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woo System Create the Leading New Technology, U.T Pole Deliver Trust.

Cable Trunking System
MULTI - WIRE - DUCT
(전선배관·멀티복스·분전함 통합형)

조달우수제품

중기청성능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밴처기업

V-check Mark

이노비즈

ISO 9001

PL 보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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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씨스템 법인 설립 (등록번호 : 107-81-68616)
2000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동상 수상
벤처기업 등록(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제36회 발명의 날 기념식 특허청장표창장
공장등록-서울산업단지공단
02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서울지방중소기업청)
조명 및 전기설비 신기술 우수제품-(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가입 / 기술혁신 표창장 수여(중소기업청장)
기술혁신 표창장 수여(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02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완료 평가(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증서 수여(노동부장관)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표창장(노동부장관)/산학협동결연(인하공업전문대학)
설계업 등록 (전문설계업 2종/서울E-3-069호)
전기안전인증(eK MARK) 취득(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조명기술 연구소 회원가입 / 산학협력체결(서울정보기능대학)
05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 대한전기협회 회원가입(회원번호 : 317)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회원가입
전력신기술 제 34호 지정 (지식경제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중소기업청)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표창장 수상
형광등기구 저압 옥내배선 시설에 관한 적합성평가 승인(지식경제부)
LITE-WAY KS인증 취득 (한국표준협회)
안산 공장 신설 및 공장등록
LITE-WAY V-CHECK MARK 인증 취득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 (LITE-WAY) 2008년도 표준품셈 등재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상
소방 형식승인 취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LITE-WAY 연접설치 등기구 설치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반영(지식경제부)
U.T Pole V-CHECK MARK 인증 취득 (한국전기안전공사)
LITE-WAY 성능인증 취득 (중소기업청)
품질경영인증 취득 - ISO 9001 (국제품질인증원)
LITE-WAY조달 우수제품 지정 (조달청)
(사)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 회원 가입
지식경제부 전력산업 연구개발 사업 완료 및 성공판정 (지식경제부)
LITE-WAY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조달청)
산업포장 수훈 - (대한민국)
U.T Pole 성능인증 취득 (중소기업청)
U.T Pole 우수제품 지정 (조달청)
사업장 소재지 변경 (구로구 -> 금천구)
LED 등기구 전기용품안전인증 취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LED 등기구 직접생산확인 취득 (중소기업중앙회)
형광등기구 KS인증 공장이전 (한국표준협회)
LED 등기구 KS인증 취득 (한국표준협회)
LED 등기구 고효율인증 취득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성능인증 취득 - 교체형 LITE-WAY LED 등기구 (서울 중기청)
환경표지인증 - 교체형 LITE-WAY LED 등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교체형 LITE-WAY LED 등기구 (조달청)
환경경영인증 획득 - ISO 14001 (국제품질인증원)
KS 인증기관 변경 (한국표준협회--> KTC)
LED 센서 등기구 KS 인증 취득 (KS C 7657, K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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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Cable Trunking System) 이란?
U.T Pole의 개요
U.T Pole은“Uni-Termination Pole”의 약자로서, 건축물에서 전기 및 통신 시설물의 종단의 위치에 있는
전원용 및 약전용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주고 약전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통합된
종단(말단)용 배선 관로제를 말한다.
U.T Pole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KS C IEC 61084-1에서 정의 된 Cable Trunking System임
U.T Pole은 기본 기능인 전선 수납외에, 강약전선용 배선기구와의 융합기술, U.T Pole간 기계적 및
전기적 결합기술, 강약전선 분리용 금속격벽 등의 기술 등이 접목된 케이블 트렁킹 씨스템으로.
전기, 전자 및 통신기기에 전원과 신호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기술은 특허 기술로서 구현될 수
있으며
기존 시중 금속덕트 및 노출배관 공법 대체용인 Cable Trunking System 임.
또한 IEC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 (시험기관 : KTC, 규격 : KS C IEC 61084-1)으로는 U.T Pole이 국내 최초로 출시(2004.2.6) 되었으며
그리고 본 규격에 의거 국내 최초 V-CHCK MARK 인증을 취득(인증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증센터,
2009.12.03)한 제품임.

U.T Pole의 주요 기본사양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6759, A 6063S T5)
본체 외부의 기본 마감은 백색 (컬러 : OPTION) 정전 분체도장.
U.T Pole 본체, 커버 및 금속격벽 한본의 길이는 기본 2M 임 (길이는 0.5M 단위로 증가 : OPTION)
기본적으로 시중의 모든 범용 배선기구의 장착이 가능한 구조.
강약전선 분리 및 전자파 차폐용 금속격벽을 장착하기 위한 구조.
현장에서의 가공이 불필요한 표준화된 접속자재 (Elbow, Tee, Cross 등) 제공.
U.T Pole간 전기적 및 기계적 결합용 구리소재의 Joint-Connector 결합구조.
U.T Pole의 기술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KS C IEC 61084-1의 규격 적용.

U.T Pole의 개발배경
현재 유통 되고 있는 시중 덕트는 관로재와 같이 전선만을 수납하는 순수 전선수납 전용 금속덕트임.
그리하여 전기기기의 IT화 및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많은 강전선과 약전선에 맞추어 전선관이나 전용의 금속덕트를
각각 개별로 설치하기에는 시설의 복잡화, 넓은 공간필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내포 되어있음.
이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는 한 덕트에 강약전선을 통폐합(Convergence)하여 설치되는 공법의 필요성이 강력하고도
꾸준히 요구되어져 왔으며
또한 기존의 금속덕트로서는 건축물에 시설되는 많은 통신기기 및 전기기기에 부착되어있는 강약전용 배선기구 (전원
Plug, LAN용 Modular-Jack, 동축 Cable용 BNC Connector 등) 와의 적절한 접속이 불가하였다.
이는 곧 한 덕트내에서 강약전선을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한 강약전선 분리격벽 기능과 시중의 모든 배선기구 (Wiring
Device) 의 장착이 가능하고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융복합화 (Convergence)되어 덕트보다 한층 Up-Grade된
기능인 케이블 트렁킹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으며
따라서 당사는 건설현장의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덕트의 기본 기능인 전선수납은 물론, 한 덕트내에 강약전선용
전자파 차폐기능의 금속격벽 설치로 강약전선의 동시 분리수납 기능의 구조를 가지며 기존의 모든 배선기구의 장착
기능이 가능한 구조의 융복합 (Convergence) 제품인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 제품을 2004년 국내 최초로
IEC규격에 부합되게 개발하여 Launching 하게 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업계 최초로 V-Check Mark 인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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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과 시중 덕트와의 기술성 비교
기술적
항목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

시중 알루미늄 금속덕트

시중 플라스틱 덕트

외관 및 단면

명 칭
소 재
마감처리
두께 및 길이

Cable Trunking System
알루미늄 (A 6063S T5)
분체도장 (기본백색, 컬러 : 옵션)
1.5t, 2.0M

금속덕트
알루미늄 (A 6063S T5)
피막처리
0.8t/ 1.0t/ 1.35t, 3.0M
*

적용장소 및 * 실내 건조한 곳의 은폐 및 노출 장소
대체공법 * 전선관 및 시중 덕트 대체용

* 실내 건조한 곳의 은폐 및 노출 장소
* 전선관 대체용
*
*

기 능

* 전원배선 전용 또는 약전배선 전용
관로재로서의 기능만 있으며 배선기구
* 전원배선 및 약전배선 겸용 관로재의 기능은
장착이 불가한 구조임
물론 범용성의 모든 강약전 배선기구 장착이
* 국내외 어느 기술기준에도 적합 하지
가능한 케이블 트렁킹의 기능임.
않음.

*

플라스틱 덕트
PVC
없음
1.5t / 2.0t, 3.0M
실내의 은폐된 장소나 외부로
부터의 충격이 예상 되지
않는 노출 장소
전선관 대체용
전원배선 및 약전배선 겸용
관로재의 기능은 물론 범용성
의 모든 강약전 배선기구
장착이 가능한 케이블
트렁킹의 기능임.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인
KS C IEC 61084-1 기술기준
에 적합한 제품도 있음.

* 내부에 전자파 차폐가 가능하고 강약전선을
동시에 수납하기 위한 나사로 고정되는
착탈식 금속격벽이 구비되며, 수납되는
전선량에 따라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 가능한
* PVC 소재를 사용하므로서
구조임.
* 원천적으로 강약전선용 격벽이 없는
원천적으로 전자파 차폐가
* 또한 전자파 차폐효과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구조이므로 전원배선 또는 약전배선
불가 하므로 동일 덕트에
금속격벽을 두껍게(1.5t 이상)하고 도장을
강약전선 분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배선을 포설할 수
강약전선의 동시 포설이
적용하지 않음.
리용 금속격
있음.
불가하다.
* 금속격벽에 대한 적용 기준 :
벽
* 강전선과 약전선 두 가지를 포설하기
* 강전선과 약전선 두 가지를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96조,
위해서는 각각의 덕트를 설치하여야
포설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③항 2호)
하므로 비경제적임.
덕트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비경제적임.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3조, ③항)
-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6.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2.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바 (2))
*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KS
*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KS 규격의 범용성
* 오직 전선만 수납하는 덕트의 기능만
배선기구 장
규격의 범용성 강약전 배선
강약전 배선기구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의
수행하므로 강약전 배선기구의 장착이
착기능
기구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
부자재 (유닛 커버, 붙임쇠 등)가 구비 되어 있음. 원천적으로 불가함.
의 부자재가 구비 되어 있음.
* U.T Pole간 접지는 전기 전도도가 높은 구리
접지의 연속 소재의 접지 본딩인 Joint Connector 사용 * 접지 본딩 부자재가 없어서 접지 연속성 * 절연성의 PVC 소재이므로
성
으로 양호한 접지 연속성 (KSC IEC 61084-1, 12항)
유지가 불가함.
접지가 불가함.
의 실현이 가능함.
* KS C IEC 61084-1, 10.3항 충격 시험 5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매우강함“ 등급의
본체와 커버
* 본체와 커버의 두께가 얇고 결합 구조가 * PVC 소재이므로 금속 소재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두께는 두껍고
의 결합력
충격에도 취약한 구조임.
보다 기계적 결합력이 약함.
본체와 커버의 결합력 유지를 위하여 엇물림
식 강건 구조로 설계 (Robustic Design)된 제품임.

* 건설현장의 설치환경에 부합되는 엘보 류
* 모든 절단 가공작업을 현장에서 수행
등 부자재가 모두 규격화 되어 있어 현장에
하므로서 장기간의 설치공사가 소요되고,
덕트/트렁킹
서는 임의 절단 가공작업 없이도 설치할 수
작업자의 기능도와 건설 현장의 거친 작업
간 접속
있으므로 단기간에 설치공사가 가능하고 항상
환경에 따라 시공 품질이 좌우되며 현장 절단
양질의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절단
부자재
가공 작업으로 많은 건설 페기물이 발생하므로
가공 작업 감소로 폐기물발생량이 극히 적어
환경친화적이지 못함.
환경친화적 공법임.

* 엘보 류등 부자재가 규격화
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임의
절단 가공작업 없이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의
설치공사가 가능하고 항상
양질의 시공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절단 가공 작업
감소로 폐기물 발생 량이
적어 환경친화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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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과 시중 덕트와의 기술성 비교
* U.T Pole 간 접합부의 기계적인 결합은
구리소재의 Joint-Connector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최소 2,000N(약 1.4배)의
덕트/트렁킹
결합력 (인장강도)을 보이므로 외부의
간 기계적 결
충격에도 충분히 견딤.
합력
* 본 기계적 결합력은 벽부설치 방식 보다
천장에 매다는 설치공법에서 더욱 중요한
기계적 안전 요소로 작용함.

기계적 강도

* 정하중시험 (균등하중, 집중하중)에서 시중
덕트보다 약 2배의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음.(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 참조)

*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도막 두께
(30㎛이상)로 분체도장 마감 처리하여
내식성
내식성이 향상됨
(시험기준 : KSC IEC 60068-2-52)
* U.T Pole의 외함에 에폭시 계통의 절연성
외함 접촉에 분체도장을 적용하므로서 전선의 절연피복
의한 감전보 훼손에 의한 접촉에도 누전에 쉽게 감전되지
호
않음 (최대 2 KV까지 견딤)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 참조)

현장의 설치
품질

* 기계적 및 전기적 결합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므로 부실 공사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매달어 설치하는
공법에서는 설치후 안전문제의 발생
우려가 더욱 높음.

* 덕트 간 접합부 결합용 부자
재는 있지만 결합 개소도
적을뿐 아니라 PVC 소재인
관계로 결합력이 금속 소재
보다 현저히 낮다.

* 특히 벽체보다 천장에
매달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소재 보다 낮은 결합력
으로 전기적으로 안전하여야
할 설치물이 외부 충격에
안전하지 못하다.
* 동일 두께하에서는 금속보다
* 기본적으로 두께가 얇으며 내부가 하중에
PVC의 강도가 약하므로
견딜 수 있는 강건 구조가 아닌 단순구조
동일 강도를 유지하기
이므로 기계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위해서는 더 두껍게 하여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짐.
* 알루미늄을 압출한 상태에서 어떠한
마감 처리가 없어 내식성에 취약함

* PVC소재이므로 내식성의
문제는 없음.

* 도장 등 마감처리가 없는 알루미늄
압출 상태 그대로 이기 때문에 덕트
내부의 열화나 절연파괴 등 전선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위험이 대단히 높음.

* 절연성의 PVC 소재이므로
감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접속 부자재가 모두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 부자재가 전무하여 모든 설치 및 접속
제품을 사용하므로서 설치작업자의 기능도에
작업에 대한 절단 및 가공이 작업자에
좌우되지 않고 절단 및 가공작업 공정이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장 설치품질
현저히 감소되며 작업 품질이 모두 균일함.
수준이 일정하지 않음.

* 접속 부자재가 모두 표준화
되고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
하므로서 설치작업자의
기능도에 좌우 되지않고
절단 및 가공작업 공정이
현저히 감소 되므로 작업
품질이 균일함.
* 알루미늄 소재보다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여 설치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U.T Pole과 시중 금속덕트와의 외형도 및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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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제정과 목적
1.1 KEC의 약자
*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의 약자

1.2 KEC의 제정 목적
*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 통신선로 및 그밖의 설비”를 말한다)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KEC 제정 원칙
*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 방지
*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애방지
*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 신공법 개발, 활용 등에 지장 방지

1.4 판단기준을 KEC로 대체하는 목적
* 기존 판단기준의 기준은 대부분 일본 규격을 기준하여 혼용 적용
* WTO TBT에 따른 국제화 규격 (IEC) 부합화 필요성 대두
-KEC 규격의 근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외.
* 인증의 단일화로 기술의 집약 및 가격 경쟁력 제고.

1.4 판단기준을 KEC로 대체하는 목적
* 기존 판단기준의 기준은 대부분 일본 규격을 기준하여 혼용 적용
* WTO TBT에 따른 국제화 규격 (IEC) 부합화 필요성 대두
-KEC 규격의 근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외.
* 인증의 단일화로 기술의 집약 및 가격 경쟁력 제고.

2. 판단기준과 KEC의 법적 근거
2.1 KEC의 도입 절차

기 존

주관부처
산업자원통상부

변 경

전기사업법
제67조

위탁기관
대한전기협회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는 판단기준과
KEC가 병행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KEC 시행일은 산업부 공고에
의거 2021.01.01부로 시행되므로
그때까지는 현행처럼 판단기준만 시행.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020.12.31까지 유효
(2020년말에 소멸공고 예정)

2018.03.09 산업부 공고
(2021.01.0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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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기준과 KEC의 법적 근거
2.2 판단기준과 KEC의 적합성 판단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
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
호, 2018.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2.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

제4조 (적합성 판단)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1.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조에서“기준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라) 2. 기준위원회에서 이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보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장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
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 원칙)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가) 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③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
해양에너지발전설비·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
하는 것]하는 곳을 말한다.
(2) 2.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
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3. “개폐소”란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
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4. “급전소”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절 일반 사항
제5조 (전로의 절연) ① 전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대지
로부터 절연시켜야 하며, 그 절연성능은 제27조제3항 및 제52
조에 따른 절연저항 외에도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1) 1.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로
보아 위험이 없는 경우
(2) 2. 혼촉에 의한 고전압의 침입 등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접속점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나) ② 변성기 안의 권선과 그 변성기 안의 다른 권선 사이의
절연성능은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① 전기설비(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 및 제6장 발전용 풍력설비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
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
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한다.
(다) ② 전기설비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
하게 대지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의2 (전기설비의 피뢰)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선 등의 단선 방지) 전선, 지선(支線), 가공지선(架空地線),
약전류전선 등(약전류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

1.
2.
3.
4.
5.
6.
7.

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부 칙 (제2018-103호, 2018. 3. 9)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기술기준/판단기준 및 KEC의 주요 개정 및 제정 내용
(당사 제품 관련 위주)

3.1 전압 분류
* 기술기준 : 제3조 ②항
* KEC
: 111.1 항

전압별

기술기준
/ KEC

저 압

고압

특고압

(Low-Voltage)

(High-Voltage)

(Extra
High-Voltage)

기술기준

KEC

기술기준

KEC

기술기준 KEC

*AC 600V 초과 ~ *AC 1 KV 초과 ~
전압

*AC 600V 이하, *AC 1 KV 이하,

범위

7 KV 이하,

7 KV 이하,

*DC 750V 초과 ~ *DC 1.5KV 초과 ~
*DC 750V 이하 *DC 1.5KV 이하

7 KV 이하

7 KV 이하

7 KV

7 KV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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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기준/판단기준 및 KEC의 주요 개정 및 제정 내용
(당사 제품 관련 위주)

3.2 전로의 절연성능
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5 2 조 ( 저 압 전 로 의

개정 예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절 연 성 능 )

제 5 2 조 ( 저 압 전 로 의 절 연 성 능 )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

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동기 등 기계기

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

구를 쉽게 분리하기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 간의 절

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연저항에 대해서는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한다.

