 접지되어 있거나 뇌전류의 대지와의 통로를 확보하기 때
문에 낙뢰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금속체는 2.22, 2.23, 2.24에 적합하게 피뢰설비에 본딩하
여야 한다.
2.22.1 개요

금속체와 피뢰설비의 본딩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와 다른 금속체 사이에 간접섬광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본딩이 필요하다.
(2) 부도성 금속창틀과 같이 비접지 금속체의 간접섬광은 단락에 의한 효과로 제한되기 때문에 피뢰
설비에 반드시 본딩할 필요가 없다.
(3) 본딩거리는 인하도선의 수와 위치, 다른 접지계통과의 상호접속, 접지된 금속체와 인하도선의 근
접거리, 플래시오버 매체(즉, 공기 또는 고체) 등에 의존한다.
(4) 철골 구조물에 있는 금속체는 건축시 본딩할 수 있고 추가 본딩은 필요하지 않다.
2.22.2 자재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접지단자, 기타 접지체의 상호접속용 루프형 수평도체는 주 피뢰도선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표 2.1과 2.2 참조)
접지된 금속체 또는 절연된 금속체의 본딩용으로 피뢰설비에 접속하는 도체는 표 2.1과 2.2의 본딩
선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한다.
2.23

등전위

등전위
구조물의 내부와 표면에 있는 모든 접지체는 2.17에 적합하게 구조물 기초의 3.5 m 이내에서 피뢰설
비에 접속하여야 한다.
높이 18 m 를 초과하는 구조물에서 피뢰설비의 접지단자와 다른 접지체는 루프형 접지선에 상호 접
속하여야 한다.
2.23.1 대지의

[참고] 높이 18 m 이하 구조물에서 모든 접지단자와 다른 접지체는 상호접속용으로 루프선을 확보한다. 건물
의 높이와 관계없이 루프형 접지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대지를 등전위화하기 위해서는 루프형 접지선
으로 접지링 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2.16.3에 적합한 접지링 전극은 루프형 접지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전위
높이 18 m 를 초과하는 구조물의 내부 또는 표면에 있는 모든 접지체는 지붕 높이로부터 3.5 m 이
내에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2.23.2 지붕의

[참고] 평지붕 또는 약간 경사진 지붕에서 2.12.7에 적합한 용마루 위의 도체는 지붕의 등전위화에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지붕은 처마 높이에 위치한 루프에 상호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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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위
지붕과 다음 구조물 기초 사이의 중간 높이에 있는 다른 접지체와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은 상호 접
속한다.
(1) 철골 구조물.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철골 구조물은 중간 루프선이 필요하지 않다.
(2) 2.18.3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피뢰설비의 인하도선과 기타 접지체는 60 m 를 초과하지
않는 중간 높이에서 루프선과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3) 기타 구조물. 피뢰설비의 인하도선과 기타 접지체는 60 m 를 초과하지 않는 중간 높이에서 루프
선과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2.23.3 중간 높이에서의

2.24 금속체의 본딩
2.24.1 수직 금속체

(1) 철골 구조물. 수직 길이 18 m 를 초과하는 접지 금속체와 비접지 금속체는 건축시 본딩하지 않
은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철골 구조의 말단에 본딩하여야 한다.
(2) 2.18.3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 길이 18 m 를 초과하는 접지 금속체와 비접지 금속
체는 건축시 본딩하지 않은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피뢰설비의 말단에 본딩하여야 한다.
(3) 기타 구조물. 접지 또는 비접지 수직금속체는 각각 2.24.2와 2.24.3에 적합하게 본딩하여야 한다.
2.24.2 접지 금속체

본 조항은 2.24.1이 적용되지 않는 접지 금속체의 본딩에 적용한다. 접지 금속체가 피뢰설비의 한쪽
끝에만 접속되어 있는 경우 추가 본딩은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직 방향으로 3.5
m 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피뢰설비의 한쪽 끝에 접속된 접지 금속체의 가지관은 다음 공식에
적합하게 피뢰설비에 본딩하여야 한다.
[참고] 건축시 또는 전도성 물질의 물리적인 접촉으로 본딩된 경우 추가 본딩은 필요하지 않다.

(1) 높이 12 m 를 초과하는 구조물. 접지 금속체는 다음 공식으로 산출된 거리 “D” 이내에 위치한
경우 피뢰설비에 본딩하여야 한다.
D =

h
6n

․K

m

h : 본딩 예상지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뢰설비의 본딩지점까지의 수직 거리
Km : 1.0 (플래시오버가 공기를 통과하는 경우)
0.50 (플래쉬오버가 콘크리트, 벽돌, 나무 등과 같은 밀도가 높은 물질을 통과하는 경우)
n : 7.5 m 이상 이격되고 본딩 지점에서 30 m 이내에 위치한 인하도선의 수와 관련있는
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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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구조물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부터 18 m 이내에서 본딩이 필요한 경우
n = 1 : 이 구역에 하나의 인하도선이 있는 경우
n = 1.5 : 이 구역에 2개의 인하도선이 있는 경우
n = 2.25 : 이 구역에 3개 이상의 인하도선이 있는 경우
(나) 구조물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부터 18 m 지점보다 아래에서 본딩이 필요한 경우
n =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의 수
(2) 높이 12 m 이하 구조물. 접지 금속체는 다음 공식으로 산출된 거리 “D” 이내에 위치한 경우 피
뢰설비에 본딩하여야 한다.
D =

h
6n

․K

m

h : 건물의 높이 또는 접지 금속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본딩 지점으로부터 피뢰설비
와 본딩 예상지점을 고려하는 경우 인하도선까지의 수직거리
Km : 1.0 (플래시오버가 공기를 통과하는 경우)
0.50 (플래쉬오버가 콘크리트, 벽돌, 나무 등과 같은 고밀도의 물질을 통과하는 경우)
n : 7.5 m 이상 이격되고 본딩 지점에서 30 m 이내에 위치한 인하도선의 수와 관련있는
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n = 1 : 이 구역에 하나의 인하도선만 있는 경우
n = 1.5 : 이 구역에 두개의 인하도선만 있는 경우
n = 2.25 : 이 구역에 3개 이상의 인하도선이 있는 경우
절연(비접지) 금속체
피뢰도선과 접지 금속체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부도성 금속창틀과 같은 절연 금속체는 피뢰도선
과 절연 금속체 사이, 절연 금속체와 접지 금속체 사이의 총 이격거리가 본딩거리 이하일 때에만 본
딩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2.24 참조)
2.24.3

피뢰도선과 절연 금속체 사이의 최단거리, 절연 금속체와 접지 금속체 사이의 최단 거리의 합계가
2.24.2에서 산출된 본딩거리 이하인 경우 본딩이 필요하다. 피뢰설비와 접지 금속체는 서로 본딩하여
야 하고 본딩은 절연 금속체를 관통하거나 접속할 필요가 없다.
[참고] 금속체의 본딩뿐 아니라 뇌격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과전압과 스파크로부터 전력, 통신, 데이타선을 보
호하기 위해 서지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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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부도성 매체에서 창틀과

같은 절연(비접지된) 금속체의 영향

제3장 기타 구조물과 특수시설
3.1 개요

본 기준을 적용하는 기타 구조물과 특수 시설은 낙뢰위험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장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첨탑, 깃대
이러한 뾰족한 구조물에는 하나의 피뢰침, 인하도선, 접지단자가 필요하다.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있
는 금속 구조물에는 피뢰침이나 인하도선은 필요하지 않고 접지단자는 필요하다.
3.2 마스트(Mast),

