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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인 포스트 애자(LP애자)
② 폴리머 현수애자
  - 현수애자, 장간형 현수애자
③ 경완철용 볼 쇄클
  - 앵커쇄클
④ 소켓아이
  - 볼아이, 볼크래비스

⑤ 알루미늄선용 인장클램프
  - 쐐기형 인장클램프
  - 강심 알루미늄 연선용 압축형 인류클램프
⑥ 저압인류애자
⑦ 인류스트랩
⑧ 정형 바인드
  - 동 바인드, 비닐 바인드, 알루미늄 바인드
⑨ 저압가선용 랙크 (제4장 장주 관련자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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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포스트 애자 (Line Post Type Insulators)
 


 적용범위 

  ∙ 직선주 전선 또는 점퍼선을 지지하는데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치수 (지름×높이)  형구분 애자색
106670 152 × 304 일반형 갈색
106671 178 × 304 내염형 회색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일반형) (내염형) (일반용) (내염형)

 주요특징 

  ∙ 완철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전선을 지지하고, 전선과 금구류 사이의 절연 목적
  ∙ 애자의 베이스가 완철면에 완전 밀착되도록 지상에서 스프링와셔를 끼우고 애자핀을 견고히
   조인 후 주상으로 올려 설치

(올바른 설치) (잘못된 설치)

 유의사항

  ∙ 내염형 애자의 사용개소: 오손등급 C급 이상 지역
  ∙ LP 애자 핀(규격번호 : ES 5975-0051) 참조

ES-5970-0003



제5장 애자 및 애자장치

46  

배전용 폴리머 라인포스트 애자 (Polymer Line post Type Insulators)
 


 적용범위 

  ∙ 직선주 전선 또는 점퍼선을 지지하는데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치수 (지름×높이) 재질 색상
106672 152mm × 304mm Polymer 회색(Gray)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폴리머재질로 자기애자 대비 발수성 및 내오손 특성 우수
  ∙ 애자 파손에 의한 선로고장 및 안전사고 등 문제점 해소
  ∙ 자기 애자에 비하여 중량감소로 취급성 및 작업성 향상

 유의사항

  ∙ 사용개소
   - 오손등급 C, D급 지역으로서 자기애자 파손시 비산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ES-597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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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볼소켓형 현수애자
(Ball and Socket Type Suspension Insulators for Distribution)
 


 적용범위 

  ∙ 내장, 인류개소에 전선을 지지하는데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치수 (mm) (직경×높이) 과전파괴하중 kN (kgf) 비 고

106678 D-1 191 × 146 68.60 (7000) 일반형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특고압배전선로의 인류주 및 내장주에 사용
  ∙ 22.9kV의 일반개소는 2개, 오손등급 C급지역 3개 설치

 유의사항

  ∙ 현수애자 시공시 결합순서
   - ㄱ형 완철 설치시 : 앵커쇄클+볼크레비스+현수애자(2~3개)+소켓아이+인장클램프+전력선
   - 경완철 설치시 : 경완철용 볼쇄클+현수애자(2~3개)+소켓아이+인장클램프+전력선
   - 경완철 설치시 : 경완철용 아이쇄클+폴리머 현수애자+인장클램프+전력선
   - 지선밴드 설치시 : 볼아이+현수애자+소켓아이+인장크램프+중성선  

ES-597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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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현수애자 (Polymer Suspension Insulators)
 


 적용범위 

  ∙ 내장, 인류개소에 전선을 지지하는데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길이 (mm) 규정 인장하중 kN (kgf, Pound)

106694 폴리머현수애자 A호 525 ± 25 69 (7000, 15000)
106695 폴리머현수애자 B호 430 ± 20 69 (7000, 1500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폴리머 현수애자 A호

