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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전주 (Concrete Poles)
 


 적용범위 

  ∙ 가공 배전선로의 지지물로 일반적인 장소에 사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길 이(m) 끝지름(㎜) 밑지름(㎜) 설계하중[kN (kgf)] 지지점높이(m)
100116 일반용 10 190 323 3.43(350) 1.7
100120 중하중용 14 190 377 6.86(700) 2.4
100128 고강도용 16 190 403 9.80(1,000) 2.8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예시  ∙ 설치형상

 주요특징 

구 분 일반용 중하중용 고강도용
발판볼트구멍의 색으로
전주종류 구분

(검정색) (적색) (청색)
밑둥내부 철선의 표시로 
전주 구분

( - ) ( + ) ( # )

 유의사항

  ∙ 제원표시찰은 상하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상부에는 한전의 사장과 영문 이니셜, 
   가운데에는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성형년월, KS마크, 규격번호 또는 호칭을 표시하고, 
   하부에는 경고문구(”전주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를 표시
  ∙ 제원표시찰은 회색 바탕에, 한전의 사장과 경고문구는 적색으로, 기타 표시내용은 
   흑색으로 인쇄

ES-56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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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콘크리트 전주 (Color Concrete Poles)
 


 적용범위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공원지역 등을 통과하는 가공 배전선로의 친환경적 지지물로 사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길 이(m) 색상 끝지름(㎜) 밑지름(㎜) 설계하중[kN (kgf)] 지지점높이(m)
100133 일반용 10 갈색 190 323 350 1.7100134 녹색
100145 중하중용 14 갈색 190 377 700 2.4100146 녹색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일반용과 중하중용으로 구분하며, 철선이 절단된 전주는 불량품임
  ∙ 전주하차, 야적, 시공시 충격 및 접촉부에 스크래치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GS-568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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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형 저압 콘크리트 전주 (Slim Type Low Voltage Concrete Poles)
 


 적용범위 

  ∙ 농사용 신규, 지장선로 이설공사 등에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길 이(m) 끝지름(㎜) 밑지름(㎜) 설계하중(kgf) 지지점높이(m)
121570 일반용 8 140 247 200 1.4
120944 10 140 273 250 1.7

 형상도

∙ 설치형상

    

 주요특징

  ∙ 기존전주의 지상고 유지, 설계강도, 말구직경, 끝지름 축소(체적 및 중량 : 25% 감소) 
    - 저압 농사용 선로에 많이 사용되는 단상선로 용도로 설계강도 축소
  ∙ 전주의 윗둥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완전 밀폐
  ∙ 전주의 밑둥은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처리

 유의사항

  ∙ 8M 전주는 농사용 저압 단상 2선식 선로, 10M 전주는 농사용 삼상4선식 및 공가설비 
   병행선로에 사용

GS-568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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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전주 (Steel Poles for Distribution Lines)
 


 적용범위 

  ∙ 가공 배전선로의 지지물로 도로가 협소하여 콘크리트전주의 운반이 곤란한 장소
  ∙ 콘크리트전주로서는 규정의 강도 및 시공이 어려운 장소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구 분 전주길이(공칭,m) 설계하중(kgf) 구   성 기초방식

120217 무도장 20 1,500 3단(8+6+5.95m) 콘크리트기초2,000 3단(8+6+5.95m)
   ※ 무도장, 녹색안정화 암갈색 ․ 진녹색 ․ 연회색의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20m 3단(8+5+5.95m)
 콘크리트 기초

구형 20m 4단(5.0m×4개)
콘크리트 기초

 주요특징 

  ∙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여 산악 및 좁은 도로 등 장척 콘크리트
   전주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 시공하며, Slim한 디자인으로 미관을 개선
  ∙ 장력 및 지상고가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

 유의사항

  ∙ 일반 경질토사의 경우를 기준한 것이므로 지반이 연약한 개소 등에서는 기초의      
   강도를 보강

GS-568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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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곡선형 강관전주 (Round Steel Poles for Distribution Lines)
 


 적용범위 

  ∙ 가공 배전선로의 지지물로 건물 측방이격거리 확보 및 지하 매설물간 지장 해소가 요구  
되는 장소에 사용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설계하중(kN/kgf) 길 이(m) 종 류 구   성 기초방식 비 고
100050 4.90(500) 14 상부곡선형 3.0m×4조(강관부)

2.7m×1조(기초부) 강관기초100051 하부곡선형
100574 6.86(700) 14 상부곡선형 3.0m×4조(강관부)

2.7m×1조(기초부) 강관기초100055 하부곡선형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상부 곡선형 강관전주 : 간판 및 수목 등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확보
  ∙ 하부 곡선형 강관전주 :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과의 이격거리 확보