석탄, 코크스를 취급 및 가공하는 구조물
목조 창고는 곡물을 적하할 때 구조물을 고정시키거나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한다.
3.3 곡물,

3.4 금속탑과 금속탱크

손상없이 뇌격을 받는 금속구조의 탑과 탱크는 제5장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장에 규정된
접지단자에만 본딩한다.
3.5 공기막(Air-Inflated) 구조물

공기막 구조물은 제6장에 적합한 마스트형이나 가공접지선형 피뢰설비, 제2장에 적합한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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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탱크와 사일로(Silos)
인화성 증기, 인화성 가스, 인화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액체가 저장된 콘크리트(프리스트레스 콘
크리트 포함) 탱크와 분진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물질이 저장된 콘크리트 사일로를 보호하기 위한 피
뢰설비에는 외부 전선나 콘크리트에 수납된 도체를 제2장이나 제5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

제4장 대형 연돌
4.1 개요

연도의 단면적이 0.3 m2 이상이고 높이가 21 m를 초과하는 배연용 또는 환기용 연돌은 대형 연돌로
분류한다.(그림 4.1 참조)
4.2 자재

자재는 표 2.2 및 본 장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2급이어야 한다.
4.2.1 부식 방지

연돌의 상부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7.5 m 이내에 사용하는 구리와 청동은 연도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1.6 mm 이상의 납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재에는 도체, 피뢰침, 접속
기, 스플라이서, 케이블 홀더 등을 포함한다. 지붕으로부터 7.5 m 이내 있는 연돌은 지붕 높이보다
위에 있는 자재만을 납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4.3 피뢰침

피뢰침의 재질은 구리, 스테인레스 스틸, 모넬 합금(Monel Metal) 또는 이와 동등한 내식성 물질이
어야 한다. 피뢰침은 2.4 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원통형 연돌의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사
각형이나 직사각형 연돌에서 피뢰침은 모서리로부터 0.6 m 이하에 위치하여야 하고 각 변에서 2.4
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3.1 피뢰침의 높이

연돌 위 피뢰침의 높이는 45 ㎝ 이상 75 ㎝ 이하이어야 한다. 피뢰침은 부식방지부분을 제외하고 최
소 직경 15 mm 이어야 한다. 최상부에 설치하는 피뢰침은 연돌의 최상부 위로 45 ㎝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3.2 피뢰침의 설치

피뢰침은 연돌에 고정하여야 하고 연돌의 주변이 폐루프가 되도록 도체로 하단 끝에서 서로 접속하
여야 한다. 측면에 설치된 피뢰침은 2이상의 지점에서 연돌에 고정하여야 한다. 앵커형 접속기는 하
나의 지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4.3.3 강철 후드
라이닝과 기둥의 피복용으로 전기적인 연속성이 있는 강철 후드와 두께 4.8 mm 이상인 금속 연돌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강철 후드는 상부의 루프형 도체로 작용하고, 볼트 또는 용
접된 50 ㎠ 이상의 접속판으로 각 인하도선에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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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형 연돌
4.4 도체

전선은 납 피복이 없는 0.6 ㎏/m 이상의 동선이어야 한다. 도체는 전도도가 98 % 이상이고 크기가
1.6 ㎟ 이상이어야 한다.
4.4.1 인하도선

인하도선의 수는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인하도선은 연돌의 반대쪽에 각각 위치하여야 하고 상부의
루프형 도체를 접지 단자에 접속시켜야 한다. 2개의 인하도선이 단독으로 급수관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 인하도선은 지표면 아래 3.5 m 이내에서 루프형 도체와 상호 접속하다 한다. 인하도선은 60 m
를 초과하지 않는 동일한 간격으로 루프형 도체와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지표면 위 2.4
m 이상까지 물리적 손상이나 변위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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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치의 재질은 구리, 청동,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도체의 내식성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고정
장치는 조적조 앵커나 덮개형(Lay-in) 부착장치로 연돌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고정장치의 나
사부분은 피뢰침의 경우 직경 13 mm 이상이어야 하고 전선의 경우 직경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 도체는 1.2 m, 수평 도체는 0.6 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6 접속

전선의 접속부는 가능한 적어야 하고 890 N 의 인장시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접속부의 인
장강도는 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전선의 접속 및 접합에는 볼트, 납땜, 용접 또는 고압
축 접속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모든 접속기와 스플라이서(Splicer)는 도체의 수평축에서 38 mm 이상
을 도체와 접촉하여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 연돌
모든 철근은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60 m 를 초과하지 않는 동일한 간격으로 연돌의 상
부와 기초의 3.5 m 이내에서 각 인하도선에 본딩하여야 한다. 철근의 묶음 또는 절단은 전기적인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철근과 인하도선의 모든 접속에는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용접하여야 한다.
4.7

4.8 금속체의 본딩

대형 연돌에서 금속체는 2.22, 2.23, 2.24의 규정과 본 규정에 적합하게 본딩하여야 한다.
4.8.1 등전위
(1) 연돌의 지면. 모든 내부, 외부의 접지체는 연돌 기초의 3.5 m 이내에서 루프형 도체로 상호 접
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체에는 피뢰설비용 인하도선, 배관, 엘리베이터, 사다리, Y형 철근, 강화 철
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돌의 상부. 모든 내부, 외부의 접지체는 연돌 상부의 3.5 m 이내에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3) 연돌의 중간 높이. 모든 내부, 외부의 수직 접지체는 60 m 를 초과하지 않는 동일한 간격으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4.8.2 절연(비접지) 금속체의 돌출부
(1) 연돌의 기초에서 50 m 이상 위에 있고 연돌의 외부에 있는 절연 금속체의 돌출부는 직접 뇌격
을 받기 쉽기 때문에 피뢰설비에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절연 금속체의 돌출부에는 기둥벽으로부터
45 ㎝ 이상 돌출된 플랫포옴, 호이스트, 기타 금속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굴뚝의 외부에서 보호범위 내에 또는 철근콘크리트 연돌의 내부에 있는 절연 금속
체는 피뢰설비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4.9 접지

토양 조건에 적합한 접지단자는 각 인하도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저항은 5 Ω 이하이어야 한다.
접지봉이 동외장이거나 직경 16 mm 이상인 스테인레스 스틸인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단자는 2.16에
적합하여야 하며 길이가 3 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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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돌의 기초에서 15 m 이내에 위치하고 주 피뢰도선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전선으로 제작된
접지그리드는 접지단자로 사용할 수 있고, 연돌이 모든 방향에서 그리드의 15 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4.4.1에 기술된 지표면 아래의 루프형 도체로도 사용할 수 있다.
4.9.1

4.10 금속연돌

금속 두께가 4.8 mm 이상인 대형 금속연돌에는 피뢰침 또는 인하도선이 필요하지 않다. 금속연돌은
연돌의 반대쪽에 위치한 2 이상의 접지단자에 접지하여야 한다. 금속연돌의 접지저항이 5 Ω 이상인
경우 연돌의 기초부분은 접지저항이 5 Ω 이하인 지하 금속수관, 접지봉 또는 배관계통에 접지하여
야 한다. 연돌이 건물의 부속물이거나 2.22, 2.23, 2.24에 적합하게 결정된 측면방전거리 이내에 위치
한 경우 금속연돌은 건물의 피뢰설비에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연돌이 보호대상 건물 주위에 위치한
경우 연돌 도체는 보호대상 건물의 지붕과 동일한 높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 피뢰도선과
2개의 접속부가 있어야 한다.
4.10.1 금속 지선과 케이블