기기 접속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
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 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
V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
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 간의 전압을 말한다.
400V

0. 1MΩ

이하 같다) 이 150V 이하인 경우

DC시험전압
V

절연저항

0. 5

MΩ

SELV 및 PELV

250

FELV, 500V 이하

500

1

500V 초과

1, 000

1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 2MΩ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 3MΩ

하) 으로 SELV( 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 접지회로 구성) 은 1차와 2차

0. 4MΩ

않은 회로

400V 이상

[주] 특별저압( ext r a l ow vol t 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
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 KEC 도입으로 사용전압 220V 기준 시 0.2 MΩ에서 1.0 MΩ으로 상향 조정됨.
* LED 등기구 (KS C 7653)의 절연저항 2.0 MΩ.

3.3 전로의 절연저항
현) 판단기준

개정 ) 판단기준

제13 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제13 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①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①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

제 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를 1m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
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현) KEC

개정 예정) KEC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 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1m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어려운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 본 조항은 기본적으로 절연성능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정전을 하고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정전이 어려운 경우에
누설전류를 측정하여 전로의 절연성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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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제품 관련 위주)

3.4 전선의 식별
내선규정 (1420 -4)

국 내

KEC (121.2)

상(Phase) 의
명칭

색 상

상(Phase) 의
명칭

상(Phase) 의
명칭

색 상

A

흑색 (Black)

R

L1

갈색 (Brown)

B

적색 (Red)

S

L2

흑색 (Black)

C

청색 (Blue)

T

L3

회색 (Grey)

N

백색-회색
(White or Grey)

N

N

청색 (Blue)

접지

녹색 (Green)

접지

보호도체

녹색 - 노란색
(Green/Yellow )

보호

[ 참고 사항 ]
* KEC의 전선식별 규정은 KS C IEC 60445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 - 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를 도입 적용함.
* 현재 국내의 전선식별에 관한 규정은 KS표준(국가기술표준원),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ES표준(한국전력공사),
SPS-KEMC(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총 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SPS-KEMC와 ES는 동일 식별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고압 분전반에 한정된 규정이며 국제표준(IEC)에 부합되지 않는다. 내선규정의 경우도 식별
방법이 국제표준(IEC)과 일치하지 않지만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는 내선규정을 적용.

3.5 전압강하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내선규정 1415 -1 전압강하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
설비의 유형

조명 (%)

기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6

8

저압배선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이하, 다만 전기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간선의 전압강하는 3% 이하.
내선규정에는 고압 이상에 대한 전압강하는 규정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

되고 있지 않음.
-

a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 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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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기술 기준
1.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기술
1.1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에 관한 국내 기술 기준
덕트 및 트렁킹 분류
기술 기준
세부 기술 기준의 내용

케이블
금속덕트의 정의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①~④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2019.11)

* 폭이 5 cm를 초과하고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

* 한국전기설비규정 232.9조 금속덕트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3)

* 폭이 50 mm를 초과하고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

*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3)

* 표 232.2-3 설치방법에 해당하는 배선방법의 종류
(본체와 커버 구분없이 하나로 구성된 구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정의되지 않음

케이블
트렁킹의 정의

*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3)

1.2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트에 관한 국제 기술 기준
덕트 및 트렁킹 분류
기술 기준

* 표 232.2-3 설치방법에 해당하는 배선방법의 종류
(금속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구조)

세부 기술 기준의 내용

Definition of
Cable Trunking
System (CT)

IEC 61084-1 3.1
(2017)

* A system of closed enclosures comprising a base with
a removable cover intended for the complete surrounding of insulated conductors, cables, cords and/or for the
accomodation of other electrical equipment

Definition of
Cable Ducting
System (DS)

IEC 61084-1 3.1
(2017)

* A System of closed enclosures non-circular section,
for insulated conductors, cables, and cords in electrical
installations, allowing them to be drawn and replaced.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정의

KSC IEC 61084-1 3.1
(2019.12)

* 절연도체, 케이블, 코드선을 완벽 하게 감싸거나 또는
기타 전기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착탈식 뚜껑이 있는
베이스로 구성된 밀폐된 외함의 방식.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정의

KSC IEC 61084-1 3.1
(2019.12)

* 전기설비에서 절연도체, 케이블, 코드선을 위한 비원형
단면의 밀폐된 외함의 방식으로, 절연 도체, 케이블 및
코드선의 인입과 교체가 허용된다.

2. 격벽에 관한 국내외 기술 기준
2.1 약전선과의 이격 및 격벽에 관한 국내의 기술 기준
항목
기술 기준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6조 ③항, 2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2019.11)

세부 기술 기준의 내용

* 저압옥내배선을 금속덕트공사,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한 덕트또는 박스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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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 기준

옥내통신 이격 거리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등에 대한 기술
기준 제23조 ①, ③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9-11호, 2019.07.18)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16.7항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2.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3)

세부 기술 기준의 내용
①항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항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트레이 등에 수용할 경
우에는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
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제
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 공사등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접지공사를 한 덕
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덕트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
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격벽에 관한 국제 기술 기준
분류
국내외 기술 기준

세부 기술 기준의 내용

회로이격(분리)용 장치

KS C IEC 61084-1 3.1

* 트렁킹/덕트는 회로이격(분리)용 장치가있을 수 있는데
이 장치는 트렁킹/덕트에 충분히 고정 되어야한다.

Metal Cable Trunking

BS 4678 PART 1

* Cable trunking may or may not have protections or dividers.

U.T Pole 내 금속제에 대한 접지의 연속성 상태유지
* KS C IEC 61084-1 9.2항
-부품 중 접근 가능한 금속 부재들은 접지도체에 적절하게 연결 되어야 한다.
화살표
접지본딩
(Pig-Tail)

U.T Pole 본체에 Cover가 장착된 상태
에서의 접지본딩선(Pig-Tail) 연결 상태

U.T Pole 본체에 Cover가 벗겨진 상태에서의
접지본딩선(Pig-Tail) 연결 상태

접지본딩 (Pig-Tail)이 중요한 이유?
U.T Pole 본체에 Cover가 정상 설치된 상태에서의 접지유지는 물론, U.T Pole내 기기를 점검하는 동안
Cover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금속제인 Cover 및 배선기구 고정용 붙임쇠에도 접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감전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시설을 보장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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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격벽의 전자파 차폐효과(SE)를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과 대책
1. 금속격벽의 각 규격별 전자파 차폐효과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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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격벽에 대한 전자파 차폐 효과 분석

(평균 값 기준)

2.1 동일한 두께(1.5t)의 금속격벽에 도장을 적용한 것과 미적용한 것을 각각 시험한 결과
* 미도장 된 금속격벽이 도장된 금속격벽보다 10.1 dB (12.6% 증가)의 전자파 차폐효과가 증가됨.

2.2 동일한 두께(1.2t)의 금속격벽에 도장을 적용한 것과 미적용한 것을 각각 시험한 결과
* 미도장 된 금속격벽이 도장된 금속격벽보다 10.5 dB (13.3% 증가)의 전자파 차폐효과가 증가됨.

2.3 1,5t 두께의 금속격벽과 1.2t 두께의 금속격벽을 미 도장상태에서 시험한 결과
* 미 도장상태에서 1.2t 금속격벽보다 1.5t 금속격벽이 1.0 dB (1.1% 증가)의 전자파 차폐효과가 증가됨.

2.4 1,5t 두께의 금속격벽에 미도장한 상태와 1.2t 두께의 금속격벽에 도장을 적용한 상태에서 시험한 결과
* 1.2t 두께의 금속격벽에 도장을 적용한 것 대비 1.5t 두께의 금속격벽에 미도장한 상태가 11.5 dB (14.6% 증가)의
전자파 차폐효과가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3. 금속격벽의 전자파 차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결론
3.1 상기 시험성적의 전자파 차폐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속격벽에는 도장을
적용하지 않고, 그 두께가 두꺼울수록 전자파 차폐효과 (Screen-Effect)가
가장 많이 증대됨을 파악할 수 있음.
3.2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U.T Pole용 금속격벽은 전자파
차폐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알루미늄 압출 상태에서 도장을 적용하지
않고, 두께도 1.5t 이상(WD70 모델은 2.0t) 두껍게 한 알루미늄 소재의
금속격벽을 적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Ạ㜡

3.5 마지막으로 격벽의 구조를 상기와 같이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금속
격벽에 대한 접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자파 차폐효과는
무용지물이 되므로, 반드시 금속격벽 고정용 금속 나사와 U.T Pole간을
연결해주는 Joint-Connector를 통한 연접접지가 씨스템 접지와의 끊김없는
연접접지(접지의 연속성)가 실현되게 하여 줌으로서 비로서 전자파 차폐
효과가 확립 된다.

1.5

ᵉ㤸㉔
1.5
Ạ㜡ᵉ㤸㉔

Ạ㜡

124

1.5

50

㚱㤸㉔
㚱㤸㉔
Ạ㜡

50

3.4 금속격벽 상단부와 커버 하측부의 홈, 그리고 금속격벽 하단부와
U.T Pole 본체 하단부의 홈과는 전자파 차폐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밀결합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금속격벽이 장착된 외형 및 단면 사진(WB50)

1.5

3.3 또한 U.T Pole내 강전선 구역과 약전선 구역, 그리고 약전선 구역과
외부와는 완전 밀폐 (Totally-Enclosed)된 구조의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므로 전자파 차폐를 차단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며

㚱㤸㉔
Ạ㜡

금속격벽이 장착된124
단면도 (WB50)

㚱㤸㉔
Ạ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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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격벽의 전자파 차폐효과(SE)를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과 대책
4. 전자파 차폐 그래프 및 시험성적서
4.1 금속격벽의 전자파 차폐 그래프

1.5t 두께에 도장이 미적용 된 금속격벽용
전자파 차폐 그래프

1.2t 두께에 도장이 적용 된 금속격벽용
전자파 차폐 그래프

4.2 전자파 차폐 시험성적서 (1.5t 두께에 도장 미적용 된 금속격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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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간 결합용 Joint-Connector의 다중 기술 (Versatile-Tech)

1. U.T Pole간의 접속에 관한 국내외 기술 기준
1.1 국내외의 기술 기준
* 국내 기술 기준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③항 1호
- 요구 사항 :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 국제규격의 한국산업화 규격 : KS C IEC 61084-1 10항, 12항
- 기계적 특성 요구 사항 : 시험 후 본체의 분해 또는 커버의 이탈,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전기적 특성 요구 사항 : 전기연속성을 갖는 덕트/트렁킹은 본딩, 접지, 보호도체로 사용될 수 있다.

2 Joint-Connector의 사양 및 접지 본딩으로서의 전기적 규격 확인
2.1 Joint-Connector의 사양
̍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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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체저항은 공인 시험기관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실 시험 측정값으로 시험성적서 참조.

˱չࢢܕ-RLQW&RQQHFWRUࢂݤ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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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oint-Connector의 접지
본딩으로서의 규격 확인
- 상기 사양에서 ࢻएࠉݤ۽ܖଵ
Joint-Connector 1개의ĆP
도체저항에 해당되는 HFIX 전선은 6 mm2인데,
당사 모든
ࢻएࢵତ
Ć 모델의 각 U.T. Pole
에는 접지 본딩용으로 기본 2개씩(최대 4개)의 Joint-Connector를 사용하므로, U.T. Pole 접지 본딩용으로 사용되는
.6&,(&
.6&,(&
Joint-Connector의 전선 규격은 10 mm2에
해당 되므로 이를 U.T Pole내에 포설 될 전선 사이즈와 수량을
감안하여
ݤଵʅ
ݤଵʅ
ତ
ତ
설계 및 시공에 참고할 수 있음.
2.3
U.T Pole을 매달아 설치하는 경우의Ƞ[
Joint-Connector 장착
수량 권고사항
ȠȠȠȠȠȠ[ࢇଜ
ȠȠࡶট˕׃ଡ

* U.T Pole을 매달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에 설치할 때보다 외부 충격 등에 대하여
더 큰 결합력 이 요구되므로 "WB50" 및 “WD70" 모델의 경우에는 최소한 4개
&X
)H
=Q
(바닥면 2개 + 측면 2개)의 Joint- Connector를
설치할 것을3E권장 함.
-2,17&211(&725ࢂ
̍ʸU.T Pole간 결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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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방식별
참조 (본 U.T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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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oint-Connector의 전기적 연속성 및 소재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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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Connecto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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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V-CHECK MARK 인증 시험성적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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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간 결합용
Joint-Connector의
다중 기술 (Versatil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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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Connector는 KS 규격의 화학성분 검사에서 Pb(납) 성분이 없는 친환경(Pb-Free) 소재의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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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 성적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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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본체와 Joint-Connector와의 기계적 결합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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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소재인 Joint-Connector는 알루미늄 소재인 U.T Pole 본체보다 기계적 강도가 높아 보다 더 견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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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
Pole 본체와 Joint-Connector의 기계적 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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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은 기본적으로 U.T Pole 본체간에 Joint-Connector를
각 2개씩
결합하여 인장
시험을 한 결과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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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은:%%
해당 규격과 기준치가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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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의 기계적 강도(정하중 시험, 충격시험) 시험 분석
1. U.T Pole과 시중 덕트의 기계적 정하중 시험 (Static-Load Testing) 분석
1.1 U.T Pole과 시중 덕트의 정하중 시험 분석 결과
* 규격이 동일하지 않아 동일 조건의 비교는 안되나, 대략 균등하중 시험이나 집중하중 시험에서 U.T Pole의
휨 정도가 시중덕트에 가한 하중의 약 2배의 하중을 가했을때의 휨 정도와 비슷한 결과 이므로 U.T. Pole이
시중덕트 보다 정하중(static-Load)에 있어서 2배 이상 강건 구조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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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하중 시험은 60Kg, 120Kg, 240Kg, 360Kg의 각 하중재를 각 모델별로 트렁킹/덕트위에 적재한 후 각각의 휨 정도를 측정함.
* 집중하중 시험은 트렁킹/덕트의 중앙 지점에서 10Kg, 40Kg, 50Kg, 100Kg, 130Kg, 150Kg의 수직 힘을 아랫방향으로 당겨서 각각의 휨 정도를 측정함.
* 공인시험기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2 정하중 (UDL + CL)시험 방법

균등분배 하중 시험

집중하중 시험

(UDL : Uniformly Distributed Load Testing)

(CL : Concentrated Load Testing)

2. U.T Pole의 충격 시험 등급
* 당사 U.T Pole 제품은 V-CHECK MARK인증의 충격시험 (KS C IEC 61084-1, 10.3항) 5단계 등급 중, 본체의 두께를
̎ҟଜࣸࢉɼݤஅࢽѦ
खࣸଜࣸࢉɼݤஅࢽѦ
खࣸଜࣸࢉɼݤஅࢽѦ
두껍게 하고, 또한 본체와 커버의 결합력 유지를 위하여̎ҟଜࣸࢉɼݤஅࢽѦ
엇물림식 강건 구조로 설계 (Robustic
Design)한 결과, 최상위 등급인
PP
PP
PP
PP
Яִࢶ
Яִࢶ
˱ٗ
˱ٗ 충격에도
ֻљ
ֻљ
̍ʸ
“매우강함"
견딜 수̍ʸ
있도록 설계된 제품임.
(V-CHECK
MARK인증
시험성적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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Ά͟΅͑ΠΝΖ͑愕͑͑噾犢愶分汞͑昪獞͑击斲捊͑捊剖祢

U.T Pole 제품의 경제성 분석

͙懾͑击斲捊͑捊剖祢垚͑噾犢殯͑愶分͑击憛汊͑Ά͟΅͑ΠΝΖ͙͑理決挚͑瞾崇疿͑柢枪癢͚͑击憛求嵢͑堆熺穢͑凃殶汞͑击斲捊庂͑捊剖穢͑沖巒沊͚

ͣͣ͑͟͢͡͡͡

Ά͟΅͑ΠΝΖ͑愕͑͑噾犢愶分汞͑昪獞͑击斲捊͑捊剖祢
噾怺捊͑͑愕͑͑击峏

击斲捊
沖͑͑͑沲͑͑͑律
昪͑獞͑勢͑冯
沖͑沲͑捊
͙懾͑击斲捊͑捊剖祢垚͑噾犢殯͑愶分͑击憛汊͑Ά͟΅͑ΠΝΖ͙͑理決挚͑瞾崇疿͑柢枪癢͚͑击憛求嵢͑堆熺穢͑凃殶汞͑击斲捊庂͑捊剖穢͑沖巒沊͚
爣͑击峏 击斲捊͑͑穯凊
捊氮
噾͑怺͑捊
͙;͠͵͚
ͣͣ͑͟͢͡͡͡
Ά͟΅͑ΠΝΖ͑͑击斲
橒差惾垊͙͑Ͳ͑ͧͧͤ͡΄͚
ͣͧͤͥͧͧ͢͢͝͝ ͣͨͤͤͦͩͥ͢͝͝
ͣ͢͡
ͤͪͨͧͩͣͥͦ͝͝
͖ͧͣ
͙理決挚͑瞾崇疿͑柢枪癢͚
ͨ͡Έ͑Ω͑ͦ͑͡Ω͑ͦ͢͟Υ

