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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케이블 드럼 취급 요령
1. 케이블 드럼(D/M) 하역 작업
1) 제품 하역 시는 그림 1-2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할 것이며, 지게차가 없을 경우 1-1처럼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지 말 것.
2) 제품 드럼을 차 위에서 떨어뜨리면 하중의 큰 충격에 의하여 드럼 파손은 물론 케이블이 그 충
격을 직접 받게 되므로 손상을 입게 된다.
※ 목 드럼이 충격에 의하여 일그러지므로(동경부 내려앉음) 굴리는 과정 또는 포설시 일그러진드
럼이 회전되면서 내부의 못이 조금씩 빠져 나와 케이블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림 1-1
3) 내려놓을 장소가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못하면 정지작업을 우선 실시한 후 그림 1-3광 같이 측
목을 설치하고 드럼이 계속 굴러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측목 하단으로부터 약 6~8m 지점에
차단목을 설치해 놓고 드럼에 로프를 걸어 서서히 굴려 안전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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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 드럼(D/M) 운반
1) 드럼은 지게차,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드럼을 굴려서 이동시킬 경우에는 그
림 2-1과 같이 드럼 측판(후랜지)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굴려야 하며, 이동 거리는 50m
이내이어야 한다. 단, 굴러가는 지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그림 2-1
2)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반대방향으로 굴리면 속에 감긴 케이블이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케이블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3. 케이블 드럼 포장목 해체
1) 포장목을 해체할 때는 그림 3-1과 사진 3-2와 같이 못에 의해 케이블 또는 사람이 찍힘 손상
을 당하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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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포장목과 “못”에 의한 제품손상

2) 해체된 포장목에 못을 구부려서 제품 근처에서 멀리 두어야 한다.
※ 케이블이 못에 찍혔을 때 외관상의 육안 식별이 어려워 시공 후 내전압시험 또는 사용 중 절연
파괴 사고가 발생되므로 특별관리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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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케이블 포설방법 및 특징
1. 케이블 포설계획시 착안 사항
지중송전용 케이블의 포설계획을 수립시 선로의 Route 선정은 먼저 중요도나 장래계획, 특징 등
을 감안하여 포설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장을 짧게 할 수 있는 Route
2) 굴곡 및 고 ․ 저 차가 적은 장소
3) 굴착 및 시공과 복구가 용이한 장소
4)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적은 장소
5) 다른 지하 매설물이 적은 장소
6) 고열의 발생 또는 고열의 전도가 없는 장소
7) 화학적 부식을 받지 않을 장소
8) 사유지가 아닌 장소
9) 진동이 없는 장소

2. 케이블 포설시 필요 장비
A. 원-치기 임 원치카

B. 드럼 각기(JACK)

C. 인출용 로-라

D. 회전금구

E. 장력계

F. 드럼 브레이크

G. CATERPILLAR

H. 가이드 파이프

3. 케이블 포설방법 비교
케이블 포설방법을 비교해 보면 표 3-1과 같으나 이 방식 이외에도 가공포설, 해저, 교량, 수저,
턴넬 등과 같은 장소에도 포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Route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구내 연락용 케이블은 직매 방식이 채용되고 있으며, 암
거 포설은 변전소 입․출구 등에 채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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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포설방식

이

점

결

점

1)
2)
3)
4)

외상을 받기 쉽다.
보수 점검이 곤란하다.
증설, 철거시 불편하다.
교통이 번잡한 장소에 공사가
곤란하다.

관 로 포 설

1) 증설, 철거가 편리하다.
2) 보수점검이 편리하다.
3) 외상 받을 기회가 비교적 적다.

1)
2)
3)
4)
5)

공사비가 싸다.
Route의 굴곡반경 제한
다조포설시는 송전용량이 감소된다.
공사기간이 길다.
Route의 변경이 곤란하다.

암 거 포 설

1)
2)
3)
4)

1) 공사비가 대단히 비싸다.
2) 공사 기간이 길다.
3) 공사가 타회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4) Route의 변경이 곤란하다.

공동구 포설

1) 타시설물(수도, 가스, 통신등)과 건설
비의 분담이 가능하다.
2) 다조포설에 용이하다.
3) 보수점검시 편리하다.
4) 외상 받을 기회가 비교적 적다.