콘크리트, 건물 또는 기타 부도성 지지물에 고정된 금속 연돌을 지지하는 금속 지선과 케이블은 이
들의 하단 끝부분에서 접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액체가 수용된 구조물

감소
5.1.1 본 장은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액체가 수용된 구조물의 보호에 적용한다.
본 장을 적용하는 구조물에는 이러한 액체가 수용된 탱크, 기타 용기를 포함한다.
5.1.2 인화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액체가 수용되거나 인화성 가스가 저장된 모든 종류의 구조물
은 뇌격으로부터의 손상을 자체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추가 보호는 필요하지 않다. 전기적인 연속
성이 있고 액체, 증기,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도록 밀폐하고 5.3.2에 적합한 두께를 가진 금속 구조물
은 본질적으로 보호된다. 다른 구조물은 피뢰침, 마스트, 가공 접지선, 기타 보호장치로 보호할 수
있다.
5.1.3 본 기준의 제2장에서 제4장은 낙뢰로부터 건물과 각종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본 장
을 적용하는 구조물에는 저장된 수용물의 특성 때문에 예방조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물
에서는 다른 경우에 거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 스파크가 인화성 수용물을 발화할 수 있고 화재 또는
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
5.1 손상

5.2 보호의 기본 원칙

인화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액체가 수용되거나 인화성 가스가 저장된 구조물과 그 수용물은 낙
뢰로부터 다음 원칙에 적합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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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화성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액체는 기밀성 구조물에 저장하여야 한다.
(2) 인화성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누출할 수 있는 통기관은 밀폐하거나 화염의 침입을 방지하여
야 한다.
(3) 구조물과 모든 부속품(즉, 계기 뚜껑, 환기 밸브 등)은 정상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인화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액체가 수용되거나 인화성 가스가 저장된 구조물의 외부에는 인
화성 공기-증기 혼합기체가 축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5) 인화성 증기가 누출되거나 축적될 수 있는 위치에는 금속도체 사이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
는 스파크 간극을 피하여야 한다.
5.3 보호장치
5.3.1 자재와 설치

도체, 피뢰침, 접지접속부는 제2장의 규정과 본 장에 기술된 것과 같이 선정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 접지선은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공 접지선은 주 피뢰도선의 단면적과 동일한 크기이어야
하고 모든 상황에서 최소 이도를 자체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가공 접지선은 알루미늄, 구리, 구리
나 알루미늄으로 피복한 강철, 납도금 또는 아연 도금한 강철,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자재이어야
한다.
5.3.2 강판
두께가 4.8 mm 미만인 강판은 심한 뇌격으로 구멍이 날 수 있고 직접 뇌격에 대한 보호장치로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
5.3.3 마스트, 봉 , 가공 접지선
5.3.3.1 피뢰용 마스트의 보호범위는 뇌격거리(최초의 뇌격이 대지 또는 접지체에서 마지막으로 절
연파괴하는 거리)를 기초로 결정한다. 대지로의 최후 절연파괴가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뇌격거리
이내에 있는 모든 접지체는 뇌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범위는 위쪽으로 오목한 원호로 정의
한다.(그림 5.1 참조) 원호의 반경은 뇌격거리이며 이 원호는 마스트의 끝부분을 통과하고 대지와 접
한다. 2개 이상의 마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 원호는 인접 마스트의 최선단을 통과한다.(그림 5.2와
그림 5.3 참조)
뇌격거리는 최대 뇌격전류과 뇌격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뇌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뇌격거리도
증가한다. 뇌격거리는 대부분 30 m 를 초과한다. 따라서, 뇌격거리 30 m 를 기초로 한 보호범위는
낙뢰로 인한 위험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모든 마스트 또는 기타 전도성 접지체로 방호하는 보호범위는 그림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뇌격
거리 위의 마스트 높이의 증가는 보호범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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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단일 마스트의 보호범위

가공 접지선의 보호범위는 뇌격거리 30 m 를 기준으로 하고 위쪽으로 오목한 원호의 반경
30 m 로 정의한다.(그림 5.2 참조) 지지용 마스트는 5.3.3.3에 적합하게 보호구조물에서 이격하여야
한다.
5.3.3.3 측면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트나 가공접지선과 보호구조물 사이의 최소 거리는 본딩거
리 또는 측면방전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마스트로부터 간접섬광거리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5.3.3.2

D = h
6

h : 구조물(또는 해당 물체)의 높이
D : 간접섬광거리
현수선으로부터 간접섬광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D =

l
6n

l : 접지 지점과 해당 지점 사이 피뢰용 케이블의 길이
n = 1 : 수평길이 60 m 를 초과하는 하나의 가공접지선이 있는 경우
n = 1.5 : 2개의 인하도선이 6 m 초과 30 m 미만으로 이격되도록 보호대상 구조물 위에서
상호 접속된 하나의 가공접지선이나 2개 이상의 인하도선이 있는 경우
n = 2.25 : 수평길이 30 m 이내에서 7.5 m 이상으로 이격되도록 보호대상 구조물 위에서 상
호 접속된 3개 이상의 인하도선이 있는 경우
마스트나 가공 접지선은 접지하여야 하고 보호구조물의 접지설비와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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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가공 접지선

[참고] 뇌격거리 30 m 에 대한 수평거리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d : 수평거리, m

d = h 1 (60 - h 1 ) -

h1 : 높은 마스트의 높이, m

h 2 (60 - h 2 )

h2 : 낮은 마스트의 높이, m

그림 5.3 보호범위 - 30 m 뇌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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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되어 있거나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목재 마스트는 기둥의 상단에서 0.6 m 이상 연장하
고, 전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그림 5.4 참조), 접지계통에 접속된 피뢰침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전주의 상단 또는 이를 통과하여 연장한 가공 접지선이나 인하도선은 피뢰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공 접지선 계통의 경우 전주의 지선은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그림 5.4 참조). 금
속 마스트에는 피뢰침과 인하도선이 필요하지 않다.
5.3.3.4

그림 5.4 가공 접지선의 보호를 위한 다 른 접지 방법
5.4 특수 구조물의 보호
5.4.1 대기압 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인화성 가스 또는 액체가 수용된 지상