穳͑徯

͢

ͣ 穳͑徯

噾犢͑愶分͑击斲
沖͑͑͑沲͑͑͑律
͙΄΅ͶͶͽ͑ʹͿ͵Άͺ΅͚

Ά͟΅͑ΠΝΖ͑͑击斲
͢
Ό击斲捊͑捊剖͑冶刂Ύ
͙理決挚͑瞾崇疿͑柢枪癢͚

橊櫶壊͑儛分͝
昪͑獞͑勢͑冯
ͧ͢ʹ͑ͣͣ͝ʹ͑ͣͩ͝ʹ
橒差惾垊͙͑Ͳ͑ͧͧͤ͡΄͚
ͨ͡Έ͑Ω͑ͦ͑͡Ω͑ͦ͢͟Υ

噾怺捊͑͑愕͑͑击峏

沖͑沲͑捊
ͤͦͪͩͧͦͥ͝͝

击斲捊

爣͑击峏
ͧͦͨͦͥͥͣ͡͝͝
ͣͥͪ 击斲捊͑͑穯凊
ͧͥͨͥͪͧ͢͝͝͡捊氮 ͖͢͡͡
噾͑怺͑捊
͙;͠͵͚

ͣͧͤͥͧͧ͢͢͝͝ ͣͨͤͤͦͩͥ͢͝͝

ͣ͢͡

洎儖氮 ͖ͧͣ ͖ͤͩ͞
ͤͪͨͧͩͣͥͦ͝͝

͑͢͟匶浺汞͑噾犢͑愶分͙儛分͚͑击斲汞͑击憛汊͑埿斲汞͑Ά͟΅͑͟ΠΝΖ͙͑理決挚͑瞾崇疿͑柢枪癢͚͑击斲汞͑击憛求嵢͑堆熺穞櫲͑击斲穞垚͑凃殶͑͝Ά͟΅͑ΠΝΖ͑击斲͑击憛決
噾犢͑愶分͑击斲
橊櫶壊͑儛分͝

ͣ

ͤͦͪͩͧͦͥ͝͝

͙΄΅ͶͶͽ͑ʹͿ͵Άͺ΅͚
ͧ͢ʹ͑ͣͣ͝ʹ͑ͣͩ͝ʹ
͑͑͑噾犢愶分͑击斲͑击憛͑堆捊͑檃͖͑ͤ͑͡決旇汞͑击斲捊儆͑洎儖͑夞垚冉求嵢͑喞痆單͟

ͧͦͨͦͥͥͣ͡͝͝

ͣͥͪ

ͧͥͨͥͪͧ͢͝͝͡

͖͢͡͡

洎儖氮

͖ͤͩ͞

Ό击斲捊͑捊剖͑冶刂Ύ
ͣ͑͟勾庲処͑祢渆禎晎櫖͑汞穢͑Ά͟΅͑ΠΝΖ͑爣͑击峏決͑噾犢愶分͑击斲汞͖͑ͦ͡嵢͑洎儖夢埪͑穮汆͑͑͝噾犢愶分͑击斲͑击憛͑堆捊͑Ά͟΅͑ΠΝΖ͙͑理決挚͑瞾崇疿͑柢枪癢͚
͑͑͑击斲͑击憛決͑檃͑ͣ͑͢͠洛壊嵢͑击斲匶儊汊͑埮犛穦͑朞͑沎汒汊͑汞惾穮͟
͑͢͟匶浺汞͑噾犢͑愶分͙儛分͚͑击斲汞͑击憛汊͑埿斲汞͑Ά͟΅͑͟ΠΝΖ͙͑理決挚͑瞾崇疿͑柢枪癢͚͑击斲汞͑击憛求嵢͑堆熺穞櫲͑击斲穞垚͑凃殶͑͝Ά͟΅͑ΠΝΖ͑击斲͑击憛決
͑͑͑噾犢愶分͑击斲͑击憛͑堆捊͑檃͖͑ͤ͑͡決旇汞͑击斲捊儆͑洎儖͑夞垚冉求嵢͑喞痆單͟

Ό冲͑洇͑͑匶͑渆͑愕͑͑洇͑殯͑匶͑渆Ύ
ͣ͑͟勾庲処͑祢渆禎晎櫖͑汞穢͑Ά͟΅͑ΠΝΖ͑爣͑击峏決͑噾犢愶分͑击斲汞͖͑ͦ͡嵢͑洎儖夢埪͑穮汆͑͑͝噾犢愶分͑击斲͑击憛͑堆捊͑Ά͟΅͑ΠΝΖ͙͑理決挚͑瞾崇疿͑柢枪癢͚
͑͑͑击斲͑击憛決͑檃͑ͣ͑͢͠洛壊嵢͑击斲匶儊汊͑埮犛穦͑朞͑沎汒汊͑汞惾穮͟
͑͢͟击斲捊͑捊剖祢汞͑旇显͑喺櫳汆͑旇显͑喺櫳昢庂͑焾浶͟

ͣ͑͟沖沲捊垚͑恂儆沖巒͑ͣͣ͡͡噊͑͢͡毚笾͑愞欇穮͟

Ό冲͑洇͑͑匶͑渆͑愕͑͑洇͑殯͑匶͑渆Ύ
ͤ͑͟噾怺捊垚͑堆穢兺昪笗箒͑愢祢͑ͣͣ͡͡噊͑旇愞匶͑柢渗͑噾沊埮儆庂͑洇殯穮͟
ͥ͑͟禎汆͑祢渆禎晎͑击峏汞͖͑͢͡͡庂͑洇殯穮͟
͑͢͟击斲捊͑捊剖祢汞͑旇显͑喺櫳汆͑旇显͑喺櫳昢庂͑焾浶͟
ͣ͑͟沖沲捊垚͑恂儆沖巒͑ͣͣ͡͡噊͑͢͡毚笾͑愞欇穮͟
ͦ͑͟懾͑击斲捊͑捊剖垚͑ΠΠ兺昪笊沫͑ΠΠΠ͑櫶割壟͑庲微塾廇击斲͑柪竞柪汞͑噾犢愶分͙͑΄΅ͶͶͽ͑ʹͿ͵Άͺ΅͚击斲庂͑Ά͟΅͑͟ΠΝΖ͙͑理決挚͑瞾崇疿͑柢枪癢͚͑击斲嵢͑
ͤ͑͟噾怺捊垚͑堆穢兺昪笗箒͑愢祢͑ͣͣ͡͡噊͑旇愞匶͑柢渗͑噾沊埮儆庂͑洇殯穮͟
͑͑͑͑昪凊懆凃穞櫲͑欎斶汊͑碾昷穢͑沖巒沊͟
ͥ͑͟禎汆͑祢渆禎晎͑击峏汞͖͑͢͡͡庂͑洇殯穮͟
ͦ͑͟懾͑击斲捊͑捊剖垚͑ΠΠ兺昪笊沫͑ΠΠΠ͑櫶割壟͑庲微塾廇击斲͑柪竞柪汞͑噾犢愶分͙͑΄΅ͶͶͽ͑ʹͿ͵Άͺ΅͚击斲庂͑Ά͟΅͑͟ΠΝΖ͙͑理決挚͑瞾崇疿͑柢枪癢͚͑击斲嵢͑
͑͑͑͑昪凊懆凃穞櫲͑欎斶汊͑碾昷穢͑沖巒沊͟

설계 변경 전 (노출 배관 - 배선 평면도)

설계 변경 후 (U.T Pole - 배선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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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부속품 상세

배선기구 유닛커버
·모델번호 : W70-UC-F

앤드캡

배선기구 고정 붙임쇠
·모델번호 : FT-1

앤드캡

금속 격벽 (미도장)
·모델번호 : WAB50-DD1

앤드캡

금속 격벽 (미도장)
·모델번호 : WD70-DD2

조인트 커넥터

·모델번호 : WA50-EC

·모델번호 : WB50-EC

·모델번호 : WD70-EC

수평형 둥근커버

수평형 둥근커버

수평형 둥근커버

아우터 둥근커버

·모델번호 : WA50-HR

·모델번호 : WB50-HR

·모델번호 : WD70-HR

·모델번호 : WA50-OR

아우터 둥근커버

아우터 둥근커버

이너 둥근커버

·모델번호 : WB50-OR

·모델번호 : WD70-OR

·모델번호 : WA50-IR

이너 둥근커버
·모델번호 : WD70-IR

수직형 엘보
·모델번호 : WA50-VE

수직형 엘보
·모델번호 : WB50-VE

·모델번호 : JC

이너 둥근커버
·모델번호 : WB50-IR

수직형 엘보
·모델번호 : WD70-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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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부속품 상세

수직형 티

수직형 티

·모델번호 : WA50-VT

·모델번호 : WB50-VT

수직형 리듀서티

수직형 리듀서티

·모델번호 : WDA-VT

수평형 엘보

·모델번호 : WDB-VT

수평형 티

수직형 티
·모델번호 : WD70-VT

수평형 엘보
·모델번호 : WA50-HE

수평형 티

·모델번호 : WD70-HE

·모델번호 : WA50-HT

·모델번호 : WB50-HT

수평형 리듀서티

수평형 리듀서티

수평형 리듀서티

·모델번호 : WBA-HT

·모델번호 : WDA-HT

수평형 크로스

수평형 크로스

·모델번호 : WB50-HC

·모델번호 : WD70-HC

·모델번호 : WDB-HT

이너 엘보
·모델번호 : WA50-IE

수직형 리듀서티
·모델번호 : WBA-VT

수평형 엘보
·모델번호 : WB50-HE

수평형 티
·모델번호 : WD70-HT

수평형 크로스
·모델번호 : WA50-HC

이너 엘보
·모델번호 : WB50-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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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부속품 상세

이너 엘보
·모델번호 : WD70-IE

행거

아우터 엘보
·모델번호 : WA50-OE

행거

아우터 엘보
·모델번호 : WB50-OE

행거

아우터 엘보
·모델번호 : WD70-OE

베이스플레이트/반쪽형

·모델번호 : WA50-HG

·모델번호 : WB50-HG

·모델번호 : WD70-HG

·모델번호 : WA50-BP1

베이스플레이트/반쪽형

베이스플레이트/반쪽형

베이스플레이트/전체형

베이스플레이트/전체형

·모델번호 : WB50-BP1

·모델번호 : WD70-BP1

·모델번호 : WA50-BP2

·모델번호 : WB50-BP2

베이스플레이트/전체형
·모델번호 : WD70-BP2

커버 접지용 본딩접지선
(Pig-Tail)
·모델번호 : BW2

리듀서 / 벽부형
·모델번호 : WBA-R1

리듀서 / 천장형
·모델번호 : WBA-R2

본체 접지용 본딩접지선
(Pig-Tail)
·모델번호 : B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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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Cable Trunking System) 설치 입체 상세도

번호 모델번호

1

규격

비고

WA50 70W x 50H x 1.5t x 2.0M BODY & COVER

번호 모델번호

규격

비고

번호

모델번호

규격

비고

10

WB-IE 124W x 50H x 1.5t x 150L INNER ELBOW

19

W70-UC-F 70W x 15.8H x 1.5t x 140L UNIT COVER - FLAT (기구부착용)
W70-UC-R 70W x 27H x 1.5t x 140L

2

WB50 124W x 50H x 1.5t x 2.0M BODY & COVER

11

WB-OE 124W x 50H x 1.5t x 150L OUTER ELBOW

20

3

WA-HE 70W x 43.5H x 1.5t x 150L HORIZONTAL ELBOW

12

WB-VE 124W x 50H x 1.5t x 150L VERTICAL ELBOW

21

4

WA-IE 70W x 43.5H x 1.5t x 150L INNER ELBOW

13

WB-HT 124W x 124W x 50H x 1.5t x 245L HORIZONTAL TEE

22

WA50-EC 70W x 50H x 1.5t

END CAP

5

WA-OE 70W x 43.5H x 1.5t x 150L OUTER ELBOW

14

WB-HC 124W x 250W x 50H x 1.5t x 270L CROSS ELBOW

23

WB50-EC 124W x 50H x 1.5t

END CAP

6

WA-VE 70W x 43.5H x 1.5t x 150L VERTICAL ELBOW

15

WBA-HT 124W x 70W x 50H x 1.5t x 245L REDUCING HORIZONTAL TEE

24

WA50-BP-2 71W x 30H x 130L x 2t

BASE PLATE (FULL)

7

WA-VT 70W x 43.5H x 1.5t x 200L VERTICAL TEE

16

WBA-C 124W x 70W x 50H x 1.5t x 324L REDUCING HORIZONTAL CROSS

25

WA50-BP-1 71W x 30H x 130L x 2t

BASE PLATE (HALF)

8

WA-HC 70W x 70W x 43.5H x 1.5t x 250L HORIZONTAL CROSS

17

WBA-4C 124W x 70W x 50H x 1.5t x 288L 배선기구연설(72mmx4개소)

9

WB-HE 70W x 43.5H x 1.5t x 150L HORIZONTAL ELBOW

18

WBA-4T 124W x 70W x 50H x 1.5t x 288L 배선기구연설(72mmx4개소)

UC-B

70W x 13H x 1.5t

UNIT COVER - ROUND(기구부착용)

BREAKER COVER -FLAT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결합 상세도

1 수평형 둥근커버(HR)

2 수평형 크로스(HC)

7 아우터 엘보(OE)

8 수평형 엘보(HE)

3 이너 엘보(IE)
9 베이스 플레이트(BP1)

4 아우터 둥근커버(OR)
10

베이스 플레이트(BP2)

5

수평형 티(HT)
11 행거(HG)

6 수직형 엘보(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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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CONNECTOR와 접지 본딩선을 이용한 U.T Pole 간 결합과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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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에 배선기구의 결합 및 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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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식 별 U.T Pole간 결합용 Joint Connector의 장착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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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방식별 U.T Pole의 Joint-Connector (J.C) 장착 개소는 상기 도면에 따라서설치할 것을 권고함.
2. WD70 모델의 U.T Pole을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선기구가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곳, 배선의 포설량이 많은 곳, 학교의 교실 등
인체의 접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의 Joint-Connector의 장착을 권고하며, WB50 및 WD70 모델을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위의 물리적 충돌에 의한 전기적인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기 도면과 같이 4개의 Joint-Connector 장착을 강력히 권고함.
3.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Joint-Connector 부품을 당사에 발주시에는 상기 설치방식을 참고하여 Joint-Connector의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한 후 발주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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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OVER와 각종 강약전선용 배선기구 부착도
UNIT COVER : W70-UC-F

UNIT COVER 단면도

UNIT COVER 외형도
* 모든 강약전선 배선기구용 UNIT COVER는 아래
도면과 같이 모두 길이 140mm로 제작함.
* Opening-Hole은 아래 상세 도면 참조.

* 재질 : 알루미늄 압출형재 (A 6063S T5)
* 두께 : 1.5 mmt
* 마감 : 백색 분체도장 (COLOR : OPTION)

CF-02

AC 250V 16A
1구용 콘센트

TEL / LAN-PORT
2구용

ڋڏڌ

CF-03

ڋڏڌ

AC 250V 16A
2구용 콘센트

ڋڏڌ

ڋڒ

ڋڒ

+ TV OUTLET
CF-04 LAN-PORT
CF-05
통합용

ڋڒ

AUDIO JACK
1구용

UNIT-COVER 천공 상세도

ڍڌ
ڑڏ
ڑڍ ړڌ ڑڍ

ڑړ

ڋڏڌ

ڋڏڌ

ڍڌ

ڋڒ

ڋڒ
ڋڒ

ړڔ
ڋڏڌ

C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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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V-CHECK MARK 인증 시험성적서
(KESCO :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증센터)

33

U.T Pole간 죠인트 커넥터 결합에 의한 기계적 특성 시험
(KTR, KCL, KTL, KILT)

죠인트 커넥터 시험 (KSD 5201)

기계적 결합력 시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U.T Pole 기계적 특성 및 화학성분 시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L

내식성 시험
(한국조명연구원) KILT

34

U.T Pole과 시중덕트의 정하중 시험 성적서
(KCL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U.T Pole의 정하중(균등하중) 시험성적서

시중덕트의 정하중(균등하중) 시험성적서

U.T Pole의 정하중(집중하중) 시험성적서

시중덕트의 정하중(집중하중) 시험성적서

35

U.T Pole 외함의 감전보호 시험 성적서
(KESCO :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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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Cable Trunking System) 사용 고객에 대한 제언
1. 금속덕트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사용과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
* 금속 덕트라는 용어는 오랜 기간 동안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87조 금속 덕트”에 의거 사용 되어온 대표적인
전기설비 중 하나의 기술기준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다.
* 그간 U.T Pole은 금속덕트로서 당사가 법인 설립(1999년 설립) 이전부터 본 판단기준(제187조)의 금속 덕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레 2003년에는 국제 전기규격인 IEC를 KS 규격으로 부합화한 한국산업규격인 KS C IEC 61084-1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이 제정된 바 있는데,“케이블 트렁킹”및“케이블 덕트”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국내
전기계에 소개 되었다. 아울러 그간 국내 법규인 판단기준에서의 덕트가 비금속덕트가 아닌 금속덕트만이 허용되어 왔는데,
본 KS규격에서는 금속제와 비금속제 모두를 아우르는 규격으로 도입됨.
* 이후 그간 당사가 생산 및 판매 하여온 U.T Pole은 유럽 규격 및 IEC 규격을 참조하고 당사의 축척된 특허 기술력을 가미하고
본격적으로 국제 규격인 IEC를 기반규격으로 한 KS C IEC 61084-1 규격에 의거 보다 더 Up-Grade된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공인 시험기관(KTC, 2004년 2월 6일) 으로 부터 KS C IEC 61084-1 규격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제품을 생산 하기 시작하였다.
* 또한 본 KS 규격을 기준으로 V-Check Mark 인증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인증센터에서 U.T Pole이 국내 최초로
V-Check Mark 인증을 취득 (KESCO-071001-01, 2009년 12월 3일)한 바 있으며, 금속재의 소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는
국내에서 U.T Pole이 유일하다.
* 본 KS 규격에서는 전선이나 케이블을 포설하고 배선기구등을 장착하는 전기 설비로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Cable Trunking
Systrm)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 (Cable Ducting System) 두 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당사가 그간 인증을 취득하고 생산하여
온 U.T Pole은 덮개가 개폐 가능한 구조의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 그런데 국내에서 어느 제품이던 KS 인증 제품이 되기 위하여서는 현행 한국산업표준 법적 구비요건인 KS 규격과 KS 인증
기준 모두가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본 KS C IEC 61084-1의 규격은 KS 규격만 마련되어 있고 KS 인증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당사의 U.T Pole 제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인증만 필한 제품이며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 본
KS C IEC 61084-1의 규격에 의한 KS 인증 제품으로의 취득은 불가한 실정이다.