 유의사항

  ∙ 기초주의 밑면은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4.0mm 이상의 강재를 사용

ES-568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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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FRP 경량전주
(Environment Friendly Light Poles for Distribution Lines)
 


 적용범위 

  ∙ 공원, 녹지지역 및 관광지 등 주위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대표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길 이(m) 끝지름(㎜) 밑지름(㎜) 설계하중[ kN (kgf)] 지지점높이(m)
120642 일반용 10 190 323 3.43(350) 1.7
120654 중하중용 14 190 377 6.87(700) 2.4
120660 고강도용 16 190 404 9.80(1,000) 2.8

   ※ 종류 및 규격 : 붙임(부록2)

 형상도                               주요특징 

∙ 설치형상 ∙전주의 본체와 2단 체결볼트, 스텝볼트 등
 그 부속품으로 구성
∙전주는 수지(resin)와 유리섬유(glass fiber) 
등을 이용하여 제작

∙ 착색재료의 경우에는 갈색 및 녹색의 색상을
 가지는 천연광물의 분말과 무기안료 등의 인공 
착색재를 사용

∙복합재료 전주는 기존전주의 형상과 유사한 
경사진 기둥형상을 가지며, 2단으로 분리되어
서 제작되어야 함

∙ 옥외에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UV차단 베일
(Veil)과 내후성 도료를 사용함.

 유의사항

  ∙ 배전용 FRP 경량전주에는 KS M 6020(유성도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료 사용
  ∙ 기타사항은 ES-5680-0001(콘크리트 전주)에 따라 표시

GS-568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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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형 강관전주 (Y-Type Steel Poles for Distribution Lines)


 적용범위(제한적 활용)

  ∙ 교차로 곡각지점(모퉁이) 등 전주 2기 이상 필요개소 
  ∙ 부하밀집 가공지역 추가 변대설치가 곤란개소
  ∙ 변전소 인출구간, 다회선, 지중입상 + 기기 등 복잡개소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구 분 전주길이(m)
설계하중[kN(kgf)] 구   성 기초방식 비 고

124219
Y형

(녹안정화
 암갈색)

16 700 3단
(4+4.40+
8.45m)

강관
근입

- 구조설계에 필요한 기계적인 허
용 응력은 사용재질인 SPA-H
의 항복응력에 안전율 1.5를 적
용한 치수임.

- 따라서 소요단면 치수는 이를 
근거로 하여 외경 및 두께의 선
정에 참고토록 한다.

124220
Y형

(녹안정화
 진녹색)

16 700

 형상도                              주요특징 

 ∙ 설치형상 ∙ 기존도심지는 상권 및 건물가치하락 우려로 
 신규건주 불가
∙ 노후 건물의 냉방부하 급증으로 주상변압기
 의 과부하 운전개소 증가
∙ 기존 전주의 노후 및 불량시 1:1 교체로는 
 부하증가에 대체 불가 
∙ 내후성 강관재질로 일반강에 비해 내식성 우수

  

 유의사항

  ∙ Y형 강관전주 1기로 기존전주 2기의 역할 수행 : 변압기 최대 6대 설치 가능
   ∙ 특고압 고객의 인입개폐기와 지중인입선을 전주 2기에 설치하던 것을 Y형 강관전주 
   1기로 해결 가능

GS-568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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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내장형 강관전주 (Steel Poles for Cable Inside)
 

 적용범위 

  ∙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곤란 개소
  ∙ 보차도가 협소하여 기기설치 시 통행불편 및 민원발생 등으로 지중화 곤란 개소
  ∙ 미관등을 고려하여 기기공간확보 가능 개소는 적용 지양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구분 전주길이(공칭) 설계하중 구 성 기초방식 비  고
125324 녹안정화

암갈색
12m 700kgf 2단

(10m+3.5m)
강관
근입

- 구조설계에 필요한 기계적인 허용 
응력은 사용재질인 SPA-H의 항
복응력에 안전율 1.5를 적용한 치수
임.

- 따라서 소요단면 치수는 이를 근거로 
하여 외경 및 두께의 선정에 참고토록 
한다.