탱크

탱크(Fixed Roof Tank)
리벳 또는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한 강철 지붕이 있고, 지지구조재가 있거나 없고, 대기압에서 인화
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의 저장용 금속 탱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낙뢰를 보호(본질적으로
자체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1) 금속판의 모든 접속부는 리벳 또는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하여야 한다.
(2) 탱크로 유입하는 모든 배관은 유입 지점에서 탱크와 금속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3) 모든 증기나 가스의 통기관는 저장 물질이 인화성 공기- 증기 혼합기체를 생성할 경우 닫히게
하거나 화염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의 두께는 4.8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지붕은 탱크 본체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으로 조여야 한다.
5.4.1.2 유동식 지붕형 탱 크(Floating Roof Tank)
(1) 개요. 지붕의 높이가 매우 높고 내용물이 휘발성인 경우 낙뢰가 플루팅루프 탱크의 가장자리
(Rim)에 도달할 때 화재가 발생한다. 플루팅루프 탱크의 가장자리에 직접 도달하는 낙뢰가 탱크 본
체 내에 있는 인화성 증기를 점화시킬 때 이와 유사한 가장자리의 밀폐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러한 화재는 지붕이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밀폐부분의 화재는 밀폐부분
의 작은 누출 지점에서 발생한다. 직접 뇌격에 의한 점화의 방지대책은 밀폐부분을 틈새없이 밀폐하
는 것이다.
5.4.1.1 고정식 지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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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로 인한 방전의 결과로 플루팅루프 탱크의 밀폐공간에서도 화재가 발생한다. 이러한 화재는 가
요성 박막 아래에 증기 공간이 있는 플루팅루프 탱크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2
차적인 밀폐부분이 있는 탱크에는 이와 유사한 증기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구름에 있는 전하가 대
지나 다른 구름으로 방전할 때 방출하는 직접적인 뇌격 또는 플루팅루프에서 유도된(결합된) 전하의
급격한 방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2) 보호. 플루팅루프가 증기 공간 내에 있는 행거를 이용하는 경우 플로팅 루프는 탱크 주위에 3
m 이하 간격으로 밀폐부분의 접촉판(Shoes)에 가장 직접적인 전기경로를 통하여 본딩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로는 0.4 mm × 51 mm의 가요형 스테인레스 스틸끈 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용량과
내식성 재료로 구성하여야 한다. 금속 접촉판은 탱크 본체와 접촉하여야 하고 접촉판을 관통하는 개
구부(부식으로 발생한 구멍과 같은)가 없어야 한다. 증기 공간이 없는 탱크는 밀폐 부분에 분로가
필요없다. 금속성 차폐물은 밀폐부분을 덮는 경우 탱크 본체와 접촉하여야 한다.
플루팅루프에 1차와 2차 밀폐부분이 있는 경우 두 개의 밀폐부분 사이의 공간에는 연소범위의 증기
-공기 혼합기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밀폐설비에는 전도성 자재를 사용하고 스파크 간극이 이
러한 공간의 내부에 존재하거나 지붕의 작동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분로를 설치하여 2차
밀폐부분 위에서 탱크 본체와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 분로는 3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플루팅루프의 모든 위치에서 플루팅루프와 탱크 본체 사이를 금속적으로 접촉하여야 한다.
5.4.1.3 비금속성 지붕구조의 금속탱크
기밀성이 있고, 얇은 금속으로 차폐되고, 모든 가스 통기관에 화염 보호장치가 있고, 목재 또는 기타
비금속성 지붕이 있는 금속 탱크는 자체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러한 탱크에는 피뢰침을 설치하
여야 한다. 이러한 피뢰침은 서로 본딩하여야 하고, 금속 차폐부분과 탱크 본체에 본딩하여야 한다.
절연된 금속부분은 2.22에 규정된 것과 같이 본딩하여야 한다. 피뢰침뿐 아니라 전도성 마스트, 가공
접지선, 마스트와 가공 접지선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5.4.1.4 탱크 접지
직접적인 뇌격 전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대지에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전위와 전위의 상승작
용을 피하기 위하여 금속 탱크는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접지하여야 한다.
(1) 탱크는 절연된 접속부없이 접지된 금속배관계통에 접속한다.
(2) 수직 원통형 탱크는 직경 6 m 이상으로 대지나 콘크리트 위에 또는 직경 15 m 이상으로 아스
팔트 포장도로 위에 설치한다.
(3) 탱크 둘레에 최대 30 m 간격으로 2.16에 기술된 것과 같이 2 개 이상의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탱
크는 대지에 본딩한다. 이것은 탱크 바닥에 절연막이 있는 탱크에도 적용한다.
5.4.2 대기압에서 인화성 액체를 저장한 흙으로 만든 용기
가연성 지붕이 있고 인화성 액체를 저장한 흙으로 만든 용기는 피뢰침, 별도의 마스트, 가공 접지선
또는 이러한 장치의 조합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4.3 지상에 있는 비금속성 탱크는 5.3.3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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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박
6.1 개요

본 장은 낙뢰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본 장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1] 본 장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피뢰설비는 육상에 있는 선박을 보호하지 않는다.
[참고 2] 심한 뇌우가 접근하는 경우 소형 선박에 있는 선원은 신속하게 선박 내의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참고 3] 수상 또는 육상에서 선박의 일부가 전선 또는 기타 전원과 접촉한 경우 피뢰설비로 보호할 수 없다.
6.2 자재
6.2.1

피뢰설비용 자재는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전해쌍을 구성하는 합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성질이 다른 금속의 접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알루미늄과 구리합금 사이에 스테인레스 스틸
접속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판 또는 특수 접속기를 사용하여 부식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6.2.2

예외 : 알루미늄 마스트와 같이 선박 구조물의 일부로써 전도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뢰도선에
는 전도도가 98 % 인 동선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2.3 동선

동선의 직경은 주 인하도선의 경우 22 ㎟ 이상, 2개의 병렬 통로의 경우 14 ㎟ 이상, 3개 이상의 통
로(요트의 돛대 줄과 지삭 접속부와의 통로와 같은)의 경우 8 ㎟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동스트립
(6.5.1의 접지판과 접지스트립은 제외)의 두께는 0.5 ㎟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규정 전선 이상의 전도도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선박용 동선의 최소 크기는 표 6.1을 참조한다.
6.2.4 접속부

접속부는 기계적인 강도가 있어야 하고 길이가 0.6 m 인 전선의 전기저항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3 안테나, 마스트 및 가공 접지선
6.3.1 개요

선박의 보호범위는 뇌격거리 30 m 를 기초로 한다. 마스트 또는 기타 높은 전도체의 보호범위는 그
림 6.1에 있는 것과 같이 수학적으로 쉽게 산출할 수 있다. 그림 6.2는 다수의 마스트가 있는 선박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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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소선수
전선의 크기(㎟) 특수형
일반형
0.8
16
1.2
19
26
2.0
19
41
3.2
19
65
5.5
19
105
8.0
19
168
14
37
266
22
49
420
30
127
665
38
127
836
50
127 1064
60
127 1323
80
259 1666
100
418 2107
6.3.2 피뢰침

2.9에 적합한 피뢰침(전도성 마스트 등 포함)의 경우, 보호범위는 선박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높이
이어야 한다. 피뢰침은 악천후뿐 아니라 선체의 회전과 전후 이동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가 있
어야 한다. 피뢰침은 보호각을 경사지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직이어야 한다.
6.3.3 금속성 마스트

피뢰침으로 사용되는 금속성 마스트의 전도도는 22 ㎟ 의 동선과 동일하여야 한다. 금속성 마스트는
6.4와 6.5에 적합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6.3.4 비금속성 마스트

피뢰침의 보호범위 이외에 있는 비금속성 마스트는 2.9에 기술된 것과 같이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
다. 이 피뢰침은 마스트 상부에서 최소한 15 ㎝ 를 연장하여야 한다. 피뢰침은 동선 또는 동스트립
으로 비금속성 마스트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의 전도도는 22 ㎟ 의 동선과 동일하여
야 한다. 6.5의 규정에 적합한 접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무선 안테나
22 ㎟ 의 동선과 동등한 전선으로 금속 안테나를 접지하는 경우 수직형 금속 무선안테나는 비금속
소형 선박의 피뢰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선은 피뢰용 접지판, 선박 하부의 피뢰용 접지스트립 또
는 등전위 버스와 수직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안테나의 높이는 선박, 선원 및 승객에게 필요한 보호
범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6.3.5

로딩 코일은 뇌전류의 흐름에 대한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일에 서지억제장치(피뢰
기)를 설치하여 뇌전류를 바이패스하거나 코일 상부를 접지하고, 코일을 단락시켜야 한다. 나선형으
로 권선한 비금속성 무선 안테나는 피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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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피뢰침
피뢰침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소형 선박에는 피뢰침을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임시 피뢰침
은 선박의 전체와 선원 및 승객을 포용할 수 있는 보호범위를 확보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
시 피뢰침은 22 ㎟ 의 동선과 동일한 전도도를 가져야 한다. 피뢰침 베이스는 선박의 승객 및 선원
이 피뢰침 또는 피뢰침 베이스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6.3.6

[예외] 스테인레스 스틸의 휩 안테나 또는 이와 동등한 안테나는 융점이 높기 때문에 임시 피뢰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테나는 22 ㎟ 의 동선보다 저항이 높다.