직 매 포 설

1)
2)
3)
4)
5)

공사비가 저렴하다.
굴곡부가 있어도 포설에 지장이 없다.
열 방산이 양호하다.
공사 기간이 짧다.
Route의 변경이 용이하다.

열 방산이 양호하다.
다조포설에 용이하다.
보수점검시 편리하다.
외상 받을 기회가 비교적 적다.

1) 공동구가 건설비가 싸다.
2) 공사기간이 길다.
3) 사고가 타 시설물에 파급 우려가
있다.

4. 케이블 포설
1) 관로 포설
※ 관로 포설시 지형조건에 따라 케이블 인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고․저차가 있을 경우 :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나. 곡선 부분이 있을 경우 : 굴국이 먼 맨홀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다. 관로 내경은 케이블 최대외경에 하기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택한다.
① 1 공 1조의 경우
* D ≤d+30㎜ (D: 관로내경 ㎜, d: 케이블의 최대 외경 ㎜ )
② 1 공 3조의 경우
* 2.16d+30㎜ ≥ D＜ 2.85d (D: 관로내경 ㎜ , d: 케이블의 최대 외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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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재로서는 원심철근 콘크리트관(흉관), FRP관, 강관은 지반의 심하가 큰 장소나 철도 횡
단부 등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한다.
관로 포설시 관로 선정 기준
포 설 방 법

1공 1조 포설
1공 3조 포설

케이블 외경 (㎜)

관 로 경

관로중심 간격 (㎜)

50 미만

75

150

50 ~ 70 미만
70 ~ 100 미만
100 ~ 125 미만
125 ~ 175 미만

100
125
150
200

175
200
250
325

* 트리프렉스형 케이블 및 1공 3조 포설시의 케이블 외경은 3심 연합외경 (단심케이블
외경 × 2.16배)를 가리킴.
마. 관로 포설시 케이블 인입 요령
① 인입순서
시험봉 와이어 인입

시험봉 인출

드럼 배치

윈치기 배치

푸링아이 취부

와이어 선단에
회전금구 취부

맨홀내 로라배치
회전금구 취부

푸링아이와 와이어 연결

케이블 인출

케이블 절연저항 시험

관로 입출구 방수장치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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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로 내부 검사방법
① 케이블 인입 전에 관로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4-1과 같은 시험봉을
그림 4-2와 같은 요령으로 연결하여 관로 내부를 통과시켜 조사한다 .

그림 4-1 (관로 도통 시험봉 )
(주) 시험봉은 금속제 (Fe, AL)를 사용한다.

그림 4-2 시험봉 연결 요령
② 시험봉의 규격
단위 : ㎜
전선관 규격

100

125

150

175

200

시험봉 규격 (D)

80

105

130

155

180

비

고

곡율반경 5m

시험봉 길이 (L)

400

곡율반경 10m

"

600

곡율반경 15m

"

800

곡율반경 20m

"

1,000

곡율반경 15m 및 직선

③ 시험봉을 도통한 후 시험봉 표면에 외상이 확인될 경우와 구축된 관내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상세한 관로 조사를 위하여 5m 정도의 케이블에 장력을 주어 인입
시험을 행하여 외관의 이상 유무를 재조사한다.
사. 인입 방법
① 관로 및 맨홀의 입 ․출구에 케이블 가이드 (Guie) Roller등 필요한 장비를 그림과 같이
설치하여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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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그림 4-4 케이블 드럼 및 윈치 설치도
* 1공 3조식 포설 방법 개요도

그림 4-5 케이블 드럼 및 윈치 설치 표준도
(주 ) 케이블 인입시 장력계를 사용하여 인입장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장력의
변동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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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설속도는 보통 5 ~ 10 m/min 정도로 한다 .
단 , 외경의 적은 케이블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도 있다 .
③ 케이블이 인출축 맨홀에 도착하면 접속에 필요한 길이 (약 2~3m)까지 끌어 놓는다 .
④ 케이블의 인출이 완료되면 보내는 측 맨홀에도 접속에 필요한 길이를 남겨야 한다.
(주 ) 포설후 케이블 절단은 케이블의 절연저항 및 차폐 -대지 간 저항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⑤ 케이블을 절단하였을 시는 앤드캡 (End Cap)을 씌우고 침수되지 않도록 자기융착
Tape와 PVC Tape로 밀착하여 감은 후 높게 고정시켜 놓는다.
⑥ 관로 포설시 활제를 사용하면 마찰계수를 크게 감소시켜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활제를 사용한다.
2) 직매 포설
※ 직매 포설의 경우 케이블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Trough가 사용된다 .
가 . 케이블 드럼의 설치장소는 케이블 중량 및 토지의 상황과 교통관계를 고려하여
인임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나 . 케이블 드럼은 작기 (JACK)에 걸리지 않고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드럼 샤후트에 링을 삽입하여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다 . 로라 배치
① 그림 4-6 과 같이 Trough 위에 로라를 약 2~3m 간격으로 배치한다 .
② 곡선 부분은 케이블에 무리를 주지 않게 그림 4-7과 같이 허용곡율반경에 의거
로라를 수직으로 설치하여 병용 사용한다.