* 또한 본 KS 규격이 제정된 이후에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KS C IEC 61084-1의 규격은 반영되지 않고 금속덕트
조항만 계속 유지하여오고 있으며, 대신 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2018년 3월 9일 제정된 한국전기설비
규정(KEC)에서 비로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에서 규정되게 되었다.
* 본 판단기준과 KEC의 법적 효력은 아래의 표와 같은 일정으로 시행되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은 2020.12.31일부로
폐기되며, 새로이 대체되는 KEC는 법적으로 판단기준의 대체지위를 갖게 되어 2021.01.10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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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렁킹 시스템과 케이블 덕트 시스템에 대한 판단기준과 KEC의 제개정 시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조항
유효기간과
시행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호, 2018.03.0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
1.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2018.03.09
2020.12.31까지 유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03.09
2021.01.01부터 시행

2.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과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정의
* 현제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용어인 “ 금속덕트“는 오직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에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의 기준으로 삼아오고 있다.
* 그런데 금속덕트에 대한 현존하는 국내 법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에서는 덮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털어 그 용어를 “금속 덕트”라 정의되어 왔지만, 향후 본 KS 규격을 기반으로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이를 덮개가 있고 없음에 따라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과 케이블덕트 시스템으로 분류하게 된다. 즉 기존의 덮개가 있는
덕트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으로, 덮개가 없는 덕트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으로 나뉘어 부르게 된다.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및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정의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케이블 덕트 시스템

IEC 61084-1

3.1.1 A system of closed enclosures
comprsing a base with a removable cover
intended for the complete surrounding of
insulated conductors, cables, cords and/or
for the accommodation of other electrical
equipment.

3.1.2 A system of closed enclosures
of non-circular section, for insulated
conductors, cables, and cords in electrical
installations, allowing them to be drawn in
and replaced.

KS C IEC
61084-1

3.1.1 절연 도체, 케이블, 코드를 완벽하게
둘러 싸거나 기타 전기설비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밀폐된 외함으로, 탈착식 덮개가
있으며 베이스를 포함한다.

3.1.2 전기설비에서 절연 도체, 케이블 및
코드를 수용하기 위한 비원형 단면의 밀폐된
외함으로, 절연 도체, 케이블 및 코드의
인입과 교체가 허용된다.

KEC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표 232.2-3 공사
방법의 분류) :
금속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표 232.2-3
공사방법의 분류) :
본체와 커버 구분 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
덕트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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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S 규격 기준에 의한 U.T Pole의 성능과 품질 수준
3.1 전자파 차폐 효과
* 외부로부터 또는 통합 배선되는 강전선으로 부터 보호 시키기 위한 전자파 차폐효과 (EMC Screen Effect)를 증대 시키고
화재 안전으로도 보호하기 위한 격벽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알루미늄 소재인 금속 격벽으로 두께도 두껍게
반영하고, 금속 격벽에는 도장을 적용하지 않게 하므로서 전자파 차폐효과가 높다는 기술적인 종합 결론하에 알루미늄
(A 6063S) 금속 격벽에 도장을 적용하지 않고 1.5t 두께로 하여 우수한 전자파 차폐효과를 입증하였다. (KTL 시험성적서 참조)
* 그리고 수직으로 설치되는 격벽의 구조도 커버와 맞닿는 커버하부 구조와 U.T Pole 본체 바닥의 구조는 금속 격벽과 적절한
밀결합 (Totally-Enclosed) 구조가 되도록 설계되어 전자파 차폐효과를 증대 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 또한 격벽의 규격과 구조를 상기와 같이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KS C 61084-1의 규격에서 요구하는 금속격벽에 대한
적절한 접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자파 차폐효과는 무용지물이 되므로, 반드시 금속격벽용 금속 나사와 U.T Pole간을
연결해주는 Joint-Connector를 통한 연접접지가 건물 전기설비의 씨스템 접지와의 끊김이 없는 접지가 실현되게 하므로서
비로서 온전한 전자파 차폐효과가 확립된다.
3.2 U.T Pole의 전기적, 기계적 성능과 품질
3.2.1 Joint-Connector의 접지 성능
* U.T Pole간 연결 매체인 황동 소재의 Joint-Connector의 단면적은 U.T Pole의 대표 규격 중 최소 사이즈이자
Joint-Connector가 2개가 소요되는 WA50 모델 기준 시, 2개의 단면적은 16.5 ㎟ 이지만, 공인기관 시험에 의한 실제 측정한
도체 저항값으로 환산시에는 10 ㎟에 해당 되며, 이를 역으로 환산하면 약 200A의 배선설비를 포설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접지선의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2 Joint-Connector의 접지 연속성 성능
* KS C IEC 61084-1의 12항에서는 접지의 연속성 유지를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정 접지값은 0.05 (Ω/m)을
초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U.T Pole의 접지 연속성 값은 규정치의 약 8% 수준이어서
제품의 특성상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에 설치되는 U.T Pole이 전기적으로 안전함이 확인되었다.
3.2.3 U.T Pole 본체와 Joint-Connector와의 기계적 결합력
* U.T Pole과 Joint-Connector간의 기계적 결합력을 유지해주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알루미늄 소재인 U.T Pole 본체와
황동 소재인 Joint-Connector간 결합체와의 인장강도는 Joint-Connector가 U.T Pole 본체의 약 1.4배 정도가 되므로 JointConnector가 U.T Pole간 기계적 결합체로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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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U.T Pole 본체에 대한 기계적 충격 효과
* U.T Pole 본체에 대한 충격 시험에서는 KS C IEC 61084-1의 10.3항에 의거 5단계의 충격 강도 중 가장 높은 5 단계인
“매우 강함”으로 판정되어, U.T Pole의 기계적 강도 및 구조가 강건 설계(Robustic-Design)의 기술로 V-Check Mark
인증에서 입증된바 있음.
3.2.5 U.T Pole과 시중 금속 덕트와의 기계적 정하중 강도 비교
* 당사의 주력 제품 U.T Pole 세 종류 모델과 현존하는 시중의 금속 덕트 세 가지 규격을 균등분배 하중시험과 집중하중
시험인 정하중 시험(Static-Load Testing) 결과는 종합적으로 U.T Pole이 시중 금속 덕트에 비하여 평균 약 2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됨.

4. 공사비가 절감되며 균일한 공사 품질이 유지되는 U.T Pole
* 노출공사 공법의 U.T Pole은 대게 노출 배관공사 공법인 강관의 대체공법으로 주로 활 용하는데, 소재가 철재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취급이 용이하고 엘보등 부자재의 규격이 모두 표준화되어 설치 현장에서의 절단 및 가공 작업이
획기적으로 적기 때문에 약 30% 이상의 공사비가 절감되며 공사의 품질도 노출 강관배관 공법에 비하여 저숙련공이 수행
하더라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U.T Pole이 건축현장의 전기자재 강약전 배선계 종단 처리자의 해결사인 First-Mover 로서 엄격한 법적 기준의
규격을 갖추고 다양한 기술적 성능과 높은 품질의 구비, 그리고 균일한 시공품질 수준의 특성을 가진 U.T Pole을 설계에
적용하게 되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및 건물관리업체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익의 공유와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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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내 전선 수용량 산출표

1. U.T Pole내 전선 수용 점유율 관련 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①항 2호 및 내선규정 2240-3절 참조.

경제적인 전선 포설 방법 예시 (WB50 모델 예시)
U.T Pole을 활용하여 저압 옥내배선을 포설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220V 콘센트의 몸체 높이가 높아 실질적으로 전선 수용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콘센트 보조대를 활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음.

*콘센트용 보조대 (10mmH) 사용시 WA50 모델의 경우는 약 170% (HFIX 2.5mm2 기준), WD70 모델의 경우는 약 130%
(HFIX 4.0mm2 기준)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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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설치 예시도
실험실 설치예 #1

병원시설 설치예 #2

U.T Pole®

DATA LINE
POWER LINE

U.T Pole®

TEL LINE

POWER LINE

U.T Pole®

DATA LINE
POWER LINE

U.T Pole®

은행 Desk-Top 설치예 #3

작업장의 설치예 #4

U.T Pole® / POWER POLE® 과 LITE-WAY®결합 설치도
POWER POLE®과 LITE-WAY®는 U.T Pole®의 자매품으로서, 세가지 브랜드 제품 모두 특허기술이 적용된 신기술 제품으로서,
POWER POLE®은 U.T Pole® 기능에 배선용 차단기와 계량기를 일체화 시킨 소형 분전반 기능을, LIT-WAY®는 전력신기술 인증제품
으로 금속덕트와 등기구와 배선을 일체화시킨 제품으로서 모두가 U.T Pole®과 같이 결합 및 설치될 수 있도록 고안된 신기술성의
제품군임.

LITE-WAY®

ࡣंୢࢱ
ധंୢࢱ

POWER POLE®
U.T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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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 ROOM 내 U.T Pole 배선공사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의 사용상 장점
1. 클린룸 내부 환경에 적합한 재료

세로방향 결합방식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사용시 장점
알루미늄 재질이며 분체도장으로 마감하여 외관이 미려하다.
내부 부품은 금속재질로 산화피막된 부자재 사용하여 내구성이 높다.
절연성 분체도장을 적용하여 전기적 절연성이 높다.
금속제의 모든 부품과 금속격벽은 등전위 접지본딩되어 전기적 안정성이 좋다.
전기·통신 회선간에 접지된 금속격벽으로 완전한 전자유도 차폐실현.
본체용 접속자재의 규격화로 표준화된 공사 구현.

가로방향 결합방식

2. 분전함 결합이 용이한 공사 공법

분전함 주변 시설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 사용시 장점
수평 수직부 시설이 편리한 자재와 규격화 부품으로 구성됨
모든 부품은 알루미늄과 철재부품으로 충격 유지강도가 있음.
분전함의 위치에 관계없이 자유 접속 가능함.

분전함과 플렌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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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 ROOM 내 U.T Pole 배선공사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의 사용상 장점
3. INNER 및 OUTER 부속자재를 적용한 마감 공법

INNER OUTER 결합전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 사용시 장점
INNER 와 OUTER를 규격화 부품으로 구성함.
모든 부품은 알루미늄과 철재부품으로 충격 유지강도가 있음.
코너부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유 결합과 시설이 가능함.
내부에서 볼트 조임방식으로 외관에 미려함을 제공함.

INNER OUTER 결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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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50 U.T Pole 모델을 적용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특수교실 통합배선 전기공사)

፫ႄవဵௗཔ

WA50 모델에 적용한 접속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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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내 U.T Pole 실적용 공법 예시도 #1 (WA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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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내 U.T Pole 실적용 공법 예시도 #2 (WA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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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내 U.T Pole 실적용 공법 예시도 #3 (WB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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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시방서
(Specifications for Cable Trunking System)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사무용 건물의 사무기기용 컴퓨터, 전화기, 복
사기, 프린터기, 그리고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의 동력설
비, 전열설비, MATV 설비, CCTV 설비, 방송설비, 음향설비,
자동화 설비, 전화설비, LAN 설비에 전원 공급용 및 약전선
용 전선 (WIRE, CABLE) 등의 배선을 포설하는 경우, 수납
되는 이들 강약전류 전선과 또한 이들 전선류들과 접속하는
배선기구를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며 본 설비들을
동시에 외부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외관상 실내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선덕트 구조의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Cable Trunking System)에 적용한다.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은 덕트의 기본 기능인 전선의 수납
은 물론, 각종 배선기구의 부착이 가능하며, 내부에 착탈식
금속격벽을 설치하여 전자파 차폐 및 강약전류 전선의 분리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간에
기계적인 결합과 접지 본딩 매체인 Joint-Connector를 활
용하여 기계적인 결합력 강화 및 전기적 접지연속성 기능을
부여하며, 또한 강건구조 (Robust Design) 설계에 의한 본
체와 커버의 결합력에 대한 기계적 충격기준을 강화한 제품
으로서 이러한 기술은 모두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인 특허기
술로서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KS C IEC
61084-1 규격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험을 취득한 제품
을 생산하게 되였으며, 아울러 본 규격에 의한 V-CHECK
MARK 인증을 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게 되므로서 국내의
기술기준에는 정의되지 않은 “트렁킹“ 이란 개념을 국제규
격의 기술기준에 의거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이하 U.T Pole)에 대하여 규정하고저 한다.

처리는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 유지를 위하여 기본 백색
분체 도장을 적용하며, 컬러 색상(Option 사항)도 가능하다.
2) U.T Pole의 공사에 사용하는 규격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 설계자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국내외 기술기준
① 금속 덕트공사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①~④항
②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 KS C IEC 61084-1
③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232-2조/232-9조
④ 금속덕트 :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3.9.5항
(국토교통부)
⑤ 전기 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
한국 전기안전공사 V-CHECK MARK 안전인증 품평가기준
나) 지적재산권의 기술
① 특허등록 10-1019126 (배선덕트 분리공간 구조)
② 특허등록 10-1040186 (배선덕트 커버)
③ 특허등록 10-0354485 (외부 접속홈이 형성된 배선덕트)
④ 특허등록 10-0360752 (배선덕트용 코너 연결장치)
⑤ 특허등록 10-0641814 (배선덕트의 연결구조)
⑥ 특허등록 10-0966113 (배선덕트용 콘센트 고정구)

Definition of Cable Trunking and Ducting System
( CT와 DS의 정의 )
분류

2. U.T Pole 의 규격과 구조
2.1 U.T Pole 의 규격
1) U.T Pole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가) U.T Pole은 KS D 6759인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A 6063S T5)의 것으로 제작한다.
나) U.T Pole의 본체, 커버 및 격벽의 길이는 기본 2.0 M
이며, 길이의 증가 (Option 사항)는 가능하며 단위
증가분은 0.5 M 씩으로 한다.

IEC 61084-1 3.1

KS C IEC 61084-1 3.1

A system of closed
enclosures comprising a
base with a removable cover
Cable Trunking intended for the complete
System
surrounding of insulated
conductors, cables, cords
and/or for the accomodation
of other electrical equipment.

절연도체, 케이블, 코드선을
완벽하게 감싸거나 또는 기타
전기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착탈식 뚜껑이 있는 베이스로
구성된 밀폐된 외함의 방식

A system of closed
enclosures non- circular
section, for insulated
Cable Ducting
conductors, cables,
System
and cords in electrical
installations, allowing them
to be drawn and replaced.

전기설비에서 절연 도체, 케이
블, 코드선 을 위한 비원형 단
면의 밀폐된 외함의 방식으로,
절연도체, 케이블 및 코드선의
인입과 교체가 허용 된다.