[참고] 뇌격거리 30 m 에 대한 수평거리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d = h 1 (60 - h 1 ) -

h 2 (60 - h 2 )

d : 수평거리, m
h1 : 높은 마스트의 높이, m
h2 : 낮은 마스트의 높이, m

그림 6.1 보호범위- 30 m 뇌격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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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피뢰용 접지선

피뢰용 접지선은 6.5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대지에 직접 배선(굴곡부분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한, 피뢰용 접지선은 측면방전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배선계통에 고전압이 유입되지 않도록 가능한
멀리 이격하여야 한다. 선박의 배선계통은 가능한 피뢰용 접지선과 수직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6.4.2 상호접속용 전선

측면방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8 ㎟ 동선과 동등한 상호접속용 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방전이 쉽게 발생하는 대형 금속체는 6.6에 적합하게 피뢰용 접지판, 피뢰용 접지스트립
또는 등전위 버스에 접속시켜야 한다.

그림 6.2 뇌격거리 30 m를 기초로 수면 위 15 m 를
초과하는 마스트가 있는 돛단배

탱크
금속탱크는 피뢰용 접지판, 피뢰용 접지스트립 또는 등전위 버스에 직접 접속시켜야 한다.
6.4.3 금속

돛대 밧줄 및 지삭
돛대 밧줄 및 지삭은 마스트의 피뢰침으로부터 피뢰용 접지판 또는 접지스트립까지 접지 통로의 일
부로 사용할 수 있다. 마스트를 포함하여 돛대 밧줄 및 지삭의 전도도와 인덕턴스는 22 ㎟ 동선의
것 이상이어야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돛대 밧줄 및 지삭을 피뢰설비에 사용하는 경우 모든 돛대 밧
줄과 지삭은 8 ㎟ 동선 이상의 전선으로 닻사슬판(Chain Plate)에서 피뢰용 접지판 또는 접지 스트
립에 직접 접속하거나 이들의 하단에 접속하여야 한다.
6.4.4

위에서 기술된 전도도(22 ㎟ 의 동선의 것 미만)를 확보하지 않고 트레일러가 있는 소형 범선에서
작은 직경의 스테인리스 스틸 돛대 밧줄 및 지삭은 마스트의 접지뿐 아니라 마스트의 하단에서도
접지하여야 한다. 마스트는 주 피뢰도선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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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선체가 금속인 선박

금속선체와 피뢰침 또는 6.3의 보호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에 있는 갑판 상부의 기타 금
속 구조물 사이에 전기적인 접속이 있는 경우에는 낙뢰에 대한 추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2.21에 적합한 서지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성 마스트 또는 상부 갑판 위에 돌출한 전도성
물체는 금속 선체 또는 상부 갑판과 접지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6.5.2 선체가 비금속인 선박

선체가 비금속인 선박은 뇌전류가 수중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선체 하부에 접지판 또는 접지 스트
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6.5.2.1 접지판

접지판의 자재는 구리, 동합금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이어야 한다. 접지판의 최소크기는 0.09 m2 ×
4.8 mm(두께)이어야 하고, 피뢰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선체를 관통하는 접속기는
금속이어야 하며 22 ㎟ 동선과 동일한 단면적이어야 한다.
6.5.2.2 접지 스트립

앞뒤로 이동하는 선박의 하부에 설치된 구리, 동합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외부 접지스트립은 최
소 두께 4.8 mm, 최소 폭 19 mm 이어야 한다. 접지 스트립은 피뢰침의 바로 아래 지점에서 선박의
후미 끝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박의 후미 끝은 엔진에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접지 스트립의 총 길
이는 1.2 m 이상이어야 한다.
범선에서 후미 지삭과 엔진은 접지 스트립의 후미 끝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접지 스트립은
1개 또는 각 후미 끝에서 전식이 없는 2개의 관통볼트를 이용하여 선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관통볼
트는 22 ㎟ 동선과 동일한 단면적이어야 한다. 접지 스트립은 항상 물에 잠겨있어야 한다. 선박이
좌현 또는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접지 스트립이 계속해서 물에 잠기는 지점에 없는 경우, 좌현
과 우현 모두에 접지 스트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접지 스트립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접
지 스트립은 서로 본딩하여야 한다. 접지 스트립으로의 모든 경로는 가능한 짧고 직선이어야 한다.
마스트가 2개인 범선에서 추가 접속과 같이 접지 스트립의 길이를 따라 선체관통 추가접속부가 위
치할 수 있다. 고정볼트의 표류전류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체관통 볼트의 수는 최소
화하여야 한다. 선체관통 볼트를 이용한 접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6에 적합한 등전위 버스를 설
치할 수 있다.
선체관통 볼트가 선체바닥의 오수와 접촉하는 경우, 피뢰용 접지 스트립으로부터 선체관통 볼트에
인가된 표류전류가 선체 내부의 경로를 확보하도록 접지 스트립의 후미 끝은 엔진의 (-) 접지단자에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6.6 금속체의 상호접속

등전위 버스
피뢰용 접지 스트립과 많은 접속이 있는 선박에서 등전위 버스는 선체관통 볼트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선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등전위 버스는 피뢰용 접지 스트립의 해저위치와 평행한 선박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 내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대형 금속체는 등전위 버스와 직접 접속하
여야 한다. 등전위 버스는 양끝에서 수중에 있는 피뢰용 접지 스트립에 접속하여야 한다.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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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S 421 6.6.2 선저판 및 선체관통 피 팅

선저판 및 선체관통 피팅은 주 인하도선에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수중 접지 스트립, 수중 피뢰용 접
지판 또는 수중 등전위 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참고] 선저판은 특히 뇌격 후에 손상 및 누출되기 쉬우므로 뇌격 후에는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6.6.3 금속체

엔진, 발전기, 금속 탱크, 선박 내부에 있는 조타장치와 같은 금속체 및 금속성 인명구조용 레일과
같은 기타 부품은 피뢰용 접지판, 피뢰용 접지 스트립 또는 등전위 버스에 가능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6.6.4 엔진 접지
엔진 베어링을 통과하는 낙뢰로 인한 방전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엔진 블록은 접지계통의 중간
지점보다 피뢰용 접지판 또는 피뢰용 접지 스트립에 직접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6.6.5 장치의 보호

전자장치는 최소 8 ㎟ 의 동선으로 피뢰용 접지계통에 접속된 금속 캐비넷에 수납하여야 한다. 서지
억제장치는 전자장비의 모든 인입점 또는 인출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6.7 비금속 선박
6.7.1 범선