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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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직매 포설 요령
일반적인 직매 포설 요령은 그림 4-8과 같고 Pulling 길이가 길 경우와 구격이
케이블일 경우 , CATERPILLAR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케이블의 단말부 (Pulling eye 부분 )를 로라 위에 올려놓고 드럼을 서서히
회전시킴과 동시 로프(Rope)에도 서서히 장력을 가하여 케이블이 로 -라를
이탈하지 않도록 풀어준다.
② Pulling시는 케이블과 와이어 연결부위 회전금구가 원활히 회전되어야 하며 ,
케이블이 회전되어서는 안 된다 . (회전금구 필히 장착 )

그림 4-8 포설장비 설치도
마 . Pulling시 주의 사항
① Pulling전 주의 사항
* Trough의 배열 상태가 양호한지를 확인
* 굴착장소의 흙무더기 언전상태 확인
* 소활판 , 기자재 정리정돈
* Trough 뚜껑 낙화 방지
* Trough 내 타물체 유무 확인
* 굴곡부 로라 보강
* 드럼과 윈치의 고정점 이상 유무 확인
② Pulling중 주의 사항
* Pulling 속도 감시 (약 5~8m/min) : 케이블 중량 및 외경에 따라 조정
* 텐션이 케이블에 무리하게 가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 조정
* 로 -라 위에서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시한다.
* 장력계 감시 철저
* 굴곡부를 통과한 케이블 외관의 이상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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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를 설치하지 않고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손상
③ Pulling후 주의 사항
* Trough 내에 케이블 인입 , 모래충진시 손상 방지
* 케이블 노출부 손상 방지
* 케이블 명판 (선번호 ) 취부
바 . 포설후 처리
① 케이블 단말부에서부터 로라를 제거하면서 Trough 내에 케이블을 인입시킨다.
② 케이블을 Trough 내에 인입시킨 후 Trough와 케이블의 간격을 모래로 충진
시키고 뚜껑을 덮은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 Trough내에 모래를 충진할 때 돌멩이 등 날카로운 물체가 케이블에 닿거나
근접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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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적인 포설 방법
1. 목

