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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단 면 도 -

- 횡 단 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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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맨홀 및 기기 기초대 (Precasted Manhole and Pad Mount)
 


 적용범위

  ∙ 지중배전선로용 맨홀(핸드홀) 및 기기 기초대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운반, 
조립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호 규격(외부치수: mm)(폭×높이×길이) 적용 단위중량(ton)
104023 HS-2 1,800×2,100×2,300 핸드홀(직선방향 케이블 인입, 인출) 8.13
104027 MS-6 2,100×2,380×4,000 맨홀 6~9회선 규모 16.1
104017 T-3U 1,350×1,120×1,600 300kVA 삼상변압기 기기 기초대 2.50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물(맨홀) ∙ 실물(기기기초대) ∙ 설치형상(맨홀)  ∙ 설치형상(MBS맨홀)

 주요특징 

  ∙ 구조물 설치 : 기초대 상부가 지표면상 50mm 이상 노출
  ∙ 구조물 접합 : 접합면을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조상태에서 규정량의 접착제를 
                 도포한 후 경화시간 내에 상ㆍ하부 블록이 일체되도록 함

ES-568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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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관로구 (Cylinder Type Pad Mount)
 


 적용범위 

  ∙ 지중 배전선로의 지중구조물(맨홀, 핸드홀, 전력구)과 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구조물
   구조물 벽체에 설치함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구 분 호칭경 (mm) 단위길이 (mm) 비  고

103715 몸체
100 600 ※ 부속자재(볼트너트 및 O-링) 포함

103708 덮개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관로구의 몸체 및 지수판은 철근 조립, 거푸집 설치 및 철거시 파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

  ∙ 관로구 배치(Ø175mm 기준)

ES-597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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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관로구 볼트 조임식 방수장치
(Bolt-Tightening Water Resistant Device for Conduit)
 


 적용범위 

  ∙ 지중배전선로의 구조물(맨홀, 핸드홀, 전력구 등)에 설치된 관로구 내에 케이블이 
   1공 3조로 수용된 상태에서 관로측으로부터 구조물 내로 물이 침투 또는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방수장치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용 도
103641 DW 150 - 60 관로구 150 mm, 22.9 kV 지중케이블 60 mm2에 사용
103642 DW 175 - 60 관로구 175 mm, 22.9 kV 지중케이블 60 mm2에 사용
103643 DW 175 - 325 관로구 175 mm, 22.9 kV 지중케이블 325 mm2에 사용
103644 DW 200 - 325 관로구 200 mm, 22.9 kV 지중케이블 325 mm2에 사용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사출, 압출 또는 압축성형 등의 방법으로 제조
 유의사항

  ∙ 볼트 조임식 방수장치 설치순서
  ⓛ 볼트를 손으로 약간 풀고  ② 지지대를 빼고  ③ 고무패킹을 열고 케이블을 삽입
  ④ 지지대를 다시 조립       ⑤ 조립한 방수장치를 관로구 안쪽으로 밀어 넣고
  ⑥ 볼트를 렌치로 골고루 힘껏 조임

ES-597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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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용 사다리 (Ladder for Manhole)

발판볼트(맨홀용) (Step Bolt)

훅크(맨홀용) (Hook)
 


 적용범위 

  ∙ 사다리, 발판볼트 : 지중 송배전선로용 전력구 및 맨홀내 설치하여 작업 및 점검을 
위하여 사람의 입 ․ 출시에 적용

  ∙ 훅크 :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 설치하여 지중케이블 관로 인입시에 적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명 품목번호 기 호 치수(mm) (폭 × 길이 (L)) 비 고
맨홀용 사다리 103982 M.L-1.7 300 × 1,700 ※ 용융아연도금

 - 50mg/cm2
※ 재질
 - KS D 2503

발판볼트 104002 - 200 × 330
훅 크 104001 - 100 × 250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맨홀용 사다리

 
발판볼트

 
훅 크

 유의사항

  ∙ 맨홀내 훅크 취부 사례

ES-4240-0001 / ES-5440-0001 / ES-534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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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받이 (Drain Pit)
 


 적용범위 

  ∙ 지중 배전선로용 구조물(맨홀, 핸드홀, 전력구 등) 내의 집수를 위하여 물받이용에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치수 (mm) 단위중량(kg) 비 고