폴리머 현수애자 B호

 주요특징

   ∙ 발수성(Hydrophobicity) 재질의 고분자 소재 사용으로 내오손성능 우수, 누설전류가
   적고, 섬락발생률이 낮음

 유의사항

  ∙ 폴리머 현수애자 A, B호 사용지역 구분
   - A호 : 오손등급 C급이상 지역에 사용(자기제 현수애자 3련 대체용)
   - B호 : 오손등급 B급이하 지역에 사용(자기제 현수애자 2련 대체용)
    ※ 독수리 등 갈고리부리 조류에 의한 폴리머애자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멘트
       또는 화학제품 생산공장(특히 비료공장) 인접지역으로서 분진이나 화학성 가스의 
       영향으로 폴리머애자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자기제 현수애자 사용
  ∙ 폴리머 현수애자 결합순서
   - ㄱ형 완철 : 앵커쇄클+볼크레비스+소켓아이+폴리머 현수애자+인장클램프+전력선
   - 경완철 : 경완철용 아이쇄클(또는 볼쇄클+소켓아이)+폴리머 현수애자+인장클램프+전력선

ES-5970-0013



제5장 애자 및 애자장치

  49

 
폴리머 저압 현수애자 (Polymer Low Voltage Suspension Insulators)
 


 적용범위 

  ∙ 저압 ACSR/AW-OW 35mm2 농사용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폴리머 절연물을 사용한 애자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적용전압 적용전선 재  질 색  상
120946 600V ACSR/AW-OW 35mm2 폴리머 회색 (Gray)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성능 

  

항 목 특   성
상용주파 내전압 15kV (1분간)

상용주파 주수내전압 10kV (1분간)
인장 내하중 1,300kgf (3분간)  

 유의사항

  ∙ 애자는 절연물을 기준으로 양단에 금구가 있는 구조
  ∙ 애자양단의 연결금구는 핀볼(Pin ball)형과 아이(Eye)형으로 지선밴드 및 인장클램프
   와 연결사용이 가능

GS-534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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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저압 인류애자
(Polyethylene Low voltage shackle type Insulators)

 


 적용범위 

  ∙ 주로 저압 가공선로 또는 인입선에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구 분 지름 × 높이(mm) 색 상
124239 저압선 및 인입선용 ￠110 × 95 백 색
124240 접지선용 녹 색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애자의 재질은 성능을 만족하는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 사용
  ∙ 제품제조는 사출성형 된 단일구조이며, 색상은 중성선용 백색, 접지선용 녹색
  ∙ 저압가선용 랙크에 잘 결합되는 구조이어야 함

GS-597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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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내오손용 결합애자
(Polymer Anti-contamination Coupling Insulators)
 


 적용범위 

  ∙ 염진해 오손지역에서 특고압 컷아우트스위치 또는 피뢰기의 절연성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들과 조합 사용되는 폴리머 재질의 중간 결합애자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호 및 명칭 치수 (직경×길이)
106704 폴리머 내오손용 결합애자 120mm × 265mm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코어는 레진에 함침시킨 유리섬유(Glass Fiber)로 주로 구성
  ∙ 몸체의 재질은 적당한 유연성과 내구성을 가진 고분자(Polymer) 절연재로써 난연성능과 
   발수성(Hydrophobicity)이 장기간 지속되는 양질의 재질
  ∙ 자기와 폴리머제품 특성 비교

 

항 목 특 성
폴리머 제품 자기 제품

오손 내전압(등가염분부착밀도0.35mg/㎠) 7kV 7kV
상용주파수 건조내전압(1분) 42kV(단자-단자) 42kV(단자-단자)

충격내전압(1.2×50㎲) 125kV 이상 125kV 이상(단자-단자)
굽힘 파괴하중 1,000kgf 이상 1,000kgf 이상
연면 누설거리 420mm 이상 -

 유의사항

  ∙ 애자 양단의 금구는 특고압 컷아우트스위치(COS) 또는 피뢰기(LA)와 용이하게 연결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한쪽 금구에는 볼트 및 너트를 취부하여 공급

ES-597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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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스트랩 (Terminal Straps)
 


 적용범위 

  ∙ 가공 배전선에서 특고압 중성선으로 AL 전선을 사용 시 저압 인류애자에 인류시키기 
위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길이(mm) (폭×두께×길이) 인장하중 kN (kgf)
106739 30×2×240 11.76 (1,20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저압인류애자와 조합하여 다중접지계통의 Aℓ 중성선(인류 및 내장개소)에 사용
 유의사항