적

여기에 기술된 포설 방법은 현장 여건, 또는 케이블의 규격과 조장에 따라서 채택되고 있는 현장
에서의 일반적인 시공방법이나, 그동안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를 종합하고, 일본 자료를 참고
하여 기술하였으니 상세히 이해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사용된 방법을 개선하여 케이블 및 人災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포설종류 및 방법
1) 중간 끌기에 의한 장조장 포설
가 . 기계에 의한 방법
나 . 인력에 의한 방법
< 해설 > : 그림 2-1 참조
* 포설 Route의 중간 중간에서 인출기나 인력에 의하여 중간 인출을 행한다 .
2) 분배 포설
< 해설 > : 그림 2-2 참조
* 포설 Route 중앙 부근에서 한 방향으로 케이블을 포설하고, D/M 에 남은 잔여
케이블을 8자 모양으로 살려놓은 후 <그림 2-4 참조 > 이것을 반대방향으로 이른바
분배포설을 행한다.
* 이때 맨홀의 출입구 규격은 케이블의 곡율반경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 즉 , 지상에
남은 마지막 케이블을 구부려 넣을 때 맨홀의 출입구 규격이 적으면 케이블이
변형됨을 주의할 것.
3) 반복 포설 방법
< 해설 > : 그림 2-3 참조
* 케이블을 어떤 구간에 포설하고 , 일단 케이블을 관로 등에서 끄집어내어 8자 모양으로
사려놓은 후 다음 구간으로 포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방법을 되풀이 하면서
포설하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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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설 종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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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자(字) 형태의 작업시 유의사항
1) 케이블 포설시의 허용곡률반경은 일반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고정 시에는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8자 형태로 사려놓을 때와 인출시에 국부적으로 압축된 구부러짐과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4) 압축된 구부러짐과 비틀림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 다심 CVV류 : 뒤틀림 현상으로 내층이 심선이 외층으로 튀어나와 외관상 보기 흉하게 되며,
차폐층 이완으로 단선우려가 있다.
* 고압케이블 ① 중성선 몰림 현상으로 울퉁불퉁하게 나타남.
② 銅 Tape 밀림현상을 몰림 및 단선 발생.
③ 절연체와 도체가 이완되어 케이블 수명이 단축됨.
5) 케이블의 허용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림 4-8 8자형 사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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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장 및 다심(10C 이상, 제어용 케이블) 케이블 포설 공사시 유의 사항
철선외장 및 CN/CV (CN/CO) 케이블은 철선 또는 중성선이 좌방향(Z연)으로 꼬여 있으므로 드럼
에서 인출 및 관로 인입시, 인출 및 인입 방향에 따라서 중성선(철선)이 풀리면서 부풀음, 몰림현
상 또는 Kink(케이블 비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Tape가 단선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
할 것.
1) 케이블 인출 및 인입 방향은 드럼에서 케이블이 감긴 방향과 일직선상인 정방향이 되도록 당긴
다.
2) 맨홀이나 포설 장소가 여의치 않아 드럼에서 인출후 진행 방향을 바꾸어 당길 경우는 :
가. 케이블 굴곡시 및 인취시 중성선 (철선 ) 꼬임 방향의 반대 방향(우방향)으로 케이블을
비틀거나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핏치 풀림)
나. 급격한 굴곡이 없도록 당긴다 .
다. 굴곡부는 해당 케이블의 곡율반경에 따라 로라를 설치하여 케이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라. 케이블 고정시의 곡율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할 것 .
* 포설시의 곡율은 케이블 외경의 20배로 한다 .
3) 케이블을 처음 인출시 꼬이지 않도록 바르게 펴서 인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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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을 풀어 놓을 때는 반드시 케이블의 곡율반경 이상의 8자 형태로 사려놓아야 하며, 방향
을 바꾸어 다시 당길 때는 케이블이 꼬이지 않도록 특히 주위 하여야 한다.

5) 상기와 같은 포설요령을 지키지 않았을 시는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됨
가. 중성선 (철선)의 핏치 풀림으로 부분적인 몰림이 불룩하게 튀어나옴 .

양식A 0301-2/0

A4(210 × 297)

MBS B 0109

18 / 25

나. 제어용 케이블과 같이 다심케이블은 심선의 핏치가 풀리면서 내층의 심선이 외층으로
밀려 나오려는 힘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므로 아래의 사진과 같은
현상의 외관이 흉하게 나타남.

다. 차폐케이블일 경우는 바인더Tape와 차폐 Tape가 부분 , 부분 밀림 현상이 발생되어
외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차폐 Tape가 단선되어 접지 불량의 염려가 있으니 포설
시는 곡율반경 및 장력 등 주의 사항을 필히 준수할 것이며 , 포설 전과 포설 후
차폐층 단선 유무를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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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소 허용 곡율반경
1. 케이블의 최소 허용 곡율반경은 케이블의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케이블 절연재와 구
조의 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 최소 허용 곡율반경을 결정하는 목적은 포설 중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통전 중 발생하는 열 신축에 의한 Stress가 케이블에 가하지지 않도
록 함이다.
3. 차폐Tape형 케이블은 곡율반경을 유지하지 않으면 차폐 Tape층이 골곡부를 통과할 때 이완
분리되고, 직선부를 통과시키는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힘 대문에 Tape몰림 및 단선으로 이어지
는 현상이 발생한다.
4. 최소곡율반경이 작으면 도체와 반도전층 및 절연체가 이완되어 도체로부터 받는 전위경도가 드
리게 되어 이온(Ion)화 현상이 발생하여 절연 열화를 쉽게 일으켜 케이블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항이므로 취급시 유의하여야 한다.
5.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최소 허용 곡율반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허 용 곡 율 반 경
단