104003 φ 180 × H210 20 본체 내면 및 철개는 아스팔트 도장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시공중)

 

 유의사항

  ∙ 설치위치는 매 맨홀뚜껑 중앙의 직하 바닥면에 각각 설치하고 뚜껑으로 덮어야 함

ES-56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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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매설용 접지 연결동봉
(Copper Clad Ground for Laying of Structure)
 


 적용범위 

  ∙ 지중 구조물(맨홀, 핸드홀, 전력구 등) 내부와 외부사이에 접지선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구조물 매설용 접지 연결용으로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류 치수(mm) 적용 개소 단위중량(kg)
100343 대 형 φ 24 × 730 본체 콘크리트 두께 60㎝ 이하 5.1
100344 소 형 φ 24 × 510 본체 콘크리트 두께 40㎝ 이하 4.37

 형상도

∙ 실물 ∙ 설치예시 ∙ 설치형상

 유의사항

  ∙ 맨홀접지는 제1종 접지(접지 저항치 16Ω 이하, 합성저항 5Ω/km 이하)를 시행하고 
접지선은 나연동선 38mm2 이상으로 함

ES-597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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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뚜껑 (Manhole Cover)
 


 적용범위 

  ∙ 지중 송․배전선로에서 케이블의 신․증설, 유지보수 및 운영용 맨홀에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개소에 설치하는 뚜껑에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단위 형태 뚜껑규격(mm) 용 도 설치장소 뚜껑높이
(mm)

단위중량
(kg)

104032 조 원형 φ 918 송배전용 일반도로 250 530
104033 〃 〃 φ 1,108 〃 〃 255
104034 〃 각형 (2×538)×576 배전용 보도 140 30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원 형)   (각 형)

 주요특징 

  ∙ 원형 : 겉뚜껑은 탄소주강, 틀은 회주철 재질
  ∙ 각형 : 구상 흑연주철 재질
 ∙ 속뚜껑은 관계자외 열지 못하도록 뚜껑 1조당 1개소씩 잠금장치 시설
 유의사항

  ∙ 맨홀(핸드홀) 뚜껑에는 겉뚜껑, 속뚜껑, 틀, 고무패킹 및 조임쇠로 구성
 ∙ 맨홀 출입구의 구체 목길이는 최소 350㎜로 하고, 맨홀뚜껑 설치시는 도로 노면과 

일치되게 설치(GL +0~10mm 이내)
 ∙ 시공(사례)

     

ES-56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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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용 저압 접속함체 (Low-Voltage joint box Underground Line)
 


 적용범위 

  ∙ 지중배전선로의 저압케이블을 지중에서 접속하거나 분기하는 장소에 매설하여 사용
   하는 접속개소의 수용함체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종 류  규격(mm) (가로×세로×높이) 비고
103427 JB-L             간선용  500×750×650 내부치수103428 JB-S             인입용  450×450×55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접속함체는 합성수지제 PE(폴리에틸렌)계열, FRP(강화섬유 플라스틱)계열 재질 사용
  ∙ 접속함체에는 필요시 쉽게 100mm 파형관을 연결할 수 있는 예비 구멍이 있음

    ∙ 접속함체 하면에는 배수구멍이 간선용은 ∅70mm×2, ∅20mm×1의 3개가 있으며,   
      인입용은 ∅100mm×1개가 있음
    ∙ 접속함체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접지선 연결용 동대를 접속함 내ㆍ외측으로 각각 
     5cm 정도 돌출되도록 설치하되 동대 양단에는 M10볼트를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함

ES-5675-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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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저압 접속함 뚜껑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Cover for Low Voltage Coupling Box)
 


 적용범위

  ∙ 지중 배전선로의 저압케이블을 지중에서 접속하거나 분기하는 장소에 매설하여 사용 
하는 지중 저압 접속함체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뚜껑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호 종 류 내부치수(mm)
(가로×세로×높이)  색상

104036  JB-L-B 간선용 뚜껑 840×600×40
 진밤색

104037  JB-S-B 인입용 550×550×40
104038  JB-L-G 간선용 뚜껑 840×600×40

 진회색
104039  JB-S-G 인입용 550×550×40

 형상도

∙ 실 물 (간선용)  (인입용)  ∙ 설치형상

    