* 그외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트의 기술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다) U.T Pole의 본체 내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하며 본체와 접속되는 모든 접속
부자재 (Elbow, Tee, Cross 등)의 내부는 전선피복
훼손 방지용 전선 보호판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 U.T Pole의 본체, 커버 및 접속 부자재의 외부 마감

제187조 ①~④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2조/232-9조에서 정의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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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T Pole의 구조
U.T Pole은 Duct의 기본 기능인 전선수납은 물론, 강약전류
용 배선기구와의 융합기술, U.T Pole간 기계적 및 전기적
결합기술, 강약전류 전선 분리 및 전자파 차폐용 금속 격벽
등의 기술이 접목된 System으로서 전기, 전자 및 통신기기
에 전원공급과 신호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술
은 당사가 보유한 다수의 특허 기술이 융복합 되어 구현될
수 있으며 기존 시중 금속덕트 및 노출 배관공법 대체용인
U.T Pole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1) 금속 소재인 알루미늄 압출형재 (A 6063S T5)인 U.T
Pole은 기본적으로 전선수납 기능만을 수행하는 Duct 구조
체에 각종 배선기구의 장착이 가능한 Trunking 구조를 동시
에 갖는 U.T Pole로서 기존의 관로재와 시중 금속덕트의
기능을 대체 수행하는 기능의 구조 이다.
2) DUCT의 기본 기능은 전선의 수납인데 전선을 강전 류
전선만이 아닌 강약전류 전선을 같이 수납을 하기 위하여
국내법규 및 국제규격에서 요구되는 금속격벽을 사용하는데,
U.T Pole에 사용되는 금속 격벽은 바닥에 다수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어 전선의 수납 양에 따라 간단히 나사의 고정
작업만으로 격벽의 위치를 선택 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극대화된 알루미늄 금속격벽으로 한다.
3) 또한 격벽은 U.T Pole 외부로 부터의 영향이나 U.T Pole
내에 강약전류 전선을 동시 수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꺼운(1.5t 이상) 금속성 알루미늄
소재에다 절연성 도장으로 마감 처리 하지 않아 전자파차폐
증대효과가 있도록 한다.
4) 본체와 커버의 결합구조는 기존의 시중 덕트와는 근본적
으로 달리 엇물림식 강건 구조이며 두께도 두꺼워서 외부의
충격 (IEC 규격에서 요구되는 5단계 중 “매우 강함” 구조)
에도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며, U.T Pole에 장착된 콘센트에
서 Plug를 빼낼 때에도 콘센트 가 빠지지 않고 충분히 견디
도록 설계된 기능의 제품으로 한다.
5) U.T Pole 본체와 본체 간 결합구조는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IEC 규격 에서도
엄격히 요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접지연속성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본체 간 결합은 본체인 알루미늄보다 기계적
강도(인장강도, 경도)가 높고 전기적 결합은 전기적 전도도가
높은 친환경 (Pb- Free) 구리 소재(KS D 5201)의 JointConnector를 사용하여 결합하도록 한다.
6) 직선 설치상태에서 본체가 꺾이는 부분의 모든 결합 부자
재 (ELBOW, TEE, CROSS 등) 내부에는 피복 훼손 방지판이
장착되어 전선 벗겨짐으로 인한 감전 예방 효과가 있도록
한다.
7) Trunking 기능을 가지고 있는 U.T Pole에는 시중의 모든
배선기구, 즉 전열용 콘센트, 전화나 Lan-Port용 Modular-

Jack, CATV Port 등 시중의 모든 범용성 배선 기구의 장착
이 가능하도록 고정 장치인 붙임쇠가 있으며, 본 붙임쇠는
공구 없이도 U.T Pole 본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붙임쇠와
결합 부위인 U.T Pole 본체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는
구조로 한다.
8) IEC 규격에서는 본체에 포함된 모든 금속재의 부속품도
접지 연속성을 요구하고 있어, 활선상태에서 작업자가 커버
를 벗겨 놓고 선로를 점검할 때 본체와 커버 간 접지 연속성
이 유지되지 않으면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체와 커버간에 접지 본딩선 (Pig-Tail)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한다.
10) U.T Pole 소재인 알루미늄은 철재에 비하여 내식성
이 있는데 여기에 분체도장을 적용하여 더욱 내식성이 강화
되어 있으며, 또한 분체도장의 소재는 절연성의 에폭시 도료
(도막 두께 30㎛ 이상)를 적용함으로서 내전압에 강하여
감전에 의한 위험이 낮아지는 안전성 이 강화된 제품으로
한다.

3. 시설공사
3.1 U.T Pole 에서의 배선방법
1) 사용 전선의 종류
U.T Pole 배선에는 저압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되, 적용되는
전선은 해당 공사용 설계도서 (도면 및 공사 시방서)를 참고
하여 시설하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강약전류용 전선은 다음에
준한다.
가) 강전류 전선
- HIV WIRE :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 HFIX WIRE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3341
나) 약전류용/통신용 전선
- UTP Cable :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342, ISO/IEC11801
- ECX CABLE : 고주파 동축케이블, KS C 3610
- TIV WIRE :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0
- CVV/CVV-S CABLE :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제어
용(차폐) 케이블,KSC IEC 60502-1
2) U.T Pole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 (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
함한다) 의 합계는 U.T Pole 의 내부 단면적의 20% (전광표
시장치, 출퇴근 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
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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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9.2항)

3) 동일 U.T Pole 내에 넣는 전선은 30본 이하로 한다.
4) U.T Pole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나, 단자대를 사용하거나 또는 차단기를 부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U.T Pole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 별로 구분 하고, 섞이거
나 꼬여서는 아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
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균등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
7) 전선이나 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8) U.T Pole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게 설치 하지
않거나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또한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4) 격벽을 포함한 모든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
사를 하여야 한다.

3.3 U.T Pole 시설장소의 제한

U.T Pole의 설치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 가능 한 은폐 장소나
노출된 장소에 매달아 설치하거나 벽체 설치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4 U.T Pole 시설방법

1) U.T Pole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금속 덕트공사] ③
항 1호, KS C IEC 61084-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10항 및 12항) 결합 한다.
2) U.T Pole을 수평으로 메어다는 경우의 지지점간 거리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하나 통상 안전한 시설물 구축을 위하
여서는 1.8M 거리를 권장하며 벽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한다.
3) U.T Pole의 모든 끝 부분은 부속품인 END-CAP을 부착
하여 밀폐시켜서 외부로부터 먼지나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
도록 하며, 주위 건축 시설물로 인한 물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한쪽으로 구배가 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9) U.T Pole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
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을(번호 또는 기호) 표시 한 꼬리표
를 설치하여야 한다.

4) U.T Pole은 향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
록 커버의 결합과 분리 해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위
건축 시설물과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10) 접속할 전열 배선기구가 많은 경우에는 차단기를 부설하
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5) U.T Pole에 배선기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지지 기구인
붙임쇠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하여야하며, 전기설비 등의
위치 이동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2 U.T Pole의 전기·통신 분리배선 및 그에
따른 접지방법

6) U.T Pole을 건식벽체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외부로 노출되는 장소에 시설하여 포설된 배선 이나 배선기
구의 점검이나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U.T Pole은 배선기구의 부착이 용이한 구조로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상호 이격되어 정렬이 되며 상호 혼촉
이 없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2)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옥내 통신선)과의 이격방
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96조 ②항)과 접지설
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
준(23조 ③항) 및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9.5항에 의거 시설토록 한다.
3) 트렁킹/덕트 방식에는 회로 이격용 수단이 있을 수 있으
며 트렁킹/덕트 길이 소자에 충분히 고정되어야 하며.
설비 부품 중 접근 가능한 금속 부재들은 접지 도체에 적절
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적용기준 : KS C IEC 61084-

7) U.T Pole의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
는 전선의 이동이나 쏠림을 막기 위하여 내부의 전선을 적절
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8) U.T Pole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있어서 U.T
Pole간의 접합 부위가 관통부분에 위치하지 않도록 시설하여
야 한다.
9) U.T Pole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U.T
Pole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U.T Pole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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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한다.
나) U.T Pole과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플로어
덕트, 셀룰러덕트와 접속할 때는 상호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
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0) U.T Pole의 본체나 커버를 현장에서 절단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비철금속 전용 커팅날 (권장 규격 14“, 120날)을
장착한 커팅기로 작업을 하여야 절단면이 매끄럽고 부스러기
등 잔존 이물질이 적고 깨끗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커팅기에
의한 구체적인 절단 가공 작업 방법은 당사의 카다록을 참조
바람).

3.5 U.T Pole의 배선기구 고정방법

정확히 위치하여 결합되도록 주의하여 설치 하여야 온전한 금속격
벽이 형성되어 차폐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설치하
도록 한다.
3) U.T Pole의 설치의 종단부위에는 본체와 커버를 장착한 상태에서
해당 규격의 END-CAP을 사용하여 막는다, 고정방법은 END-CAP을
U.T Pole 끝단에 부착 한 후 END-CAP과 함께 공급되는 나사를 U.T
Pole 본체 종단면의 원형 홈 두 곳에 끼워 넣어 고정 시킨다.
4) U.T Pole을 메어다는 경우에는 지정된 U.T Pole 부속품인 전용행
거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전산볼트 (권장규격 9mm Ø)
를 행거에 채울 때에는 반드시 행거 내외부 양측에 각각 너트와
와셔 (평와셔 +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여 주어야 한다.

1) 시중의 모든 범용성 배선기구는, 배선기구 전용 고정 장치인 붙임
쇠 제품을 활용하여 U.T Pole에 장착 이 가능하다.

3.7 U.T Pole의 방화구획 통과

2) 붙임쇠는, WA50 모델의 경우에는 UNIT-COVER내에, WB50 및
WD70 모델의 경우에는 U.T Pole 본체내에 형성된 슬라이딩 홈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설계도면에서 요구되어지는 위치로
슬라이딩 홈에 좌우로 붙임쇠를 밀어 넣어 위치를 정해 잡으면 된다.

3.8 U.T Pole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3) 붙임쇠의 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배선기구를 붙임쇠 안으로 밀
어 넣은 다음에 붙임쇠와 함께 공급 되는 붙임쇠 전용 나사로 배선
기구를 붙임쇠에 함께 고정하면 배선기구 설치가 종료된다.

3.6 U.T Pole의 부속자재 고정 방법

1) U.T Pole간 상호 결합되는 부분에서는 상기 3.4)항 1호에서
요구되어지는 기계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을 모두 가지는 황동소재의
JOINT CONNECTOR를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킨다.
가) 모든 U.T Pole 모델에 동일한 규격(5.5W x 3.0H x 57L)을 가지
고 있는 Joint-Connector에는 4개의 나사가 장착되어 있으며
나) 4개의 나사 중 2개는 한측의 U.T Pole에 나머지 2개는 결합
되는 다른 측의 U.T Pole에 각각 고정하며, 고정 시에는 JOINT
CONNECTOR에 장착된 나사에 적정한 장력 (권장 Torque = 8 Kgf.
cm) 으로 견고히 체결 하여야 하며, 이때 Torque Driver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정밀한 결합의 시공이 가능하다.
다) U.T Pole 간 결합 시 Joint-Connector의 설치 수량은 공사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시설 하되 별도 명기 없는 경우, WA50
모델은 바닥에 2 개, WB50 및 WD70 모델에는 총 4개 (바닥 2개 +
측면 2개)를 장착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WB50 및 WD70 모델의
U.T Pole을 천장에 매다는 경우는 반드시 JOINT CONNECTOR를
총 4개씩 설치하여야 외부의 충격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금속격벽의 설치는 설치될 전선 량에 따라 U.T. Pole 바닥에 격벽
이 설치 될 요철 돌기의 위치를 선택 하여 요홈에 끼운 다음, 공급
된 나사로 적절한 간격 (권장 간격 0.7 M 이내) 으로 금속격벽을
고정하여 설치하며, 금속격벽 설치 후 커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격벽 의 상부 부분이 커버의 금속격벽과 접속하는 요철 부위에

U.T Pole이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
로 연장되는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U.T
Pole 내부를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1) U.T Pole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U.T Pole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
는 최대 규격의 전선 이나 케이블) 을 확보하여야 한다.
2) U.T Pole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전선의 굴곡 반경에 요구
되는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 U.T Pole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반드시 U.T Pole 전용 부속자
재 (ELBOW, TEE, CROSS 등)를 사용하여야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현장의 고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임의로 절단 및
가공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4) U.T Pole은 설치 전에 현장에서 Shop-Drawing을 작성하여 현장
공사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자재발주 및 설치하여야
한다.

3.9 U.T Pole의 접지
U.T Pole 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2240-5 접지(2016년) 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단 U.T Pole 간 Bonding 접지는 반드시 U.T Pole
전용 Joint-Connector를 이용 하는 Bonding 접지를 하여야 하며,
통신선로에 대한 접지는, 해당 통신공사 규정과 시방서에 따라 적합
한 접지 공사를 한다.

4.0 U.T Pole의 표시 사항

본 U.T Pole 제품의 본체와 뚜껑에는 세줄의 홈이 있습니다. 세줄
홈이 없는 제품은 당사의 제품이 아니므로 제품 구매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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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Cable Trunking System)관련 기술 규정
Ⅰ. Cable Trunking System과
Cable Ducting System의 규정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2019.11.21)

제187조 (금속 덕트 공사)
ⓛ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
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 장치·출퇴표
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
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② 금속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폭이 5cm를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 덕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
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④ 금속 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03.09)

232.9 금속덕트배선
32.9.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
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
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6.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함.
232.9.2 금속덕트의 선정
1. 폭이 50 ㎜를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232.9.3 금속덕트의 시설
1.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로 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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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은 표 232.2-2를
따르며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케이블이나 전선의 다른
설치방법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또한 표 232.2-2의 33, 40 등 번호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 “부속서
A 설치방법”에 따른 설치방법을 말한다.
표 232.2-2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설치방법
3. 표 232.2-1 및 표232.2-2의 설치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배선방법이 있다.

232 배선설비
232.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배선설비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1.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부스바트렁킹 시스템 및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외)은
표 232.2-1에 따르며, 232.17의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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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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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1 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

케이블

70,
71

50, 51,

46,

59, 52, 53

45

60

+
20,
21,

△

+

+

+

+

+

△

+

노출표면에
부착

-

6, 7,

22, 4, 5 8, 9,
23,

30, 31,
N/P

12

32, 33, 36
34

33
+ : 사용할 수 있다.
- : 사용할 수 없다.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 케이블트렁킹이 IP4X 또는 IPXXD급의 이상의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b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적절하다면 어떠한 절연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전선관시스
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트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공/기중

-

창틀 내부
문틀 내부
수중(물속)

16
15
+

△
△
△
+

16
15
+

10,
11
△
△
-

30, 31,
N/P
△
△
+

32, 33, 36
34
△
△
△

-

- : 허용하지 않음(not permitted).
△ : 해당 없음 또는 일반적으로 실용상 사용하지 않음
(not applicable).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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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2-3 설치방법에 해당하는 배선방법의 종류
설치방법

배 선 방 법

전선관시스템

합성수지관배선, 금속관배선,

케이블트렁킹시스템

가요전선관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금속몰드배

케이블덕트시스템

선, 금속덕트배선a
플로어덕트배선, 셀룰러덕트배

애자사용방법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래더, 브래킷 포함)
고정하지 않는 방법,

선, 금속덕트배선b
애자사용배선
케이블트레이배선

직접 고정하는 방법, 케이블배선
지지선 방법c
a 금속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커버를 개폐
할 수 있는 금속덕트를 사용한 배선방법을 말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선등이 상부에 시설되
는 전선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 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 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
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
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 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
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하 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b 본체와 커버 구분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덕트를
사용한 배선방법을 말한다.
c 비고정, 직접고정, 지지선의 경우 케이블의 시설방
법에 따라 분류한 사항이다.

3.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2016)
2. 자재
2.9 금속덕트 공사
2.9.1 금속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9.2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
야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
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촐퇴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
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
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3.9.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9.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9.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
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
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
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 에는 전선
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 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한다.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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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덕트 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
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
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3.9.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 간에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한다.
3.9.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9.7 접지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61084-1 (2019)
9. 구 조
9.1 어떠한 표면 또는 모서리도 도체 또는 케이블을 손상해
서는 안 된다.
위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필요시 시료를 절단한 후
겉모양 검사로 판정한다.
9.2 모든 나사, 스터드 및 기타 조임 장치는 도체 또는 케이
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슬롯(홈)형 케이블 트렁킹에는 미리 제작된 고정 구멍이 있
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구멍은 해당 제2부의 개별 규격에
따른다.
기기의 고정을 제공하는 모든 설치 기구는 해당 개별 규격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트렁킹/덕트 시스템에는 회로 이격용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단은 트렁킹/덕트 길이 소자에 충분히 고정되어
야 한다.
위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10.2의 시험으로 판정한다.
소형 나사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절연의 결함이 있는 경우
충전될 수 있는 설비 부품 중 접근 가능한 금속