구 분
케이블
종 류

심

비분할
도 체

분 할
도 체

다

심

차 폐

무

8 D

12 D

6 D

차 폐

유

10 D

12 D

8 D

연피, 철선 외장

10 D

12 D

10 D

평 할 알 루 미 늄

20 D

20 D

20 D

파 상 알 루 미 늄

15 D

15 D

15 D

6 D

-

4 D

이

동

용

비

고

저압캡타이어 케이블

D : 케이블 외경
* 케이블 포설시의 곡율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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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케이블의 허용 인장력
1. PULLING EYE를 사용시 최대 가능 장력은 다음과 같다.
銅

도

체

[7.0㎏/㎟ X 도체단면적(㎟) X 선심수] = ㎏ 이하

AL 도체 (경AL)

[4.0㎏/㎟ X 도체단면적(㎟) X 선심수] = ㎏ 이하

AL 도체 (연AL)

[2.3㎏/㎟ X 도체단면적(㎟) X 선심수] = ㎏ 이하

(예) 22kV CV 銅도체 3CX60SQMM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7.0kg/mm² × 60SQMM × 3 = 1,260 kg

그림 PULLING EYE
2. WIRE GRIP을 사용시 최대포설 장력은 다음과 같다.
비닐 Sheath

[1.0㎏/㎟ X Sheath단면적(㎟)] = ㎏ 이하

크로로플렌 Sheath

[0.5㎏/㎟ X Sheath단면적(㎟)] = ㎏ 이하

* Wire Grip은 1,000㎜ 이상의 길이로 케이블은 파지할 것.
(예) 22kV CV 3CX60SQMM 케이블 외경 : 67㎜, Sheath 두께 : 3.5㎜의 허용장력은?
1.0kg/mm² ×π(33.5² - 30²) = 6.97.7 kg

그림 WIRE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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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LLING EYE와 PULLING GRIP의 사용 구분
양자의 사용구분은 다음표의 PULLING GRIP 사용가능 인입조장을 착안하여 이것을 초과할 경
우에는 PULLING EYE를 사용한다.
표 3-1 ; PULLING GRIP 사용가능 인입 조장표
CABLE의 종류
종류
AL - CVT
CU - CVT
CU - CV

인입 가능 길이(m)
Size(㎟)

직선 관로

곡선 관로

400

380

190

250

540

270

400

190

90

250

270

130

150

410

200

(주 1) PULLING GRIP에서 인입허용장력은 안전율 2를 고려하여 1,500KG으로 함.
(주 2) 마찰계수 : 0.5
(주 3) 곡선관로란은 곡선관로의 시설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착안 수치이며, 수평
각 45˚ 의 곡선부가 관로 중앙부에 2개소 있는 것으로 판단한 개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1) PULLING GRIP
가 . 인입 CABLE의 선단 처리
* 인입시 관로 내부에서 케이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 선단은 방수처리를
정성스럽게 처리하여야 하며 , 필요에 따라 2주 CAP 을 한다 .
* 이전에 처리되어 있는 케이블에 있어서는 CAP 의 파손, 테이핑 상황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며 재처리하여 보완할 것.
* 선단부에 이상이 발견된 케이블은 선심 속에 침수 염려가 있으니 수분검출 시험을
행한다.
나 . PULLING GRIP 의 장착
* PULLING GRIP 의 장착
* PULLING GRIP 의 케이블 파지부 묶음은 파지부단의 한군데 이상을 결박하지
않으면 , 장력을 가할 때 파지부가 케이블 외피만을 몰고나와 외비가 늘어나면서
CORE가 속으로 들어간다.
다 . 수분검출
* 수분 검출시험은 파라핀왁스를 적당한 용기에 가열하여 케이블 도체부를 넣어
기포가 발생하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2) 회전 금구 (꼬임방지기)
PULLING EYE 또는 PULLING GRIP 과 인입용 WIRE ROPE 사이에는 회전금구를 취부
하여 케이블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단, 짧은 케이블의 경우에는 생략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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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 인입 장력
1) 케이블 인입조건
케이블 인입장력 및 굴곡부 축압이 케이블 허용인장력과 허용축압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인입장력
케이블 포설전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로경간 양단 맨홀에서 각각
최대포설장력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입 하여야 하며 , 경우에
다라서는 경간의 조정이 불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로의 경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시 최대포설장력을 설정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케이블 인입장력의 계산과 계산정수
1) 계산정수
기 호