 주요특징 

  ∙ 뚜껑의 재료는 FRP 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 및 절연성을 갖도록 압축 성형하여 제작

 유의사항

  ∙ 뚜껑과 접속함체 사이에 사용하는 패킹이 있어야 함
  ∙ 틀(간선용)을 고정볼트(M16×150L) 4개로 저압접속함 위에 고정시킨 후 뚜껑을 
   덮고 5각 볼트 2개로 조임

ES-568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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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림형 잠금장치 맨홀뚜껑 (Lock type Manhole Cover)
 


 적용범위 

  ∙ 지중 맨홀의 상부를 보호하는 뚜껑의 일종이며, 일반 뚜껑과 달리 일반인이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Type 뚜껑에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뚜껑규격(mm) 형 태 비 고
120617 일반형 Φ918 원 형 겉뚜껑 한전마크 표시
125509 디자인형(차도) 〃 〃 〃
125510 디자인형(보도)  〃 〃 겉뚜껑 보도포장 마감재 마감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몸체와 잠금장치)
  

(속뚜껑)

 주요특징 

  ∙ 뚜껑은 겉뚜껑, 잠금장치, 틀 및 속뚜껑으로 구성하며, 잠금때 흔들림이 없어야 함
  ∙ 겉뚜껑 개폐시 작동이 원활하도록 잠금장치(개방기)와 동시출고
  ∙ 물림장치의 회전에 의한 잠금(잠금장치 3개)

 유의사항

  ∙ 겉뚜껑의 잠금장치는 일반형과 디자인형(차도)에도 적용 
  ∙ 잠금장치는 결합 후, 충격 등으로 뚜껑이 열리지 않아야 함

ES-56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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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 저압 접속함 뚜껑
(Composite materials Cover for Low Voltage Coupling Box)
 


 적용범위 

  ∙ 지중배전선로의 저압케이블을 지중에서 접속하거나 분기하는 장소에 매설하여 사용
   하는 지중 저압접속함체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복합재료수지재질의 뚜껑 및 틀에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치 수(mm)
(가로×세로×높이) 무 게 비 고

121494 간선용 798×548×60 45kg 이하
1,000×750×65

121495 각형 1,028×528×60 45kg 이하
1,100×600×65

121496 인입용 550×550×40 30kg 이하
124951 간선용 뚜껑 840×600×40 45kg 이하 FRP틀에 사용

 형상도

∙ 실물 및 설치형상    

  

 주요특징 

  ∙ 보도에 적합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 기존 저압접속함 뚜껑 대비 내하중 향상, 내구성 및 절연성 우수
  ∙ 지자제 또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심미관 개선거리에 활용
  ∙ 주변 보도와 색깔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되어 친 환경성 조성

 유의사항

  ∙ 시공시 보도 기준레벨과 수평을 유지
  ∙ 보관, 운반 및 설치시 뚜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요함

GS-568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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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잠금형 맨홀 뚜껑 (Spring Lock Type Manhole Cover)
 


 적용범위 

  ∙ 지중 송․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스프링 잠금형 맨홀뚜껑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뚜껑규격(mm) 형 태 비 고
126631 일반형

￠918 원 형 겉뚜껑 한전마크 표시126632 디자인형(차도)
126633 디자인(보도) 겉뚜껑 보도포장재 마감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겉 뚜껑과 틀 및 겉 뚜껑 잠금장치는 SPS-KFCA-D4302-5016의 GCD 500 또는
   동등이상의 기계적성질(인장강도, 항복값, 연신율 등)을 가진 구상흑연주철을 사용
  ∙ 겉 뚜껑의 잠금장치의 스프링은 KS D 3510의 C종을 사용
  ∙ 별도의 전용도구 없이 개방과 잠금이 매우 용이, 겉뚜껑과 틀이 밀착되어 소음 예방
  ∙ 물림형 잠금장치 맨홀뚜껑의 틀이 동일하여 호환사용 가능

 유의사항

  ∙ 맨홀뚜껑은 겉 뚜껑, 틀 및 속 뚜껑으로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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