마스트와 삭구의 닻사슬판이 모두 마스트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피뢰용 접지판 또는 피뢰용 접지
스트립에 접속된 경우, 엔진이 없고 금속 마스트와 금속 삭구가 설치된 범선은 낙뢰로부터 충분하게
보호된 것으로 한다.
6.7.1.1 소형선

스테인리스 스틸 삭구 및 보조구는 8 ㎟ 의 동선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낙뢰로부터 보호는 금속
마스트뿐만 아니라 삭구의 접지 또는 금속 마스트의 연속적인 금속트랙에 따라 다르다. 스테인리스
스틸 삭구 및 보조구는 금속 마스트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피뢰용 접지판 또는 피뢰용 접지 스트립
의 하단에 접속하여야 한다. 범선의 후미 끝에 있는 금속 키는 긴 수평전선을 범선의 후미 끝까지
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뢰용 접지극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종자가 만지는 키 손잡이나 기
타 금속성 키의 접속부는 부도성 재질이어야 한다. 금속 용골(Keel) 또는
센터보드는 피뢰용 접지판
2
또는 피뢰용 접지 스트립에 직접 접속하거나, 수면 접촉면적이 0.09 m 이상이면 피뢰용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뢰용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센터보드는 하부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문
을 부착하여야 한다.
6.7.1.2 유람 선
범선의 운행중 유람선의 승객 및 선원은 앞당김 줄, 뒷버팀 줄 및 돛대 밧줄의 부근에 있으므로 모
든 돛대 밧줄, 지삭, 돛 트랙(Sail Tracks) 및 금속 마스트는 피뢰용 접지계통에 접속하여야 한다. 유
람선의 모든 금속체에 대한 접지는 본 기준의 모든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7.2 동력선
동력선은 6.3.5에 기술된 금속성 무선 안테나 또는 6.3.6에 기술된 임시 피뢰침으로 가능한 낙뢰로부
터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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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피뢰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7.1 피뢰설비의 점검
7.1.1 점검주 기

모든 신설 피뢰설비는 설치를 완료한 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점검 주기는 다음 사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보호 구조물이나 보호면적의 분류
(2) 설비에 필요한 보호등급
(3) 주변 환경(부식성 대기)
(4) 부품의 재질
(5) 피뢰설비의 부품이 부착되는 표면의 종류
7.1.1.1 상기한 사항에 추가로 설비에 뇌방전이 발생한 후 또는 보호 구조물을 개수나 보수할 때마
다 피뢰설비는 점검하여야 한다.
7.1.1.2 피뢰설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육안검사를 권장한다. 기후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1년에 2
번이나 주변 온도가 심하게 변한 후에 육안 검사한다. 모든 설비는 3년 ～ 5년마다 점검하여야 한
다. 보호 구조물이 위치한 용도 또는 환경에 따라 중요설비는 1년 ～ 3년마다 점검한다.
7.1.1.3 대부분 지형에서는 물론 온도와 강우량이 계절적으로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춥고 습한 기간 뿐 아니라 덥고 건조한 기간에도 대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검 시기를 조절하
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점검과 시험의 시기조절로 다양한 계절 동안에 피뢰설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7.1.2 육안검사
육안검사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피뢰설비의 보수상태는 양호한가.
(2) 고저항을 발생할 수 있는 느슨한 접속부가 없는가.
(3) 설비의 부품이 부식이나 진동으로 약해진 부분은 없는가.
(4) 모든 인하도선과 접지단자는 손상되지 않았는가(절단 여부).
(5) 모든 전선과 설비의 부품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고 우발적인 변위에 대해 보호되어 있는가.
(6) 추가 보호가 필요한 보호 구조물의 증축이나 변경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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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지 억제(과전압) 장치에 손상은 없는가.
(8) 설비가 본 기준에 적합한가.
완성검사
완성검사에는 다음 사항 외에 위에서 기술된 육안검사 사항을 포함한다.
(1) 최초 설치시에 은폐되고 현재 육안점검이 불가능한 설비 구성부품의 연속성을 시험한다.
(2) 단로장치를 설치한 경우 접지단자와 개별 접지전극의 대지저항을 시험한다. 이 시험으로 토양조
건에 대한 이전 또는 초기, 결과치 또는 측정치, 두 가지 모두를 비교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가 동일
한 시험절차로 얻어진 이전의 측정치와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로
점검한다.
(3) 최종 점검 후 구조물의 내부에 추가된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물에 등전위 본딩을 확인하기 위하
여 연속성을 시험한다.
7.1.3

7.1.4 점검 지침서

점검 지침서를 작성하고 피뢰설비의 점검기관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에는 점검자
가 설치 방식, 설비 부품의 종류와 조건, 검사 방식, 시험 데이터의 기록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항
을 문서화할 수 있고, 점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7.1.5 기록과 시험데이터
점검자나 점검기관은 다음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피뢰침, 도체, 기타 부품의 일반 상태
(2) 부식방지 측정장치의 일반 상태
(3) 도체와 부품의 접속의 견고성
(4) 접지계통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저항치
(5) 본 기준의 모든 변경사항
7.2 피뢰설비의 유지관리
7.2.1 개요

피뢰설비의 설계자는 부식방지장치의 확보에 특히 주의하여 낙뢰로 인한 손상에 따라 부품의 크기
를 결정하지만 피뢰설비의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설비의 부품들은 부식 요인, 날씨와 관
련된 손상, 뇌격에 의한 손상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기 쉽다. 피뢰설비의 전기적
인 특성뿐 아니라 물리적인 특성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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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모든 피뢰설비는 정기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절차의 주기는
다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7.2.2.1

(1) 기후와 관련된 열화
(2) 뇌격에 의한 손상의 빈도
(3) 보호등급
(4) 뇌격에 의한 손상정도
피뢰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절차는 각 설비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구조물
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일부이어야 한다.
7.2.2.2

유지관리 프로그램에는 유지관리 절차를 규칙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점검 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
는 몇 가지 일상적인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은 유지관
리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든 전선과 설비 부품의 점검
(2) 모든 클램프와 스플라이서의 기밀성
(3) 피뢰설비의 저항 측정
(4) 접지저항 측정
(5) 서지억제장치의 점검, 시험
(6) 부품과 전선의 재고정과 재조임
(7) 구조물의 증축이나 변경으로 피뢰설비의 시설 변경을 결정하는 점검과 시험
7.2.3 유지관리 기록

모든 유지관리 절차에 대한 기록은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록에는 이미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인
보수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에는 설비 부품과 그 시설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야 한
다. 이 기록은 예방적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절차를 재검토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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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뇌우에 대한 인명 안전지침
8.1 개요