표

T

인입장력

μ

마찰계수

W

케이블 단위중량

L

케이블 길이

φ

경사각

Rad

θ

굴곡부 범위각

Rad

직선경사부의 경사

θ1

인입구 각도

Rad

θ2

인출구 각도

Rad

수직굴곡부에 있어서 上向으로 올릴 시는 수평
에서의 각도, 下向으로 내릴 시는 수직 각도

T1

인입구 인입 장력

KG

T2

인출구 인출 장력

KG

K1

중량 수정율

K2

중량 수정율

d

케이블 외경

mm

삼각형상의 경우

D

관로의 내경

mm

크레롤 형상의 경우

R

곡율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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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장력 계산식 일람표
포설 종류

개 요 도

공

식 (KG)

水平直線部

T = μWL

直線傾斜部

① 上向
T₁= WL(μcos Φ + sin Φ )
② 下向
T₂= WL(μcos Φ - sin Φ )

水平出曲部

μθ

μθ

μ

μ

μ

垂
直
屈
曲
部

μ

μ

凸曲線

μ

μ

θ

θ

μ θ

μ

θ

θ

μ

θ

μ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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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량수정율
단심 케이블을 관로 내에 2조 이상 일괄하여 인입시는 관로와 케이블 간에 힘이
발생하여 케이블 무게를 크게 한다 . 따라서 포설장력 계산 시는 케이블 중량을
증가시키는 중량보정 계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보정계수는 관로내 케이블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한다.

*중량보정계수는 3각 형상보다 크레들형상이 높다 .
*케이블 단면적의 40% 정도인 경우 3각형상은 약 1.222, 크레들형상은 1.442 정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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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찰계수
인입장력 계산에 있어서 마찰계수는 다음표의 수치가 적용된다.
관로의 종류 및 인입 조건

마 찰 계 수

흄관 및 플라스틱 관에 활재가 없는 경우

0.5 ~ 0.7

흄관 및 플라스틱 관에 물이 있는 경우

0.2 ~ 0.4

흄관 및 플라스틱 관에 활재를 사용할 경우

0.3 ~ 0.3

FRP관, PFP관

0.3 ~ 0.４

강판

0.5 ~ 0.６

로라를 사용할 경우

0.1 ~ 0.2

모래에서 포설할 경우

1.5 ~ 3.5

4) 측압계산과 허용측압
케이블이 굴곡부나 활차를 통과할 때 케이블과 굴곡부 사이에 압력이 발생한다. 이
측압은 곡율반경 , 포설장력 , 케이블중량 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로 설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축압은 곡율반경 (R)과 굴곡부 장력 (T)으로 나타내며 다음 식에 따르며 아래 표에 표시된
측압 한계치를 초과하면 케이블이 손상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곡율반경을 증가시켜야
한다.
< 측압 계산 방식 >
포설 종류

Cable 배치

<허용측압 >
공식 (kg/m)
케이블 종류

허용측압

삼각 형상
1공 3조
크레들 형상
1공 1조
K:중량보정계수

T:포설장력

지절연전력케이블

300

플라스틱절연 전력케이블

300

트리프렉스 Cable

250

R:곡율반경

<그림 3> 관내 케이블 포설시 장력과 측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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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케이블 포설 후 확인사항 및 처리 방법
1. 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절연저항 및 차폐와 대지간의 저항을 측정하여 케이블의 외상 여부를
확인할 것.
2. 케이블을 포설한 후 필요한 여장을 넘기고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 Kit처리를 즉시 이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히 비닐캡 및 Steel캡을 씌우고 자기융착 Tape와 PVC Tape를 밀착
시켜 감아 습기(낙수나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단말부를 맨홀의 높은 곳
에 고정시켜야 한다.
* 맨홀 내에 지하수가 유입되면 수압의 영향으로 단말부의 미세한 틈으로 침수의 가능성이 많음.
3. 케이블의 여유장
케이블의 조장 결정은 최소한 짧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여유장을 짧게 하면 포설시 부족할
염려가 있으므로 다소의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길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구간 조장에 대한 여유장
가 . 경간이 50M 미만일 경우 구간거리의 3%
나 . 경간이 50M 이상일 경우 구간거리의 2%
* 케이블 조장 = 관로장 + 양접속점 옵셋트장 + 접속여장 + 계척보 정치
2) 접속 여유장
가 . 직형 맨홀일 경우 : 2M
나 . 곡형 맨홀일 경우 : 3M
다 . 콘크리트주

: 1.5M

라. 철

: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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