부재들은, 접지 도체에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위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12.2(검토 중)의 시험으로 판정한
다.
9.3 절연 재료 트렁킹 부속품의 고정 나사 및 소형 스프링 클립
은, 도체 또는 케이블과 접촉하게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절연
재료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
9.3.1 부품 또는 덮개(있는 경우)를 트렁킹 부품에 부착하는데 사
용되는 나사는 ISO 미터 나사선을 가지거나 또는 전조형 나사이
어야 한다. 절삭형 나사는 적합한 설계 조항대로 제작되는 경우
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절연 부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고정 나사 및 소형 클립은 충전
부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부품에 연결된 장치 사이에 고장 전류
가 흐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절연 재료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
나사 고정 방법은 설치 및 정상 사용 중 발생하는 기계적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미리 형성된 나사선을 사용하
는 나사 고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9.3.2의 시험과 그 다음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9.3.2 나사들은 다음과 같이 조여지고 풀려야 한다.
－절연 재료로 된 나사선을 가진 나사 및 절연 재료 나사의 경우
10회
－기타 경우에는 5회
시험은 표 2에 따라 토크를 가하는 적절한 스크루드라이버 또는
스패너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시험 중에 나사의 파손 또는 나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
는 나사 머리 또는 나사선의 손상과 같은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
다. 나사를 갑작스러운 또는 격렬한 동작으로 조여서는 안 된다.
9.4 충전부에의 접근
9.4.1 트렁킹/덕트는 정상 사용에서 절연 도체 및 기기에 장착
및 부착될 때, 충전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검사 및 필요할 경우 사용시와 동일한 조건으
로 장착되고, 절연 도체 및 보조재가 부착된 시료에 대한 9.4.2,
9.4.3, 9.4.4 및 9.4.5의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9.4.2 KS C IEC 60529에 따라 표준 테스트 핑거는 모든 가능한
위치에서 적용되며, 관련 부재와의 접촉을 확인하기 위해 전압이
40 V 이상, 50 V 이하인 전기 지시계가 사용된다.
9.4.3 절연 및 합성 부품에는 다음 추가 시험이 요구되며, 이
추가 시험은 40℃±2℃의 주위 온도에서 수행된다. 이 때 시료
온도는 이 온도로 한다.
KS C IEC 60529의 표준 테스트 핑거와 동일한 치수의 직선형
무관절 테스트 핑거의 끝을 통해 시료에 75 N의 힘을 1분간
적용한다. 9.4.2에 규정된 전기 지시계를 가진 테스트 핑거는
절연 재료의 파괴로 인해 설비의 안전이 손상될 수 있는 모든
위치에 적용되는 반면, 녹아웃, 막(膜, 연결 박막) 등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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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 도중에 설비 부품 및 이와 결합된 고정 기구는, 충전부
가 직선형 비접합 테스트 핑거와 접촉될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되
어서는 안 된다.
9.4.4 KS C IEC 60529의 표준 테스트 핑거와 동일한 치수의
직선형 무관절 테스트 핑거의 팁을 통해 녹아웃에 10 N의 힘을
1분간 적용한다. 이 시험 도중에 녹아웃이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9.4.5 얇은 장식용 금속 호일 등과 같은 보호용 접지 도체에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연결된 접근
가능한 금속부의 경우, 연면 거리 또는 공간 거리가 6 mm 이하
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여기서 도체가 그 단자로부터 느슨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요구 사항에 적합하기 위해 금속 호일 등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제조자의 지시 사항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측정 및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9.5 인렛 오프닝(있는 경우)은 케이블의 전선관 또는 보호용
덮개가 완벽한 기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고,
전선관 또는 보호용 덮개가 소자 내부로 최소한 1 mm 정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전선관 엔트리용 인렛 오프닝은 관련 규격에 따른 크기의 전선관
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측정 및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9.6 막(膜, 연결 박막)
9.6.1 막 등은 교체가 가능하고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정상
사용 중에 생기는 기계적 응력 및 열적응력에 의해 위치가 바뀌
어서는 안 된다.
적합성 여부는 9.6.2의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9.6.2 막을 설비에 조립된 상태에서 시험한다. 시료를 온도가
40℃±2℃로 유지되는 항온조 안에 2시간 동안 놓아 둔다. 2시
간이 지난 직후, KS C IEC 60529의 표준 테스트 핑거와 동일한
치수의 직선형 무관절 테스트 핑거의 끝을 통해 막의 여러 부분
에 30 N의 힘을 5초간 적용한다.
이러한 시험 도중에 막이 충전부가 접근 가능하게 될 정도로 변
형되어서는 안 되며, 빠져 나와서도 안된다. 정상 사용 조건에서
축방향 인장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막에 대해서는, 30 N의
축방향 인장력을 5초간 적용한다. 이 시험 도중에 막이 빠져 나
와서는 안 된다.
9.6.3 막은 주위 온도가 낮은 경우에도 설비 내부로 케이블 인입
을 허용하는 그러한 재료로 설계되고 제
작되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9.6.4의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9.6.4 설비 부품에 어떠한 숙성 처리도 되지 않았으며 적절하게
뚫린 오프닝이 없는 막을 부착한다.
그 다음 시료를 표 1의 3행에 제공된 것과 같은 온도의

냉장고에 2시간 동안 보관한다. 2시간이 지난 후 시료를 냉장고
에서 꺼내고, 그 다음 즉시 시료가 아직 차가울 때 가장 무거운
종류의 케이블을 과도한 힘을 들이지 않고 막을 통해 진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 9.6.2 및 9.6.4의 시험이 완료된 후 막에는 어떠
한 유해한 변형, 크랙, 일체의 확대 관찰 없이, 정상 시력이나
교정 시력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9.7 글 랜 드
9.7.1 나사식 글랜드는 9.7.2의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9.7.2 패킹의 안지름(mm)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와 동일
한 지름(mm)을 갖는 원주형 금속 로드를
글랜드에 부착한다.
그 다음 적절한 스패너를 사용하여 표 3에 주어진 토크를 1분간
가하면서 글랜드를 조인다.
시험 후 글랜드 및 트렁킹/덕트에는 일체의 확대 관찰 없이,
정상 시력이나 교정 시력으로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손상 또는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 기계적 특성
10.1 트렁킹/덕트는 충분한 기계적 내력을 가져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10.2에서 10.6까지에 규정된 시험 및 이 규격 제2
부에 적합한 규정된 추가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덮개(있는 경우)는 모든 기계적 특성 시험 완료 후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10.2 노출형 제품의 케이블 유지 시험
10.2.1 각각 최소 2 m의 길이를 가지는 주요 부품의 세 개의 시
료에 대해 20℃±5℃의 온도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절연 재료 및
복합 재료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각각 최소 250 mm의 길이
를 갖는 세 개의 시료를 60℃±2℃의 온도에서 시험해야 한다.
케이블 리테이너는 제조자가 그 사용을 권장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자가 권장하는 중심에 부착한다.
10.2.2 각 시료를 차례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최소 10 mm의
바깥지름을 갖는 나사 및 와셔를 사용하여 단단한 지지대에 단단
하게 고정한다. 내부 구조상 나사가 10 mm 와셔로 고정되지
않는 시료의 경우, 나사를 적절한 것으로 변경하여 고정한다.
10.2.3 그림 1 위치 A의 시료에 대해 20℃±5℃에서 시험하는
경우, 각 구획에 대하여 길이 1 m당 고르게
분배된 하중 0.13 kg/cm2를 가한다.
하중은 KS C IEC 60228의 표 111, 등급 5에 적합한 절연 가요
동 케이블로 구성된다. 요구되는 하중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절연체를 제거한다.
2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후 비틀림을 측정한다. 그림 1 위치 A에
서 비틀림은 H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최대 비틀림은
10 mm로 한다. 덮개가 시험 중에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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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다시 20℃±5℃에서, 또 다른 조합체의 시료를 위치 B에
놓고, 각 구획에 대하여 길이 1m당 고르게 분배된 하중 0.13 kg/
cm2를 가한다.
2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후 비틀림을 측정한다. 그림 1 위치 B에
서 비틀림은 W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비틀림은
10 mm로 한다. 덮개가 시험 중에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10.2.5 그림 1 위치 A의 시료에 대해 60℃±2℃에서 시험하는
경우, 각 구획에 대하여 길이 1m당 고르게 분배된 하중 0.13 kg/
cm2를 가한다.
2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후 비틀림을 측정한다. 그림 1 위치 A에
서 비틀림은 H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최대 비틀림은
10 mm로 한다. 덮개가 시험 중에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10.2.6 다시 60℃±2℃에서, 또 다른 조합체의 시료들을 위치
B에 놓고, 각 구획에 대하여 길이 1 m당 고르게 분배된 하중
0.13 kg/cm2를 가한다.
2시간 동안 하중을 가한 후 비틀림을 측정한다. 그림 1 위치 B에
서 비틀림은 W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비틀림은
10 mm로 한다. 덮개가 시험 중에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10.3 충격 시험
10.3.1 각각 250 mm±5 mm 길이의 시료 세 개에 대해 시험을
수행한다.
절연 및 합성 부품은 시험 전에 240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60℃
±2℃의 온도에서 전처리 된다.
10.3.2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은 시험 기기를 비압축 상태
두께가 40 mm이며, 450 kg/cm3∼550 kg/cm3의
밀도를 갖는 밀폐형 EPR 스폰지 패드 위에 놓는다.
시료와 함께 시험 기구를 그 내부 온도가 표 1의 2행에 규정된
해당 온도의 ±1℃ 범위 내로 유지되는 냉장고 내에 놓는다.
10.3.3 2시간 후 덮개(있는 경우)를 최상부에 두고 각 시료를
기구 내 위치에 차례로 놓는데, 이 때 첫 번째 충격은 시료 또는
덮개의 중심에 가해지고, 두 번째 충격은 시료 또는 덮개의 가장
자리에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와 일치하는 충격 에너
지를 가하기 위해 해머를 떨어뜨리는 것이 허용된다. 해머의
중량 및 낙하 높이는 표 4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10.3.4 시험 완료 후 시료에는 어떠한 분해의 징후가 보여서도
안 되며, 또한 일체의 확대 관찰 없이 정상 시력이나 교정 시력
으로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균열이 있어서도 안 된다. 전기적
안전성 또는 사용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내부
디바이더의 균열은 무시한다.
10.4 선형 편향 시험(비틀림 시험)
10.4.1 제조자가 권장하는 최대 중심 거리에서 대칭으로

지지되는 세 개의 시료에 대해 시험이 수행되며, 시료의 길이는
지지대 사이 거리의 두 배로 한다. 시료는 지지대에 고정되어야
한다.
10.4.2 20℃±5℃의 온도에서 시험이 수행되며, 절연 재료 및 복
합 재료 길이 소자에 대해서는 60℃±2℃ 의 온도에서도 또한
시험이 수행된다.
10.4.3 길이 1 m당 제조자가 규정한 내부 단면적에 대한 하중은
0.13 kg/cm2이다.
10.4.4 하중은 내부에 인가되며 시료의 전 길이에 걸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한다. 하중은 폭에 대한 내부 길이의 비가 최소 2배
가 되도록 무게가 1.16 kg/m인 체인 등으로 만든다.
예를 들면 위, 아래 및 양면과 덮개(있는 경우)에 대해 각 위치에
서 시험을 수행한다.
10.4.5 1시간 동안 하중을 인가하며, 이 시간이 경과한 후 지지대
사이 거리의 중심에서 측정된 편향은 지지대 사이 거리의 1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덮개(있는 경우)는 인가된 하중에 의해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10.5 외부 하중 시험
10.6 덮개 유지 시험
10.6.1 도구 사용으로만 덮개를 분리할 수 있는 설비 부품에는
10.6.2의 시험이 요구된다. 시료 길이는 250 mm로 한다.
10.6.2 수평 지지대에 설비 부품의 주요 부재를 단단히 고정시키
며, 덮개는 제조자의 지시 사항에 따라 주요 부재에 고정한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덮개를 분리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노력을 가한 후 덮개가 주요 부재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12. 전기적 특성
12.1 전기 연속성을 갖는 트렁킹/덕트는 설비 내에서 연결, 접지
또는 보호용 도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설비가
보호용 도체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5－54의
543.1.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다음 시험에 의해 점검된다.
이 시험은 최소 600 mm 길이의 세 개의 시료에 대해 행해지며,
각 시료는 제조자의 지시 사항에 따라 함께 연결된 두 개의 트렁
킹/덕트 길이 소자로 구성된다.
시험 전에 모든 시료에 다음과 같은 전처리를 한다.
트리클로로에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 제거제에 부재를
10분 동안 담금으로써, 시험 대상 부품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를
제거한다. 그 다음 부재를 10분 동안 20℃±5℃ 온도에서 10 %
염화암모늄 수용액에 담근다. 완전히 건조시키지는 말고 모든
방울을 흔들어 떨어뜨린 다음, 20℃±5℃ 온도에서 습기로 포화
된 공기를 함유한 항온조에 시료를 10분 동안 놓아 둔다.
그리고 나서 부재를 100℃±5℃ 온도의 항온조 내에서 10분
동안 건조시키고 24시간 동안 실온에 둔다.
그 다음 12.2 및 12.3의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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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접지 또는 연결에 대한 전기적 연속성 시험
12.2.1 시료의 단위 길이당 저항
1A의 직류가 시료를 통과해 지나도록 하고, 시료의 두 말단 사이
의 전압 강하를 가능한 한 말단 가까이에서 측정한다.
측정 장치의 입력 저항은 20 000Ω/V 이상이어야 한다.
시료는 5×10－3Ω/m 이하의 저항을 가져야 한다.
12.2.2 접지 저항
12 V 이하 무부하 전압의 교류 전원으로부터 나오는 25 A의
전류를 접지 단자 또는 접지 접점과 접근 가능한 각 금속 부재
사이에 차례로 인가한다.
접지 단자와 접근 가능한 금속 부재 사이의 전압 강하를 측정하
고, 전류와 전압 강하로부터 저항을 산출한다. 접합 양쪽 시료
사이의 저항과 시료의 주요 부분과 덮개(있는 경우) 사이의 저항
을 또한 점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저항이 0.05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2.3 전기 절연 특성을 가진 설비에 대한 내전압 시험 및 절연
저항 시험
시험 전에 물의 침투에 대한 보호 등급이 제조자가 제시한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시료를 시험한다.
시료가 파티션 또는 디바이더를 갖는 경우, 각 구획을 독립된 트
렁킹으로 시험하며 시험 전압을 파티션 또는 디바이더에도 가한
다. 시료의 한쪽 말단을 절연 재료의 마개로 봉한다. 이 마개를
통해 두 개의 개별 케이블이 시료 내부로 25 mm 정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시료 내 케이블의 12 mm는 비절연 상태이어
야 하며 케이블 말단 사이 거리가 12.5 mm가 되도록 케이블 말
단을 벌려야 한다. 그 다음 시료의 각 구획 내부를 최대 2.5 m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편구형 금속 물체로 채우고, 구리 나선을
이용하여 모든 구획을 상호 연결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쪽
말단을 봉한다.
그 다음 시료 조합체를 항습 처리한다. 항습 처리는 20℃∼30℃
범위에서 편의에 따른 임의의 값 t의 ±1℃ 내로 유지되는 온도
에서, 상대 습도 91 %∼95 %인 공기를 함유한 항습기 내에서
수행한다.
항습기 내에 놓기 전에 시료를 t 와 t＋4℃ 사이의 온도에 이르
도록 하는데, 이것은 항습 처리 전에 시료를 이 온도에서 최소한
4시간 동안 유지한다.
시료를 항습기 내에서 48시간 동안 유지한다.
91 %∼95 %의 상대 습도는 공기에 대해 충분히 큰 접촉 면적을
가지는 황산나트륨(Na2SO4) 또는 질산칼륨(KNO3) 포화 수용액
을 항습기 내에 놓음으로써 도달될 수 있다. 규정된 항습기 내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부 공기를 꼭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며,
일반적으로 단열 처리된 항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항습 처리 직후, 시료 외부를 전도성이 우수한 호일(금속박) 또는
거즈로 덮는다.
시료 내 금속 물체의 전도성은 시료를 관통한 두 케이블 사이의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점검된다. 측정된 저항은 100Ω 미만이어야
한다.

케이블과 호일 또는 거즈 사이에 최소 500V의 직류 전압을 가하
여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전합 인가 후 1분이 되면 측정을 행한다. 절연 저항은 최소
100MΩ 이어야 한다.
그 다음 그 특성상 1 250 V에서 200 mA를 공급할 수 있는 시험
기기로부터, 대체적으로 정현파 형태이며
50Hz∼60Hz의 주파수를 가지는 2, 500V의 전압을 그림 3과
같이 케이블과 호일 또는 거즈 사이에 인가한다.
처음에는 전압을 절반 이하로 인가하다가 과도 과전압 없이 가능
한 한 신속하게 전압을 상승시킨다. 전압을 1분 동안 유지한다.
시험 동안 어떠한 파손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

Ⅱ.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 규정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2018.3.9)

제196조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
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
류 전선 등 또는 수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30㎝) 이상이어야 하며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10㎝(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이상
2.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60㎝ 이상
3.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30㎝ 이상
②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
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셀룰러덕트 공사·케이블 공사·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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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
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
버스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 셀룰
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몰드·덕트·케이블 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3.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
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에 특별 제3
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
을 사용할 때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
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
할때
④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0㎝(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
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
하는 경우
2.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6㎝ 이상으로 하
여 시설할 때
3.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03.09)

232.16.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1.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접근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밴드
Ⅰ과 전압밴드Ⅱ 회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동일한 배선
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모든 케이블 또는 도체가 존재하는 최대 전압에 대해 절연되
어 있는 경우
나. 다심 케이블의 각 도체가 케이블에 존재하는 최대 전압에
절연되어 있는 경우
다. 케이블이 그 계통의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으며, 케이블이
케이블덕팅 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 케이블이 격벽을 써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마. 별도의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시스템 또는 케이블덕팅 시스
템을 이용하는 경우
바.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1m(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전선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
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60㎜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3)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
거나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
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
지중 통신케이블과 지중 전력케이블이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100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가” 또는 “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사이에 예를 들어 벽돌, 케이블 보호 캡(점토, 콘크리
트), 성형블록(콘크리트) 등과 같은 내화격벽을 갖추거나, 케이블
전선관 또는 내화물질로 만든 트로프(troughs)에 의해 추가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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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 사이에 케이블 전선관,
콘크리트제 케이블 보호 캡, 성형블록 등과 같은 기계적인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은 0.3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
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
유 케이블인 경우
(2)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 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라.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
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
는 0.1 m(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0.3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
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
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셀룰러덕트 공사·케이블 공사·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바”의 항목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
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
스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
몰드·덕트·케이블 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 할 때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 또는 셀룰
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
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접지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3)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
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
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에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때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
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
할때
3. 비전기 공급설비와의 접근
가. 배선설비는 배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열, 연기, 증기 등
을 발생시키는 설비에 접근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배선에서 발생한 열의 발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한 차폐물
을 사용하여 유해한 외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각종 설비의 빈 공간(cavity)이나 비어있는 지지대
(service shaft) 등과 같이 특별히 케이블 설치를 위해 설계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인접 설비(가스
관, 수도관, 스팀관 등)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나. 응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공급설비(예를 들면 가스, 물
또는 증기공급설비) 아래에 배선설비를 포설하는 경우는 배선설
비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전기공급설비를 다른 공급설비와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공급설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운전을 하더라도 전기
공급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각
공급설비사이의 충분한 이격을 유지하거나 기계적 또는 열적
차폐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공급설비를 배치한다.
라. 전기공급설비가 다른 공급설비와 매우 접근하여 배치가
된 경우는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른 공급설비의 통상 사용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해 배선설비를 적절히 보호한다.
(2) 금속제의 다른 공급설비는 계통외도전부로 간주하고, 211.4에
의한 보호에 따른 고장보호를 한다.
마. 배선설비는 승강기(또는 호이스트)설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승강기(또는 호이스트) 통로를 지나서는 안 된다.
바.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0.6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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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계량기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
(3)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0.15m
이상

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 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1호, 2019.07.18)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
①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 (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
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선과 통신선간 신호간섭 및 화재
전이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
하여야 함).
2.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
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 57V (30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4.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③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트레이·함 또는 인출
구(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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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Underfloor Trunking System)이란?
(KS C IEC 61084-2-2 : Cable Trunking System & Cable Ducting System for Underfloor Installations)

1. 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의 개요
*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은 U.T Pole과 마찬가지로 Cable Trunking System의 두 가지 기능의
구조임.
* Ducting System의 기본인 전선수납 기능 외에, 강약전 배선기구의 융합기술,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 간
기계적 및 전기적 결합기술, 금속격벽 등의 기술이 접목된 System으로.
* Access Floor나 O.A Floor 상부에 위치한 각종 기기 (전자, 전자, 통신)에 전원과 신호전달 매개체 역할
을 하며.
* 기존 노출배관, 금속덕트 및 Cable Tray의 대체용인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 제품임.
* Cable Trunking System인 U.T Pole과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의 조합을 통한 배선방식으로
설계하는 경우 최적의 이중바닥용 관로재의 Solution임.

