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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면상필름난방 시방서 



1. PTC면상필름난방 시공순서도 http://koreapowerfilm.com 





2. 온도조절기 http://koreapowerfilm.com 

무소음 디지털 
(최대 2.6kw 사용) 

DHE-300S 디지털 
(최대 4kw 사용) 



3. 온도조절기 배선설치 http://koreapowerfilm.com 

리모콘으로 작동(별매) 



4. 필름과 전선연결 / 필름과 필름연결 http://koreapowerfilm.com 

1. 연결할 부분을 정하고 단자와 전선을 먼저 연결한다. 
   (2sq 또는 3.5sq) 전선 

2-1. 전선과 필름 동선을  
   단자로 연결한다. 

2-2. 고압용 절연 테이프로 
    마감한다. 

3-1. 연결할 필름의 동선에 단자를  
      압착한 후 전선을 연결한다. 

3-2. 절연테이프로 마감한다. 



5. 필름과 전선연결 http://koreapowerfilm.com 

1. 단자, 압착기를 준비한다. 
 

2. 전선을 단자에 연결 후  
   필름 동선에 끼운다. 

3. 단자를 압착기로 
  2회이상 압착시킨다. 

4. 단자를 압착시킨 후 
   전선을 정리한다. 

5. 연결 부분을 고압테이프로 
   방수, 절연시킨다. 

6. 고압테이프를 수차례 
   눌러서 압착시킨다. 
 

7. 단자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고압테이프로 방수,절연시킨다. 

8. 반복해서 연결한다. 



6. 온도조절기 설치 http://koreapowerfilm.com 

<주의사항> 
- 콘센트 옆에 부착 시 매설된 전선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무소음 조절기 본체는 송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한다. 
- 무소음 조절기는 본체에 열 발생이 많으므로 소비자에게 
    12시간 후 1시간 냉각 시켜야함을 필히 숙지 시킨다. 

1. 햄머드릴로  
   구멍을낸다. 
 

2. 칼블럭을  
  끼워 넣는다. 

3. 조절기를 벽에 
   부착 후 나사로 
   조인다. 

4. 쫄대를 부착한다. 

콘크리트벽 설치시 



7. 온도조절기 센서 설치 http://koreapowerfilm.com 

1. 고압테이프를 가로 5cm,  
   세로 5cm 크기로 자른다. 

2. 온도센서를 고압테이프 
   중앙에 붙힌다. 

3. 필름 밑의 카본(검은색)에 
   온도센서를 부착한다. 

4. 온도 센서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주의사항> 
온도센서는 항상 난방이 잘되는 아랫목 부분에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나 
창문 밑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센서는 공사 현장에 따라 필름 위 또는 아래에 부착한다. 



8. 필름난방 시공순서도 http://koreapowerfilm.com 

1. 바닥 전면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2. 필름히터를 단열재 위에 설치한다. 
3. 강화마루 폼을 필름위에 재단 설치한다. 
4. 강화마루 시공 

1. 바닥 전면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2. 필름히터를 단열재 위에 설치한다. 
3. 필름난방 전용 보호판이나 하지타일을 설치한다. 
4. 장판을 설치한다. 



9. 시공 계약시 점검사항 http://koreapowerfilm.com 

1. 전기 용량 확인 – 계약전력(전기요금 영수증)및 누전차단기 용량 확인 
 
2. 마감재 확인 (마감재에 따른 추가경비 책정) 
   온돌마루나 룸 장판 작업시 합판(5) 함석판 설치비용 책정 
 
3. 정확한 시공견적 산출 및 제품 설명 
 
4. 시공 도면 작성 (필름 배치도 및 전선용량 체크, 온도조절기 부착위치) 
 
5. Main 전선은 3.5~5.5sq 사용 
 
6. 시공계약서 작성 (본사에 시공 의뢰 시) 
 
7. 하자 및 A/S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 확인 

 



10. 시공 계약시 점검사항 http://koreapowerfilm.com 

1. 난방필름 시공 시 시방서를 참조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난방필름에 손상시 하자가 발생하오니 본드 접착이나 못 등으로 고정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기 용량 및 전선의 용량은 전기 기술자에게 확인 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방지를 착용 후 시공하십시오. 
 
5.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 칼로 잉ㄴ한 손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 등) 
 
6. 제품 설치 시 제품에 관한 숙지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7. 제품시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므로 시방서 내용을 최대한 숙지 해야 합니다. 

 



10. 시공 계약시 점검사항 http://koreapowerfilm.com 

1. 난방필름 시공 시 시방서를 참조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난방필름에 손상시 하자가 발생하오니 본드 접착이나 못 등으로 고정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기 용량 및 전선의 용량은 전기 기술자에게 확인 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방지를 착용 후 시공하십시오. 
 
5.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 칼로 잉ㄴ한 손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 등) 
 
6. 제품 설치 시 제품에 관한 숙지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7. 제품시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므로 시방서 내용을 최대한 숙지 해야 합니다. 

 



11. 필름난방 유지관리 지침서 http://koreapowerfilm.com 

필름난방 유지관리 지침서 

* 필름난방 제조사 

상호 : ㈜코리아파워필름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160-5 
전화번호 : 031-847-5158 

* 필름난방 시공사 

상호 : ㈜코리아파워필름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160-5 
전화번호 : 031-847-5158 
시공내용 :  
시 공 자  : 



11. 필름난방 유지관리 지침서 http://koreapowerfilm.com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후 조치사항 

누전차단기 점검 월 1회 누전차단기 전색 표시된 시험버튼을 
눌러 손잡이가 아래로 떨어지는지 2회 
정도 반복하여 주십시오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다시 올려주십
시오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음) 

온도조절기 점검 월 1회 온도조절기를 ON 시킨 다음 온도설정
버튼을 기본온도보다 올려준 다음 잠
시 기다려 조절기의 릴레이가 붙는지 
확인한다. 

온도조절기의 릴레이가 붙지 않으면 릴레이 
불량으로 전원차단기를 내린 후 제품을 분
리한 후 조절기를 교환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구 분 원 인 조치방법 

 
방바닥이 따듯하지 않다 

조절기의 온도가 낮게 설정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높여준다 

차단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 차단기 고장유무 확인 후  
차단기를 올려준다 

바닥이 시커멓게 탔다 장시간 한곳에 방석내지 이불과 같은 
물건이 놓여진 경우 

한곳에 온도를 가둘 수 있는 
 물건은 치운다 

 
누전차단기 손잡이가  

계속 내려감 

차단기 불량 누전차단기 교환 

조절기 불량 조절기 교환 

바닥 전선 불량 바닥 결선 수정 교체 

바닥에 물이 잠긴 경우 필름난방을 충분히 말린 후 재가동 

★조치방법★ 



11. 필름난방 유지관리 지침서 http://koreapowerfilm.com 

★주의사항★ 

필름난방의 적정온도 유지 -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50도 이상은 사용하지 말것 

필름난방에 직접 못이나 칼로 상처 나지 않게 주의 

물이나 습기에 약한 필름난방이므로 필름난방에 물이 묻지 않도록 한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차단기를 내린다. 

필름난방은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하므로 바닥에 장시간 이불 및 방석등을 방치하지 마세요 

휘발유나 신나등 인화성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 마세요 

설정온도 이상으로 열이 발생할 경우 차단기를 내리고 5분 방치 후 다시 사용하세요 

동일한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원을 내린 뒤 제조처나 시공처로 연락주세요 

젖은 손으로 플러그나 조절기를 만지지 마세요 

조절기 분리나 필름난방을 분해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