본 장은 뇌우에 대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뇌우를 눈 또는 귀로 알 수 있기 전에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낙뢰를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인명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낙뢰를 조기에 경보하기 위한 뇌습경보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8.2 행동 지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뇌우가 칠 때 옥외에 있거나 밖에 나가지 않아야 하며, 사
람은 다음과 같은 대피소를 찾는다.
(1) 낙뢰로부터 보호되는 주택이나 기타 건물
(2) 지하철, 터널, 동굴과 같은 지하 대피소
(3) 대규모 금속골조의 건물
(4) 보호되지 않는 대규모 건물
(5) 금속구조의 자동차, 버스, 기타 차량
(6) 금속구조의 기차와 전차
(7) 금속성 보트나 배
(8) 낙뢰로부터 보호되는 보트
(9) 인접 건물로 차폐될 수 있는 도로
8.2.2 낙뢰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다음 장소는 가능한 대피하지 않아야 한다.
(1) 보호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 축사, 헛간 등
(2) 텐트와 임시 대피소
(3) 자동차(비금속성 지붕 또는 개방형)
(4) 트레일러(비금속제 또는 개방형)
8.2.3 어떤 지역은 뇌우가 칠 때 매우 위험하므로 가능하면 피하여야 한다. 뇌우가 접근할 때를 예
상하여야 하며, 폭풍이 근처에 다가올 때 다음 위치는 피하여야 한다.
(1) 언덕 위와 능선
(2) 건물의 옥상부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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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된 들판, 운동장, 골프장
(4) 주차장과 테니스 코트
(5) 수영장, 연못, 바닷가
(6) 전선 울타리, 빨래줄, 가공선, 철도 트랙의 근처
(7) 고립된 나무 밑
(8) 전기기구, 전화, 배관, 금속체 또는 전도성 물체의 근처
8.2.4 8.2.3의 위치에서 뇌우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을 올라타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1) 개방된 들판에서 작동되는 개방형 트랙터 또는 기타 농기구
(2) 골프 카트, 스쿠터, 자전거, 모토사이클
(3) 개방형 보트(마스트가 없는)와 호버크래프트
(4) 자동차(비금속성 지붕 또는 개방형)
8.2.5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다. 위치를 선정할 때에
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 산 정상, 언덕 꼭대기 또는 기타 높은 곳은 피한다.
(2) 울창한 숲을 찾는다. - 고립된 나무는 피한다.
(3) 낮은 지역에 있는 건물, 텐트, 대피소를 찾는다. - 높은 지역에 있는 보호되지 않는 건물과 대피
소는 피한다.
(4) 노출된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 무릎을 꿇고 앞으로 구부리며 손은 무릎 위에 둔다.
8.3 선박에 있는 사 람의 보호

낙뢰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8.2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3.2 뇌우가 치는 동안 사람은 가능한 밀폐된 보트의 내부에 있어야 하고, 물에 팔 또는 다리를
담그지 않아야 한다.
8.3.3 뇌우가 치는 중에 보트는 안전하게 취급하고 항해하는 동안에 사람은 피뢰설비와 접속된 모
든 부품에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부품의 브리지형태는 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조작자는 변
속레버와 스포트라이트 조작용 핸들을 동시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8.3.4 뇌우가 치는 동안 사람은 물 속에 있지 않아야 한다.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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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들판에 있는 가축
9.1 개요

들판에 있는 가축은 낙뢰로 인한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장에 기술된
사항을 적용하면 낙뢰로 인한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다.
9.1.2 가축은 개방된 목초지의 고립된 나무 아래에 모여 있을 때 또는 울타리의 접지되지 않은 전
선 가까이에 휩쓸려 갔을 때, 치사량의 방전을 받은 경우 뇌우가 일어나는 동안 낙뢰로 인하여 대량
으로 희생될 수 있다.
9.1.3 넓은 숲으로부터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에서 보호조치가 없는 고립된 나무들은 제
거하여야 한다.
9.1.4 대지에 세워 놓은 금속 기둥이 있는 울타리는 특히 전기적인 연속성이 차단된 경우 낙뢰로부
터 안전할 수 있다. 접지된 상태에서도 뇌격이 직접적이고 울타리가 연속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
므로 뇌격이 울타리의 전체 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는데 전기적인 연속성의 차단은 매우 필요
하다. 낙뢰로 인하여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하는 울타리는 나무 등과 같이 전도성이 낮은 자재로 된
기둥으로 축조된 울타리이다.
9.1.1

울타리의 접지
9.2.1 부도성 기둥으로 축조된 전선 울타리는 낙뢰로부터 위험을 완화하는 경우 9.2.2와 9.2.3을 적
용하여야 한다.
9.2.2 철 기둥
농장 울타리나 모든 철조망의 전기적인 접촉에 보통 사용되는 것과 같은 아연 도금된 철 기둥을 일
정한 간격으로 삽입하거나, 울타리 옆에 직경 13 mm 이상의 아연 도금된 철관을 박고 아연 도금된
철조망의 묶음을 전선에 부착함으로써 접지할 수 있다. 대지가 일반적으로 건조한 경우 금속 기둥
사이의 간격은 약 45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지가 일반적으로 젖어있는 경우 금속 기둥은
90 m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9.2.3 접지의 깊 이
배관은 0.6 m 이상을 대지에 매설하여야 한다.
9.2 전선

울타리의 연속성 차단
9.3.1 울타리의 접지뿐 아니라 전기적인 연속성은 약 150 m 의 간격으로 철조망의 틈에 절연물을
삽입하여 차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삽입은 울타리를 목판 형태로 하거나 철조망을 부착할 수 있는
절연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연물은 절연성과 기계적인 강도가 약 50×50×600 mm 의 나무 스
트립이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9.3.2 가축 떼가 울타리 주변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연속성은 9.3.1에 기술된 것보다 좁은 간
격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9.3

51

- KFS 421 -

제10장 유원지, 운동장, 구기장 및 기타 개방된 장소
10.1 유원지와 운동장
10.1.1 피뢰설비가 있는 대피소

유원지와 운동장에는 피뢰설비가 설치된 대피소를 설치한다. 인하도선은 충격과 기후에 손상되지 않
는 부도성 물질로 2.4 m 이상 높이까지 차폐하여야 한다. 바닥이 흙으로 된 대피소에는 ⑴ 주위를
둘러싸고 매설되어 있는 나동선과 상호 접속된 접지단자, ⑵ 대피소와 떨어져 있는 접지 단자에서 3
m 이상 배선된 방사형 매설전선이 있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10.1.2 마스트와 가공 접지선

대지의 양쪽 끝과 가장자리 근처에 마스트(전주)를 세운다. 가공 접지선은 지표면 위 6 m 이상에 있
는 마스트에 매달아야 한다. 인하도선은 접지단자가 있는 가공선에 접속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충
격과 기후에 손상되지 않는 부도성 물질로 2.4 m 이상 높이까지 차폐하여야 한다. 전선은 22 ㎟ 동
선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강철 마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인하도선은 필요하지 않으
나 마스트의 기초부분은 접지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이 넓은 경우 전선망으로 보호범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의 주변에는 여러 개의 마스트를 세워야 한다.
10.2 구기장과 경주장
10.2.1 지붕이 있는 특별 관람석

지붕이 있는 특별관람석은 제2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10.2.2 개방형 특별관 람석과 관 람석
개방형 특별관람석과 관람석에는 10.1.2에 기술된 것과 같은 마스트와 가공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
다.
해변
해변에는 10.1.1에 기술된 것과 같은 대피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0.3

10.4 부두
10.4.1 지붕이 있는 부두

지붕이 있는 부두는 제2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10.4.2 개방형 부두
개방형 부두에는 10.1.2에 기술된 것과 같은 마스트와 가공접지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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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항공기의 보호

항공기에는 비행기, 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피뢰설비가 설치된
격납고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격납고에는 항공기를 격납고의 피뢰설비에 상호 접속
할 수 있는 접지용 리셉터클을 설치하여야 한다. 격납고의 바닥, 격납고의 전면 광장(Apron), 주기장
등에는 가솔린이나 기타 인화성 액체가 없어야 한다.
11.1