2. 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의 주요 기본 사양
*
*
*
*
*
*
*
*
*

소재는 알루미늄 압출 형재 (KSD 6759, A 6063S T5)
본체 외부의 기본 마감은 백색 분체도장 (컬러 : OPTION)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 본체, 커버 및 격벽 한 본의 길이는 기본 2M 임
기본적으로 시중의 모든 범용성의 KS 강약전선용 배선기구의 장착이 가능한 구조.
강약전선 분리 및 전자파 차폐용 금속격벽을 장착하기 위한 구조
현장에서의 절단가공 작업이 불필요한 표준화된 접속 부자재 (Elbow, Tee, cross 등) 제공.
Cable Trunking System간 전기적 및 기계적 결합용 구리소재의 Joint-Connector 결합구조.
Access Floor나 O.A Floor내에 설치가 최적화된 제품.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의 기술기준은 KSC IEC 61084-2-2의 규격을 적용하며 이를 적용한 V-CHECK
MARK 인증 취득 제품임.

3. 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의 개발배경
* IBS 등 지능형 건물이나 전산실 또는 IDC(Internet Data Center) 등의 장소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전열 및 약전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요구되는데 비하여 이를 수용하는 System은 현재 국내에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시중의 제품들은 고객들의 Needs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일례로 주 관로재는 Cable Tray로 보조 관로재는 Flexible Tube등을 이용하고, 배선기구는 개별형 또는
통합형 Box를 사용하므로서 많은 인력투입, 공사비 과다 발생 및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 이에 당사는 Cable Trunking Sysrtem인 U.T Pole을 국내 최초로 IEC 기술기준(KSC IEC
61084-1)을 도입하여 Launching한바 있으며, 뒤이어 상기 건축물의 Access Floor나 O.A Floor내에서
요구되어지는 각종 전원전선과 약전전선을 포설하고, 이에 적합한 강약전선용 배선기구의 장착이 가능한 구조
의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을 KSC IEC 61084-2-2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음.
*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선 IEC 국제규격의 기술기준을 도입한 Cable Trunking Sysrtem을 공인
시험 기관의 시험을 거쳐 V-CHECK MARK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적법하게 설계 반영 및 사용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고품질의 이중바닥설치용 배선 및 관로 System의 구축이 가능하고, 적은 인력으로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의 단축도 실현시켜주는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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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Underfloor Trunking System)이란?
·적용 장소 : 건조한 장소 (KS C IEC 61084-2-2 6.101 참조)
·용도 : Access Floor 하부의 배선관로용
·배선방식 : 전열 및 통신용 복합배선 방식
·기존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과의 결합 활용 방안 : 배선 포설이 집중되는 위치에서의
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WF70)에 전선의 수용 단면적이 넓은 U.T Pole(WD70)과 결합하여
배선수납 수용율을 극대화 시킴
ᔢᇡ⍅ქ

ქ

⊂

⍅

໕

໕

⍅

⊂

모델 : WF70
재질 : 알루미늄 (A 6063S T5)
마감 : 분체도장(기본백색, 컬러옵션)

규격 : 140W x 70H x 1.5t
격벽 : 금속격벽 (약전배선 분리용)
설치장소 : 건조한 장소
기술기준 : KSC IEC 61084-2-2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 결합 상태

ქ

^W

4. 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규격 및 사양

U

X[W

단면도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 분해 상태

5. 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의 관로 작업

Underfloor Trunking과 U,T Pole 결합 관로공사
(WF70 + WD70)

Underfloor Trunking과 U,T Pole 결합 배선 포설공사
(WF70 + WD70)

6. 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과 U.T Pole과의 결합공사에 따른 공종별 작업현황

Underfloor Trunking과 U,T Pole
결합공사 및 배선공사 완료
(Access Floor 설치전)

Access Floor(100H)내의
Underfloor Trunking과
U,T Pole 결합설치 상태

Underfloor Trunking과
U,T Pole 결합 설치공사 후
배선기구 부착

Access Floor 내부의
Underfloor Trunking과
U,T Pole 결합설치 상태

* 본 설치작업 사진은 건축 바닥공종의 100mm 높이 Access Floor(or O.A Floor)내에 설치되는 이중바닥 설치용 트렁킹과 U.T Pole과의
결합공사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실제 설치현장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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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Underfloor Trunking System)이란?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제2-2부:
바닥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KS C IEC 61084-2-2)

바닥 밑 또는 연접한 바닥 케이블 중계 시스템 또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에서 사용 중 케이블 및 코드 경로에 대한 개방은 치수
중 하나가 한 방향으로 20 mm 이하인 경우에는 닫을 필요가 없다.
적합성은 검사와 측정에 의해 판정된다.
9.106 연접한 바닥 케이블 중계 시스템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
바닥 서비스 유닛 및 부속품은 6.6.1, 6.6.2 및 6.101에 의한 해당

9. 구조

분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IEC 61084－1의 이 항목은 다음 사항과 같이 적용된다.

적합성은 KS C IEC 60529[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IP 코드)]

9.4.1 두 번째 단락에서 “서비스”를 “정상 사용”으로 대치한다.

및 13.101의 시험에 의해 판정된다.

9.6.2 첫 번째 단락에서 “40℃”를 “60℃”로 대치한다.
추 가
9.101 정상 사용시 외부의 기계적 충격을 받게 되는 바닥 아래
및 연접한 바닥의 케이블 중계 시스템 또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
의 접근 커버는 이동 및 무의식적 개봉에 견뎌야 한다.
적합성은 10.5의 검사와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9.107 바닥 서비스 유닛의 설치 공간에 대한 보호 정도는 최소
IP20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KS C IEC 60529의 시험에 의해 판정된다.
9.108 장치가 정상 사용시 빈번하게 이동되도록 고안된 경우에는
그 부품이 피로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9.102 6.102.1에 의한 바닥 서비스 유닛은 사용 중 직접적인

9.109 케이블 장치가 있는 경우 이것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충격으로부터 장치와 플러그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가

접속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케이블 및 코드에 적합하여야

유효하게 작동되어 장치, 플러그 및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지

한다.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10.3의 검사와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비 고 영국의 경우 자국의 자체 표준에 적합한 부속품의 케이블

9.103 다음에 대해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 장치는 이 부절의 요구 사항에 따를 필요가 없다.

－바닥의 연접된 바닥 케이블 중계 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렁킹

적합성은 검사 및 다음 시험에 따라 판정한다.

(trunking) 시스템

케이블 고정 장치는 설계된 최대 안지름을 가진 케이블 또는

－시스템 및/또는 바닥에 대한 시스템 부품

코드와 함께 조립된다. 스크루가 있는 경우, KSCIEC61084－1의

－바닥 서비스 유닛에 대한 장치

표 2에서 주어진 토크의 2/3로 조여 준다.

적합성은 10.5.102 및 10.5.103의 검사와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시험품은 30분에서 31분 동안 (60±2) ℃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9.104 제조자는 설치 기간 동안 손상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바닥 밑 케이블 중계 시스템 또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커버 개방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합성은 10.5.101의 시험 및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9.105 바닥 밑 또는 연접한 바닥 케이블 중계 시스템 또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케이블 및 코드의 경로 개방은 손상으로

그러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시험품으로 20 N＋1/0 N의 인장력
을 케이블 또는 코드에 60~65초 동안 가한다.
그런 다음 설계된 최소 바깥지름을 가진 케이블 또는 코드와
조립된 케이블 고정 장치에 대하여 시험을 반복한다.
각각의 시험 후에 케이블 또는 코드가 케이블 고정 장치에서
3 mm 이상 이동해서는 안 되며, 케이블 및 코드의 절연 피복이
마모되어서도 안 된다.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용되지 않을 경우, 주변 표면과 평평하

9.110 정상 사용시 스크리드(screed) 재료에 끼워져 있는 바닥 밑

게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또는 연접한 케이블 중계 시스템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은 스크
리드(screed) 재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비 고 주변 표면의 한 예는 바닥 서비스 유닛의 프레임을 말한다.

한다.
정상 사용시 마감된 바닥의 상부 모서리의 아래에 위치하는 바닥
밑 또는 연접한 케이블 중계 시스템 또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내부에 이르는 개방은 한 방향으로 7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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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Underfloor Trunking System)이란?
적합성은 검사와 측정을 통해 판정한다.

10.3.1.4 시험 후 시험품은 분리 징후를 보여서는 안 되며, 확대

비고 1. 정확한 개방의 최대 폭 치수는 시멘트 1, 모래 2(7 mm

경을 사용하지 않고서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정상 또는 교정

까지의 입자 크기) 및 물(물－시멘트 값： 0.4~0.5 L/kg)

시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유사한 손상 또는 갈라진 틈이

의 적합한혼합 비율을 가진 시멘트 스크리드(screed)에

없어야 한다.

기초하여 측정한다.

비 고 전기적 안전 또는 정상 사용에 손상을 주지 않는 내부

2. 물－시멘트 비율(L/kg)은 m3당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 중량을 표시한 것이다. 즉,
3. 비고 1. 및 비고 2.에 열거된 것 이외의 스크리드
(screed)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균열의 틈은 무시된다.
10.3.2 설치 및 적용에 대한 충격 시험
10.3.2.1 시험은 시스템 부품의 경우, 각각 (250±5) mm 길이의
중계 구간 또는 덕트 구간의 3개의 시험품 에 대하여 실시한다.
시험품은 조립되어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20±2) mm 두께의
합판 위에 정상 사용시 와 동일하게 위치시킨다.
시험 이전 절연 시스템 부품과 복합 시스템 부품은 표 1에 따른

10. 기계적 성질

240~245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불변 적 용 온도에 대하여 선언된

KS C IEC 61084－1의 이 항목은 다음으로 대치하여 적용한다.

최대 분류 온도에서 조정된다.

10.1 대치

10.3.2.2 그림 105에 나타난 충돌 시험 장치는 충분한 지지를

바닥 밑 또는 연접한 케이블 중계 시스템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

할 수 있는 견고한 벽 또는 구조에 장착되 어야 한다.

은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

10.3.2.3 시험품은 표 1에 따라 사용 및 설치에 대하여 선언된

적합성은 10.2~10.5에서 규정된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분류 온도에서 냉장고에 위치시킨다.

10.2 사항 없음.

120~125분이 경과한 후 개별 시험품은 냉장고에서 교대로 꺼내

10.3 충격시험

즉시 시험 장치에 위치시킨다.

대 치

냉장고에서 시험품을 꺼낸 후 10분 이내에 망치(hammer)를 낙하

10.3.1 보관 및 운송에 대한 충격 시험

시켜 가장 약한 접근 가능 부위가 될 수 있는 부위에서 시험품이

10.3.1.1 시험은 각각 (250±5) mm 길이의 중계 구간 또는 덕트

평평한 상부면에 가능한 수직이 되도록 타격을 가한다.

구간의 3개의 시험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시험 이전 절연 시스템 부품과 복합 시스템 부품은 표 1에 따른
240~245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불변 적용 온도에 대하여 선언된
최대 분류 온도에서 조정된다.
10.3.1.2 그림 2에 나타낸 시험 장치는 압축되지 않은 경우에
(40±1) mm의 두께이며, 450~550 kg/m3의 밀도를 가진 밀폐
기포 확장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스펀지 패드 위에 놓여진다.
시험품은 표 1에 따라 보관 및 운송에 대하여 선언된 분류 온도
에서 냉장고에 위치시킨다.
10.3.1.3 120~125분이 경과한 후, 냉장고에서 개별 시험품을
교대로 꺼내 즉시 시험 장치에 위치시킨다.
냉장고에서 시험품을 꺼낸 후, 10분 이내에 망치(hammer)를
낙하시켜 가장 약한 접근 가능 부위가 될 수 있는 부위에 충격
을 가한다. 망치 중량은 0.5~0.505 kg이며 낙하 높이는 (100±1)
mm이다.
이 시험은 넉 아웃, 멤브레인 및 이와 유사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은 표 101에 의해 선언된 충격 시험값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표 101 충격 시험값>
6.2에 의한 대략적 에너지
충격 저항
J
매우 약함
약
함
중
간
강
함
매우 강함

0.5
1.0
2.0
6.0
20.0

망치 중량
kg
(허용 오차 %)

낙하 높이
mm±1 %

0.5
1.0
2.0
2.0
6.7

100
100
100
300
300

넉 아웃, 맴브레인 및 이와 유사한 것 및 종단 50 mm 이내에는
어떠한 타격도 가하지 않는다.
10.3.2.4

시험 이후, 시험품은 분리 징후를 보여서는 안 되며,

확대경을 사용하지 않고서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정상 또는
교정 시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유사한 손상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어떠한 커버나 연결구도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비 고 전기적 안전 또는 정상 사용에 손상을 주지 않는 내부
균열의 틈은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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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형 굴절 시험

(750±10) N의 수직 힘을 육면체 중앙으로 2분±5초간 가한다(그

적용되지 않음.

림 107).

10.5 외부 부하 시험

10.5.102.3 시험 이후 시험품은 분리 징후를 보여서는 안 되며,

대 치

확대경을 사용하지 않고서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정상 또는

10.5.101 외부 기계적 부하에 대한 강도

교정 시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유사한 손상 또는 갈라진

바닥 밑 또한 연접한 케이블 중계 시스템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

틈이 없어야 한다. 부하가 제거된 1분 후, 3 mm를 초과하는 항구

은 이동, 보관, 설리 및 정상 사용 중 발생하기 쉬운 외부 기계
적 부하에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적합성은 10.5.102 ~10.5.104의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시험에 대한 요약은 부속서 AA에 나타나 있다.
10.5.102 바닥 밑과 연접한 케이블 중계 시스템 및 케이블 덕트

적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5.103 바닥 밑 그리고 연접한 케이블 중계 시스템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에 대한 통화 부하 시험
관련 시스템 부품이 중계 구간 또는 덕트 구간인 경우, 시험품은
(250±5) mm 길이이어야 한다. 3개의 시험품이 불변 적용을
위해 표 1에 따라 분류된 최대 온도에서 최소 120~125분 동안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부하 시험

보관되어야 한다. 보도 구간에 노출될 수 있는 시험품 표면은

바닥 밑 케이블 덕트 구간 및 바닥 밑 케이블 중계 구간은

표 102에서 규정된 힘을 시험 롤러를 사용하여 중앙으로 부하를

10.5.102.1에 의해 시험하며, 연접한 케이블 중계 및 케이블 덕트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2분±5초 동안 표면에 수직으로 (60±1)초

구간은 10.5.102.2에 의해 시험한다.

이상 되풀이하여 작용시킨다. 구획의 구성 요소가 정적 효과를

3개의 시험품이 각각의 시험에 사용된다. 시험품은 (250±5) mm

가진 다중 구획(콤파트먼트) 시험품일 경우, 최대 구획의 중앙이

의 길이를 갖는다.

선정된다. 시험 롤러의 지름 은 (50±0.5) mm이며 폭은 약 1 mm

10.5.102.1 및 10.5.102.2에 의한 시험은 불변 적용을 위해,

의 모서리 반지름을 갖는 (20±1) mm이다(그림 108).

표 1에 의해 분류된 온도에서 120~125분 동안 조정 후에 실시한다.

비 고 주변 스크리드 재료에 의해 제공되는 베어링 및 정적

10.5.102.1 바닥 밑 케이블 덕트 구간 및 바닥 밑 케이블 중계

지지대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험 동안 모의 실험될 수 있다.