  ∙ 인장하중이 1,200kgf이므로 장경간 등 하중이 많이 걸리는 장소에서는 사용 불가
  ∙ 1선용 랙크 및 저압 인류애자와 결합하고, 데드앤드크램프로 조합하여 전선을 장악
    - 결합순서 : 전주 + 암타이 및 랙크밴드 + 1선용 랙크 + 저압 인류애자 + 인류스트랍
                 + 데드엔드크램프 + 전선
  ∙ 인류스트랍 대신 현수애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
    - 하천, 철도 및 고속도로 횡단개소
    - 선로긍장 80m 이상 장경간 개소

ES-597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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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배선용 인장클램프
(Deadend Clamps for Aluminum Conductors)
 


 적용범위 

  ∙ 가공알루미늄 배전선의 내장, 인류개소에서 사용하는 볼트조임형 인장클램프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적용전선 (mm2)

101606 D-1 32～58
101607 D-2 95
101608 D-3 160
101605 D-4 24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경간 100m 이하 선로에 적용

ES-5975-0013

http://www.cheryong.co.kr/contents/item.php?it_id=145292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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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형 인장클램프
(Wedge Type Dead-End Clamp for HDCC & ACSR)
 


 적용범위 

  ∙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동연선 및 알루미늄선용 클램프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적용전선(mm2) 시험하중
[kN(kgf)]

선조장악력
[kN(kgf)]

101616 WDC-1 특고압 OC-W 38, 60 25.99(2,650) 14.22(1,450)
101617 WDC-2 특고압 OC-W 100 43.34(4,420) 24.52(2,500)
101618 WDA-1 ACSR 32, 58 21.57(2,200) 11.77(1,200)
101619 WDA-2 ACSR 95 36.67(3,740) 18.63(1,900)
101620 WDA-3 ACSR 160 41.19(4,200) 34.32(3,500)

ACSR/AW-OC 160 18.14(1,85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주요특징

  ∙ 특고압 배전선로에서 인류 및 내장개소의 현수애자와 결합하여 전선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전선장악 작업이 간편함

 유의사항

  ∙ 경간 100m 이내의 인류 및 내장개소에 사용

ES-5975-0050

http://www.cheryong.co.kr/contents/item.php?it_id=145292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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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심알루미늄 연선용 압축형 인류클램프
(Compression Type Deadend Clamps for A.C.S.R) 


 적용범위 

  ∙ 가공선로의 인류개소에 사용하는 강심알루미늄 연선용 압축형 인류클램프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호 적용전선 (㎟) 비 고 품목번호 기호 적용전선 (㎟) 비 고

101585 DEA-11W ACSR 480 (Rail) 전체압축형 101597 DEA- 6 ACSR 120 가공지선용
101590 DEA-9W ACSR 410 전체압축형 101598 DEA- 7 ACSR 240
101591 DEA-1HT 고강도 ACSR 120 고강도가공지선용 101601 DEA- 8 ACSR 330
101592 DEA- 2 ACSR  65 가공지선용 101603 DEA- 9 ACSR 410
101593 DEA- 3 ACSR  95 101604 DEA-10 ACSR 520
101594 DEA- 4 ACSR  97 101599 DEA-11 ACSR 480 Rail 용
101595 DEA- 4G ACSR  97 가공지선용 101600 DEA-12 ACSR 480 Cardinal용
 형상도

∙ 실 물  ∙ 구조 및 조립사진
① 강클램프 
② 알루미늄 클램프 
③ 강심 ④ 알루미늄 전선 
⑤ 콤파운드 주입구
⑥ 알루미늄 점프터미널
⑦ 비압축부 
⑧ 강심압축부
⑨ 전압축부 ⑩ 후압축부

 주요특징 

 ∙ 경간 100m를 초과하는 장경간 개소의 전선 장악용
  ∙ 현수애자와 압축형 인류클랩프 조립사진

 유의사항 

  ∙ ACSR과 절연전선(ACSR/AW-OC) 전선은 강선부분의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절연전선에
   는 본 압축형 인류클램프를 사용할 수 없음