격납고밖에 있는 모든 항공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접지된 금속케이블이나 이와 동등
한 것을 이용하여 접지할 수 있다. 덮개가 섬유나 플라스틱인 항공기는 금속성 기초를 대지에 접속
하여 보호할 수 있다. 격납고밖에 있는 항공기를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공접지선이나 마스트
형 피뢰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마스트의 높이는 제2장에 기술된 보호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금속성 또는 금속혼합물의 항공기에 대한 뇌격의 효과는 계속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중요한
운항, 무선 통신, 레이더 장비에 서지억제회로의 사용은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장치와 전
선의 적절한 배치도 낙뢰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11.3

상용 항공기는 최근에 대형화되고 공항 터미널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낙뢰로 인한 인명손상
데이터를 검토하면 인명 피해의 거의 대부분은 낙뢰로 유도된 정전방전의 결과이다.
11.4

연료의 공급중 또는 유지관리중인 항공기는 항공기나 인명에 효과적인 피뢰대책으로 반드시
접지할 필요가 없다. 항공기의 끝에 접지스트랩은 뇌우중 항공기의 표면전하에 의한 전류가 대지로
흐를 수 있는 대체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항공기
에 직접 뇌격이 가해지는 경우 추가로 설치한 접지스트랩은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 낙뢰 폭풍 동안
에는 연료의 공급과 인화성 액체의 사용, 인화성 증기의 방출을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은 연기
하여야 한다.
11.5

뇌우가 공항 가까이에 있을 때 수하물의 취급, 옥외 유지관리작업, 주기중인 항공기의 보수작
업은 연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연기에는 뇌습경보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11.6

주기중인 항공기에 접속된 케이블은 뇌우가 가까이 있는 경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간 중 대지와 조종실의 통신은 헤드폰 대신에 수신호를 권장한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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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가이드북, 일본전기설비학회
부록 폭발성 물질을 저장하는 구조물
1. 개요

본 부록은 폭발성 물질을 저장하는 구조물을 낙뢰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권장사항이다.
1.1 주변 지역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은 보호등급을 증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2 폭발성 물질이 저장된 구조물에 있는 내용물의 보호에는 본딩이나 접지뿐 아니라 폭발성 물질
의 용기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설계상 고려사항

폭발물과 불안정한 물질을 저장하는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는 5.3.3에서 기술된 것과 같
이 30 m 뇌격거리를 기초로 한다.
[참고] 전자기적인 결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패러데이 케이지(Faraday Cage)나 차폐가 필요하지 않는 한 가
공선(현수선) 계통의 마스트를 독립 설비보다 선호한다. 인하도선의 제거(격리)는 구조물에서 자계의 세기를
감소시키고 인하도선으로부터 측면방전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3. 설비의 종류
3.1 마스트형 설비

마스트형 설비는 5.3.3.2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공선( 현수선) 설비
현수선 설비는 5.3.3.2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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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피뢰설비는 보호구조물 위에 설치된 피뢰침을 이용하는 설비이다. 피뢰침은 30 m 의 뇌격 거
리로 보호범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패러데이 케이지
모든 종류의 전자기적인 방사로부터 극히 민감한 작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은 시설
을 패러데이식 케이지의 내부에 넣는 것이다. 패러데이 케이지는 설치하기 어렵고 중요시설 또는 매
우 민감한 작용으로 이러한 보호등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3.4

철근이 서로 본딩되고 접지규정에 적합한 경우 강철 아치나 철근 구조의 금속 구조물은 벽과 흙이
덮인 저장소의 바닥에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낙뢰를 보호할 수 있다.
4. 접지
4.1 개요

루프형 접지선은 구조물 보호용 모든 피뢰설비에서 필요하다. 모든 인하도선, 철근, 접지봉, 기타 접
지 설비는 루프형 접지선에 접속한다.
예외 : 면적이 50 m2 이하인 구조물 또는 단일 마스트, 피뢰침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은 루프형
접지선이 필요하지 않다.
탄약고
3.4에 기술된 패러데이 케이지에 적합한 이동식 탄약고는 대형 이동식 탄약고의 지표기준 0.3 m 이
내에서 양쪽 모서리에 위치한 2 개 이상의 접지 단자를 이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평균간격이 18
m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 도체는 이동식 탄약고와 접지봉의 상호접
속에 사용하여야 한다.
4.2 이동식 금속

5. 본딩
5.1 개요

폭발물이나 기타 불안정한 물질이 저장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딩하여야 한다. 루프형 접지
선의 본딩용 자재는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2.2는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2 본딩 저항

피뢰설비에 본딩된 물체의 저항은 1 Ω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도성 바닥, 작업대 등과 같이
정전하를 방출하는 설비의 본딩저항은 1 ㏁ 일 수 있다.
5.3 페인트

피뢰설비에 본딩된 도체와 전선은 도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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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5.4.1 흙으로 덮 인 탄약고
금속 환기구, 철문, 문틀, 철골은 구조물의 접지 설비에 본딩하여야 한다. 내부의 전력, 데이터, 통신
케이블은 구조물의 인입점에서 루프형 접지선이나 철골에 본딩하여야 한다.
5.4.2 이동식 금속 탄약고
벽, 바닥, 지붕을 서로 용접한 4.8 mm 철근이나 이와 동등한 구조인 상자형 이동식 탄약고는 경첩
의 맞은 편에 본딩하여야 한다. 인입선, 데이타선, 통신선도 본딩하여야 한다.
5.5 울 타리
울타리는 불연속적인 다른 장소와 문의 맞은 편에서 본딩하여야 하고, 구조물 피뢰설비의 측면방전
거리 내에 진입하거나 통과하는 경우 피뢰설비용 루프형 접지선에 본딩하여야 한다. 금속 울타리에
서 불연속 장소는 전기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본딩하여야 한다.
5.6 철 도 트랙
구조물 피뢰설비의 간접섬광 거리 내에 진입하거나 통과하는 모든 철도 트랙은 피뢰설비용 루프형
접지선에 본딩하여야 한다. 트랙을 전기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경우 피뢰설비의 루프형 접지선을
본딩하기 위하여 트랙은 외부에 절연된 접속부가 있어야 한다. 전기신호의 전송용 트랙은 구조물의
골조에 본딩하여야 한다.
5.4

6. 서지 억제장치

폭발물이 저장된 구조물에 인입하거나 인출하는 모든 전력선, 통신선, 데이타선에는 서지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와 검사

피뢰설비는 구조물의 노후, 기계적인 손상, 수정으로 열화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야 한다. 폭발물을 저장하는 구조물의 모든 보호설비는 유지관리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1 개요

폭발물을 저장하는 구조물의 보호설비는 1년에 2번 육안 검사하고 약 1년에 한 번 전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점검은 7개월 또는 14개월마다 한번씩을 권장한다.
7.2 육 안(7개월) 검사
피뢰설비는 부식이나 전선/접속부분의 단선을 확인하기 위해 7개월에 한번씩 육안검사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설비에서 찾아낸 손상은 시험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
다.
7.3 전기적인(14개월) 점검

피뢰설비는 14개월에 한번씩 전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점검은 피뢰설비의 전문가가 실시하
여야 한다.
7.4 점검기기

접지저항의 측정에는 접지계통의 측정용으로 특수 설계된 기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기는 0 ～
10 Ω ± 10 % 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딩저항을 측정하는 기기는 0 ～ 1 Ω ± 10 % 를 측
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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