구간 시험에 대하여 샘플을 평평한 강철 판에 위치시킨다. 모서

시험 이후, 시험품은 분리 징후를 보여서는 안 되며, 확대경을

리 반지름이 약 1 mm인 (50±0.5) mm인 강철 육면체를 시험품

사용하지 않고서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정상 또는 교정 시력으

의 중앙에 위치시킨다.
벽이 정적 효과를 가진 다중 구획 형상의 바닥 밑 덕트 구간인
경우, 최대 구획의 중앙이 선정된다. (750±10) N의 수직 힘을
육면체 중앙으로 2분간 가한다(그림 106).
10.5.102.2 연접한 케이블 덕트 구간 및 케이블 중계 구간 시험
에 대하여 샘플을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거리 L만큼의 공간이
있는 지지 패드 위에 위치시킨다. 지지 패드는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 며 시험품의 바닥과 평평한 가철 판 사이의
거리는 (10±2) mm로 조정된다.

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4 mm 이상의 손상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부하가 제거된 1분 후, 3 mm를 초과하는 항구적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기적 안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표 102 부하 시험용 힘
<표 102 부하 시험용 힘>
응력 분류
약
함
중
간
강
함
매우 강함

힘
N(±10 N)
1 500
2 500
2 500
3 500

10.5.104 기기 부착에 대한 고정 시험
10.5.104.1 콘센트 장치 부착
3개의 바닥 서비스 유닛 시험품이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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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부착 장치는 바닥 서비스 유닛 또는 관련 시스템 부품의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시험품에 장착된다. 관련 시스템 부품이 중계 구간 또는 덕트

바닥 밑 케이블 중계 시스템 또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바닥

기간인 경우에 시험품의 길이는 기기 부착 장치보다 긴 (100±5)

서비스 유닛 및 연접한 바닥 시스템 부품 은 연접한 케이블 중계

mm 이상 250 mm 이 하이어야 한다.

시스템 또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시험품 시험에 대하여 시험

비 고 다른 시스템 부품은 필요한 경우, 기기 장착 장치의 움직

바닥이 평평하고 시험품 모서리에서 (100±10) mm 이상 확장되

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는 방법으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다.

시험 결과가 온도에 따라 다를 경우, 시험은 (60±2) ℃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플러그의 최대 후퇴 힘보다 1.5배 큰 인장 및 압력 힘을 기기
부착 장치의 기기 고정 장치에 가장 혹독 한 위치에서 기기의 장
착 평면으로부터 45°~90°의 각도 내에서 60~65초 동안 교대

조립품은 분사 노즐을 사용하여 KS C IEC 60529의 적절한 시험
에 따라 시험된다.
조립품은 바닥의 상위 표면이 수평 평면상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밀폐 재료가 있는 경우 13.102에 의한 노화 방지 처리를 한다.
고정 스크루 및 너트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 토크를 적용하여
죈다. 제조자가 특별히 토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표 2를 적용한다.

로 가한다(그림 109).

시험된 조립품은 전기적 안전성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이

플러그에 대한 최대 후퇴 힘은 관련 표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시험품에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시험 후 전기적 안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13.102 밀폐 재료에 대한 노화 시험 고려 중에 있다.

이 시험 즉시 기기 부착 장치에 시계 방향 및 시계 반대

13.103 부식에 대한 보호

방향으로 (3.0±0.2) Nm의 토크를 가한다. 시험 의 각 방향으로

전체가 금속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금속으로 제작된 케이블 중계

60~65초 동안 실시한다.

시스템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은 부식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 동안 기기 부착 장치는 초기 위치에서 15° 이상 회전해서

스크루, 너트 및 이와 유사한 소형 고정 장치에 대하여는 부식

는 안 되며, 시험 후 전기적 안전성에 손 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그리스 피막 처리를 해야 한다.

10.5.104.2 콘센트 이외의 기기

적합성은 13.103.1 및 13.103.2의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다른 기기에 대하여 10.5.104.1의 시험에 따라 (50±2) N의 힘을

13.103.1 스크리드 재료와 접촉하지 않는 부품 시험

적용하 여 인장 및 압력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품은 (35±5)의 카우리 부탄올값(kaury-butanol)을 갖는 휘발
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액에 10분간 담가 그리스를 제거한다.

11. 불꽃 전파에 대한 저항
KS C IEC 61084－1의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1.1.1

불꽃 시험

4번째 단락의 3번째 문장에서 “어떠한 클램프”를 “하위 클램
프”로 대치한다.

그런 다음 염화암모늄 10 % 수액에 (20±5) ℃ 온도에서 10분간
담근다. 한 방울도 남아 있지 않도록 털어 건조시킨 후. 시험품을
(20±5)℃ 온도 에서 습기가 포화된 공기를 담고 있는 방에 10분
동안 넣어 둔다.
그런 다음 시험품을 가열 캐비닛에서 (100±5) ℃의 온도로 10분
동안 건조시킨다.
시험품이 실내 온도로 냉각된 후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2. 전기적 특성

닦아서 제거될 수 있는 모서리의 부식 자국이나 황색 막 등은

KS C IEC 61084－1의 이 항목은 적용된다.

무시된다.
13.103.2 스크리드 재료와 접촉하는 부품 시험

13. 외부 영향

시험품은 (35±5) 의 카우리 부탄올값을 갖는 휘발유 또는 이와

KS C IEC 61084－1의 이 항목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액에 10분간 담가 그리스를 제거한다.

13.101 물(水) 침투에 대한 보호
13.101.2 또는 6.101.3에 의해 분류된 케이블 중계 또는 케이블
덕트 시 스템은 6.101에 따른 조건인 경우, KSCIEC60529에 따라
최소 IPX4의 물(水)에 대한 보호 정도를 가진 유해수 침투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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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제거 후 4일의 시험 기간을 가지는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a) 바닥 밑 덕트
시스템 －묻힌 형태

IEC 60068－2－60에 따라 시험품을 시험한다.
노출된 후 표면에 적녹(赤綠)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닦아서
제거될 수 있는 백녹(白綠)(아연 산화물) 및 적녹 자국 및 절단
표면, 구부러진 모서리 또는 용접 연결구에서의 녹 자국 등은
무시한다.

c) 바닥 및 덕트 또는
중계 시스템
－돌출된 바닥아래
설치된 형태
그림 102 중계 및 덕트 시스템 설치의 보기

b
5
7

1

2
3

▼는 케이블 중계 시스템용 제거 가능 커버를 표시한다.

번호
1
2
3
4
5

b) 연접한 덕트 또는 중계
시스템－연접한 바닥에
설치된 형태

형 식

용 도

케이블 중계

절연 도체, 케이

시스템
케이블 덕트

블, 코드
절연 도체, 케이

시스템
케이블 덕트

블, 코드
절연 도체, 케이

시스템
케이블 중계

블, 코드
절연 도체, 케이

시스템
서비스 유닛

블, 코드
장 치

설치 장소
연접한 바닥
연접한 바닥
바닥 내
(내부)
돌출된 바닥
연접한 바닥

그림 101 바닥 밑 그리고 연접한 바닥 설치용 케이블 중계 및
케이블 덕트 시스템의 형식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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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바닥 설치용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Underfloor Trunking System) 시험 성적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증센터 V-Check Mark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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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OLE 이란?
POWER POLE의 개요
* 기존 U.T Pole (Cable Trunking System)에서 진화된 신개념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 관로제에 적산 전력량계, 배선용 차단기[Maln + Branch + Bus-Bar],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Lan / TEL / TVPort 등]등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소형 종합 분전반 개념으로
* 상가, 점포, 임대 사무실, 오피스텔 등 건축물에서의 단위 점포나 단위세대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열수구는 물론,
조명 점소등용 스위치, 전화 및 인터넷 회선, TV 등 통신 설비 공급이 모두 POEWR POLE 한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입주자에게 편리성, 안전성과 용이한
관리성 제공을 극대화한 소형 강약전용 분전반 제품이다.
* 설치장소는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에 가능하며 외부 마감은 알루미늄(A 6063S) 소재에 기본 백색 분체도장임.

상가 건물의 POWER POLE 적용 필요성
1. 전기, 통신 공사 공정 수행 상 난이점
* 상가 분양면적 분할 결정이 지체됨에 따라 건축마감 공사와 전기공사가 늦어진다.
* 즉 분양 전 또는 준공 전후에 임박하여 결정된 분양면적에 의해 전기, 통신 설계 도면이 결정되므로
* 이로 인하여 현장공사 준공시점에 전기공사 완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 심지어 선행공사가 있는 경우는 재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손실까지 발생함.
2. 전기, 통신 마감 공사 진행 상 난이점
* 상가 바닥면에 FLOOR DUCT 공법으로 설계된 현장의 경우에는 여러 공정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바닥설치 전기설비들의 잦은 훼손에 따른 절연 등의 문제로 안전한 전기설비 보존이 어렵다.
* 건축공사 천장 마무리 시점에는 전기, 통신공사 동시 마감이 불가하므로 후속 공정인 전기기공사의 공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 입주 상가별 구획용으로 사용하는 건축 경량 칸막이는 전기 배관 설치공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 입주 상가별 분양면적에 따라 경량 칸막이의 구획에 가변성이 많아 세대 분전함 위치 미결정에 따른 적절한 위치의
전기배관 작업이 곤란하다.
* 전기·통신공사 마감이 늦어지면 전기공사는 물론 건축공사 잔류인원이 늦게까지 상주해야 한다.
3. 시공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안
* 입주 상가별 칸막이 위치에 관계없이 매입배관 대신 노출배관(CD관 등) 으로 대체 시공한다.
* 입주 상가별 천정 상부 근처까지 배관배선 공사를 하되 전선은 경량칸막이의 가변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유 있게
해 둔다.
* POEWR POLE 내에 금속격벽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선을 분리 배선하여 유도장애가 없도록 한다.

상가 건물의 POWER POLE 적용에 따른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
1. 마무리 공사와 지연에 대한 현장 적용성
* 상가 분양면적 결정 지체로 인한 내부 건축공사 마감이 늦어지는 현장에 매우 적합하다.
* 따라서 건축공정이 지체되어도 적정 싯점에 전기, 통신 공사가 가능하다.
* POWER POLE 내부에서 전기배선과 통신배선을 금속격벽으로 분리하면 전자파 차폐효과가 있다.
* 전력량계, 차단기, 배선기구 등 강전과 약전설비를 일체화 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 표면 마감은 기본 백색 분체 도장 처리되어 부식방지로 내구성이 향상 된다.
* POWER POLE 본체가 전기설비 시스템 접지와 접지 본딩되어 사용자가 감전으로 부터 안전하다.
* 확작성 있는 POWER POLE의 내부 구조로 인하여 상가 입주자는 입주 후 전기나 통신회로 회선의 선택성이 있다.
* 입주 상가 간 경량 칸막이 공사에 관계없이 구획만으로도 POWER POLE의 선행 공사가 가능.
2. POEWR POLE 적용에 따른 경제성과 공기 단축
* 노출배관 공사나 FLOOR DUCT 공사 공법보다 경제적이다.
- 모든 부품이 일체화된 제품이므로 현장에서의 설치작업 단순화로 설치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 현장에서의 절단, 가공 작업이 필요없어 작업 손실 시간이 적어지며.
- 알루미늄 소재이므로 표준품셈에서 철재의 70% 품을 적용하므로 더욱 경제적이다.
* 설치공사 기간도 단축과 환경친화적 공법이다.
- 모든 전기 및 통신공사 배관, 배선이 POWER POLE 한곳으로 집중되어 동시작업이 가능하므로 배관 및 배선작업의 공사기간도 단축된다.
- 노출배관 공사나 FLOOR DUCT나 공사와 달리 현장 절단가공 작업이 없으므로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건축폐기물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3.
*
*
*

POEWR POLE 적용에 따른 부수적인 장점
설치작업의 단순화로 공기가 단축되며 고급 숙련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기공법의 시공방법이므로 작업자의 현장체류 시간이 짧아 산업재해에 노출 시간이 적다.
현장에서의 절단, 가공작업 부재로 친환경 공법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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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OLE ® 구성 입체도

POWER POLE 상세 도면

POWER POLE 상세 도면

상가건축의 POWER POLE ® 적용현장 -#1

현대건설 암사아파트 종합상가

여수 의류 패션 종합상가

삼성건설 잠실 4단지 아파트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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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축의 POWER POLE ® 적용현장 -#2

삼성건설 구로7구역 아파트

현대건설 강서1주구 종합상가

현대건설 호계방향 아파트

목동 하이페리온 지하상가

상가건축의 POWER POLE ® 적용현장 -#3

동부건설 여의도 증원거래소

벽산건설 남양주 아파트

강남대로 렉시온 오피스텔

SH공사 하계6단지 상가

상가건축의 POWER POLE ® 적용현장 -#4 (시공 전 후)

시공 전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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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축의 POWER POLE ® 적용현장 -#5 (시공 전 후)

시공 전

시공 후

시공 전

시공 후

시공 전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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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제품의 설치실적
연구소
실험실

대전한국천문연구소, 한국의류시험연구소, 기후배기관, 정읍방사선 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첨단광기술
원, 울산화학 연구단지, 신탄진 KT&G, 대전 세트랙아이 연구소, 대원제약 연구소, 서천국립생태원, 한미약품
연구센터, 친환경 청정기술지원센터, 한국화학연구원, 수질자동측정소, 한국기계금속연구원, LED조명 실험센
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우면동 LG전자기술원, 서울대 암연구소, 일산일렉콤, 전북대 미생물실, 대한중
석초경, LG정보통신 外

사무실

세종시 정부청사, 서울시청민원청사, 국립나주박물관, 충북음성농촌진흥청, 가산동 LG전자, 서초동킴스타워(
가락타워), 서초동 GT타워, 유한양행, 산업안전공단, 대우중공업 군포, 농협 창동, HP 여의도, 화승 둔포 外

전화국(KT)

인천KT, 수원KT, 노원KT, 도봉KT, 동의정부KT, 김해KT, 성수KT, 개봉KT, 원주KT, 은평KT, 일산KT, 목동IDC,
마포KT, 김포KT, 행당KT, 양평KT, 강서KT, 구로KT, 서광주KT, 남인천KT, 진천 KT, 태백 KT, 신제주 KT, 용
인 KT, 광화문 KT, 논현 KT, 북대구 KT, 전주 KT, 북대구 KT, 용인 KT, 서광양 KT, 논산 KT, 중랑 KT, 송도
KT, 강화 KT, 화성동탄 KT, 북전주 KT, 신설동 KT, 관악 KT, 대구 KT, 공항 KT, 동대문 KT, 영동 KT, 창원
KT, 혜화 KT, 분당 KT, 예산 KT, 구미 KT, KT 연구개발센타 우면동

대학교
사무실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한국폴리텍, 제주공과대, 경상대, 안동대, 신구대, 성신여대, 평택국제대학교, 순천대
학교, 수원과학대, 제주대, 한양대학교, 한경대, 호서대,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 장
안대, 유한대, 홍익대학교, 서울대 예술관, 연세대 경영관, 고려대 도서관, 한국체육대, 부산신라대, 군산대, 부
경대, 인하대학교, 서울대 생명공학 연구소 外

할인매장

신세계광주, 코스트코 광명점, 부산연산 홈플러스, 안산홈플러스, 전주홈플러스, 칠곡홈플러스, 대구 홈플러스,
간석홈플러스, 파주프리미엄아울렛, 까르푸 안양, 일산, 대전, 월마트 도곡, 일산, 하정점 外

초,중고등학교

상가

서울, 인천, 수원, 부천, 안양, 대전, 안산, 논산, 전북, 경산, 전주, 울산, 부산교육청 산하
김해상록골프장, 삼천포수산시장, 대명델피노, 현대건설 암사동, 보정리, 안양 호계, 경산 홈타운 外, 안양지
하상가, 을지로 중앙상가

전산실

IBK고객센타, 중소기업 진흥공단, 홍천직업전문 학교, 주택은행 영등포, 도곡점 外, 시티뱅크 여의도점 外

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목동 이대병원, 광명 인병원, 카톨릭 성가병원, 삼성서울병원 外

체육시설
REMODELLING

기타시설

크린룸
사이버주택
건설회사

울산, 제주, 부산, 광주 월드컵 경기장, 고양 실내 체육 外
신응암시장, 역도경기장, 한국마사회, 용인수지월드마크, 진도우체국, 전북장수골프장, 경기의왕 서비스센타,
농촌진흥청, 서울시청사, 아시아나 빌딩, 논노빌딩, HP사옥, 교육청사, MSD제약 外
경남남해클럽하우스, 용산 국방부, 판교항공무역센타, 수원R5 ,제주약용작물종자보급센타, 대전 아모레 퍼시
픽, 경남창원 과학파크, 풀무원공장, Sea Gate현장, 곤지암 리조트, 부산교육연수원, 김포한강신도시, LG전자
평택공장, 알에스오토메이션 평택공장, 부산지하철, 구미제일모직, 발안물류센터, 구미LG전자, 구미보도 아셈
블리현장, 오산아모레퍼시픽, 수원시 야구장, 웅진코웨이 유구공장, 울산현대중공업, 고양실내체육관, 동대문,
산본, 장안편, 송옥개발CC, 농촌진흥청, 서울시청사 外
오송생명과학단지, LG반도체, 삼성SDI, FICO KOREA, 동부전자, LG전자 外
거실 및 안방, 인터넷 운영실, SOHO작업공간
현대건설, 두산건설, 고려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삼성건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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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적용 시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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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관련 각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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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Pole 관련 각종 인증서

Cable Trunking System
MULI-WIRE-DUCT

Jinwoo System Create the Leading New Technology, U.T Pole Deliver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