ES-597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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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쇄클 (Anchor Shackle)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로 애자장치에 사용하는 앵커쇄클에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종  류 시험하중 [ kN (kgf)]
101493 AS-8 A형  78.45  (8,000)
101494 AS-12 B형 117.67 (12,000)
101495 AS-12P C형 117.67 (12,000)
101496 AS-16.5-1 B형 161.80 (16,500)
101497 AS-16.5-2 B형 161.80 (16,500)
101498 AS-16.5-P C형 161.80 (16,500)
101499 AS-23 B형 225.54 (23,000)

  ※ 주) B형 및 C형은 송전용

 형상도

 ∙ 실 물  ∙ 설치방법

  

 주요특징

  ∙ 코터볼트 및 코터핀에는 ES-5315-0001에서 정한 스프리트핀을 부속시켜야 함
  ∙ 배전용에 사용하는 코터핀은 일체형 코터핀(GS-5315-0002)에 따름

 유의사항

  ∙ 앵커쇄클의 재질은 치밀하여야 하고, 이의 표면은 흠, 갈라짐 등의 결점이 없이 미려
   하여야 함

ES-40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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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완철용 쇄클 (Shackles for Square Type Steel Crossarm)
 


 적용범위 

  ∙ 가공 배전선로에서 지지물의 장주용으로 현수애자를 완철에 장치하는데 사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구 분  기 호 종 류 규 격(㎜)
101503

볼쇄클
BS-1 일반형 86 × 148

101501 BS-2 단일형 내장완철용 105 × 270
101502 BS-3 연장형 86 × 298
101500 아이쇄클 ES-1 일반형  86 × 199
120345 ES-2 단일형 내장완철용 105 × 199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볼쇄클)

(아이쇄클)

 주요특징

  ∙ 일체형 코터핀(GS-5315-0002)을 사용
 유의사항

  ∙ 연장형은 조류사고 방지용으로 사용 가능

ES-4030-0002

ES-534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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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인드선 (Binding Wires for Copper Conductors)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에 사용하는 나동바인드선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도체직경 (mm) 품목번호 도체직경 (mm)
102652 2.0 102654 4.0
102653 2.6 102655 5.0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유의사항

  ∙ 바인드는 성형대로 별도의 공구없이 착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 애자에 전선을 고정시키고 바인드선의 중앙부분을 애자중간에 놓고 바인드선의 끝을
   180° 회전시켜 끼우면 시공이 완료됨 

ES-534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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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바인드선 (Binding Wires for Insulated Wires)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 또는 옥내배전선에 사용하는 비닐바인드선에 대하여 적용

 종류 및 규격

 형상도                          

∙ 설치형상

 유의사항

  ∙ 저압인류애자의 22mm2 이하는 비닐바인드 2.0mm 사용
 ∙ 다중접지 중성선에 ACSR전선 사용할 때의 직선개소는 고압핀애자의 측부바인드에 준     

하며, 인류개소는 인류 스트랍을 사용 
  ∙ 랙크장주의 직선개소는 저압핀애자의 바인드 준용
  ∙ OW전선 38mm2 이상을 인류바인드시는 피복제거 후 나동 바인드 2.6mm을 사용하고, 비

닐테이핑 처리

품목번호 도체직경 (mm) 품목번호 도체직경 (mm)
102667 1.6 102668 2.0

ES-534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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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바인드선 (Binding Wires for Aluminium Conductors)
 


 적용범위 

  ∙ 가공배전선로의 알루미늄전선에 사용하는 바인드선에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종류 지름(mm) 비닐피복두께(mm) 완성품 외경 (mm) 중량(kg/km) 1조의표준길이(m)
102664 나 4.0 33.94 300
102665 나 5.0 53.08 300
102666 비닐 4.0 0.5 0.5 44 300

   ※ 주) 나 - 알루미늄바인드선,  비닐 - 비닐피폭알루미늄바인드선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ACSR 중성선용 정형바인드 (Preformed Bind for A.C.S.R Neutral Line)
 


 적용범위 

  ∙ 특고압 가공선로 및 저압 가공선로에 사용되는 ACSR 중성선을 애자에 지지하는데 적용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 호 중성선 굵기(mm2) 적용개소 적용애자
120618 NB-32 32

애자측부 인류애자120619 NB-58 58
160620 NB-95 95

 형상도

∙ 실 물  ∙ 설치형상

 

ES-5340-0016

GS-5340-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