125325 녹안정화
진녹색

125326 녹안정화
연회색

 형상도

∙ 설치형상       

 주요특징

  ∙ 강관부 녹안정화코팅 표면처리는 노출되는 표면에 대하여 표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전면을 균일하게 내후성강용 피막처리재로 색상(암갈색, 진녹색, 연회색)에 상당하게 처리
  ∙ 두께는 최소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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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근가 (Concrete Anchor Blocks)
 


 적용범위 

  ∙ 콘크리트 전주 및 지선에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품목명 폭×길이(㎜×㎜) 비 고
100229 콘크리트근가 0.7m 200×700 지선용
100230 콘크리트근가 1.2m 240×1200 전주용
120506 소형 원형지선근가 430×150 직경×높이
120507 대형 원형지선근가 620×180 직경×높이
120782 아치형 전주근가 0.8m 350×80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콘크리트근가 1.2m)

  

(콘크리트근가 0.7m)

(콘크리트근가 1.2m)

 주요특징 

  ∙ 가공 배전선로에서 콘크리트 전주 등의 각종 지지물이 전선 인장력에 의해 경사됨을
   방지하고, 지선의 장력 버팀용으로도 사용

 유의사항

  ∙ 각도개소, 인류개소 : 각 장력의 합성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 직선개소 : 전선로 방향으로 좌우 교대로 설치
  ∙ 고속도로, 철도, 전철 등 횡단개소 : 횡단개소의 안쪽으로 장력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ES-83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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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가용 U볼트 (U Bolts for Anchor block)
 


 적용범위 

  ∙ 가공 배전선로의 전주 및 지선 근가를 부착하는데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규격(㎜) 단위중량
(kg) 비고D L

101130 320 550 2.40 근가용
101131 360 590 2.60 “
101132 400 630 2.71 “

    

 형상도

∙ 실물     ∙ 설치예시 ∙ 설치형상

 유의사항

  ∙ 근가블록의 설치 방향
  - 직선선로 : 선로방향으로 전주 1기마다 좌,우 교대로 설치
  - 곡선선로 및 인류전주 : 장력 방향에 설치

ES-53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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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볼트 (Step Bolts)
 


 적용범위 

  ∙ 배전용 전주의 승주용으로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볼트 (㎜)
(경×길이)

스프링와셔 (㎜)
(두께×외경)

단위중량
(kgf)

100376 M16×160 4×28 0.32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전주에 설치하며, 작업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 ․ 하주 할 수 있도록 발판지지용
   으로 설치

 유의사항

  ∙ 개폐기, 변압기 등이 설치된 전주와 저압이 가선된 전주에는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하부 약 0.9m까지 스텝볼트 설치
  ∙ 그 외의 전주는 지표상 3.6m의 위치로부터 완철하부 약 0.9m까지 스텝볼트 설치

ES-53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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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번호찰 (Number Plates for Electric Pole) 


 적용범위 

  ∙ 전선로의 전산화 전주번호 및 전주일련번호 표시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규격(가로 × 세로 × 두께)
103536 130㎜ × 240㎜ × 0.3㎜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재질은 KS D 6701의 A1050 118 또는 동등 이상
 ∙ 인쇄재료는 열 경화형 에폭시잉크나 KS잉크 또는 동등이상 재질 사용

ES-99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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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번호찰 제작 프린트용 점착테이프
 (Adhesive Tape for Printer making Pole Number Plates)



 적용범위 

  ∙ 전선로의 전산화 전주번호 및 전주일련번호 표시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규격(mm)가로×세로×두께 비 고
103542 일반용 126×209×0,1 두께오차는 

±0.01mm이하126413 분산형전원용

∙ 실 물
(일반용) (분산형전원용)

 주요특징

  ∙ 점착테이프 : KS C 2344(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규정된 성능에 적합
  ∙ 점착제 : KS C 2347(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테르 점착테이프)에 적합

 유의사항

  ∙ 분산전원용 점착테이프는 외각테두리가 녹색으로 (30±0.1) mm로 인쇄되어야 하며, 한
전 로고위에 분산형 전원 연계설비 글씨를 표기해야 함

ES-813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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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부착방지 전주도색판 


 적용범위 

  ∙ 배전용 전주의 차량충돌 예방 및 상가, 번화가 등 불법광고물 부착이 심한 지역에서 
   광고물 부착방지를 목적으로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    류 규    격 (㎜)
a (상부쪽) b (하부쪽) h (길이)

103562 10~13M 전주용 1,000 1,040 900
103563 14~16M 전주용 1,120 1,156 90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도색판은 전주에 견고하게 취부할 수 있도록 체결밴드와 고리가 연결
  ∙ 점착력이 우수한 고휘도 반사시트 부착과 고정대 및 카바를 갖추어야 함
  ∙ 도색판 시트의 전면에는 광고물의 부착이 어렵고,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뿔 형상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고휘도 반사시트 부착을 위한 평면을 갖추어야 함

 유의사항

  ∙ 도색판 시트의 전면에는 검정색과 노란색이 사선으로 반복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위험”과 “광고물부착금지”가 적색으로 표시

GS-9905-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