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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nstalling Underground Distribution Cable into Cond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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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로내 이블 포설시 이블 허용장력이 포설장력을 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이블 포설 도  Kink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블 드럼을 반드시 세워서 포설해야 하고, 이블 드럼을 눕
서 포설해서는 안 된다. 한, 허용 류를 고려하여 이블 상호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로 내 이블을 설치할 경우 직선구
간 뿐 아니라 굴곡구간에도 설치되므로 포설측압이 허용측압을 과하
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측압에 견디기 해서는 이블 포설시 곡률
반경을 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지 배 선로를 구성할 때 부분 로식을 사용한다.  
로 내에 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은 많은 물리  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이블 수명을 장기간 유지하기 해
서는 이블 포설작업에 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장에
서 이블을 부 하게 취 하거나 암반 는 한 굴곡부에서 이블
을 무리하게 Pulling 하는 것은 이블 고장의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로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이블 Pulling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로 
내에서는 열 발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송 용량이 감소하므로 열  
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 배 설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력계통의 신뢰도 확보에 
한 고객의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 배 선로의 신뢰도를 확보
하기 해서는 이블 포설시 부실시공이 발생하시 않도록 시공 리를 
철 히 해야 하며 이블을 손상 없이 안 하게 포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케이블 포설 전 준비사항

  2.1 선로경과지의 확인

  공사설계서를 기 로 장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처리계획, 공가기간, 
공사구간, 이블 드럼 설치 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2 케이블 포설장력 등 확인

  이블 인장력이나 측압 등의 계산 자료가 장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3 장비 및 공구 확인

  이블포설에 필요한 치나 장력계 등을 비롯한 제반장비와 공구 등이 
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 케이블 취급요령

  이블에 외상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블을 구부릴 
경우 허용곡률반경은 이블 표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
블을 반 측으로 구부릴 경우에는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
측으로 구부리며 격히 구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블은 드럼에 
감은 상태에서 운반하여 장한다. 이블 단 후 바로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3.1 케이블 드럼의 취급

  이블 드럼을 굴릴 경우에는 드럼 내에서 이블이 풀리지 않도록 
드럼에 표시된 방향에 따른다. 이블 드럼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블이 감기기 시작하는 드럼의 
안쪽 지름은 이블 외경의 15배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인입금구

  풀링아이(Pulling Eye)에 의하여 이블을 당길 경우 허용 인장력은 

규정된 범  이내를 유지하고 풀링아이와 인입용 철선간에는 회 구

를 취부하여 회  비틀림에 의한 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림 1> 풀링아이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방법

  풀링그립(Pulling Grip)에 의하여 이블을 당길 경우 허용 인장력은 

규정된 범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풀링그립 취부시 풀링그립의 각 

소선에 균등한 힘이 가해지도록 소선을 고르게 펴야 한다. 풀링그립은 

삽입길이 1m마다 1.6mm 철선 는 2.0mm 동선으로 묶어 이블 포설 

 풀링그립이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2> 풀링그립을 이용한 케이블 포설방법

4. 관로 내 케이블 포설

  4.1 관로 조사

  로에 이블을 포설하기 에 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면도, 
맨홀도 등 도면을 이용하여 로 경과지, 맨홀 치, 경간  로 부설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 장조사를 통하여 맨홀의 형태, 맨홀
의 크기, 맨홀 내 구류의 종류와 수량, 맨홀 내 방수상태, 기설 이블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압 벨이 다른 이블을 병행하여 시설하는 맨홀에서는 압이 높
은 이블을 하단에 설치하고 압이 낮은 이블을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다. 로의 사용 순서는 아래에서 로 하고, 같은 높이에서는 외측에
서 내측으로 이블을 설치한다. 

<그림 3> 배전맨홀 내 3단3열 관로에 케이블 포설시 배열순서

  맨홀 내 이블 배열은 유지보수  검이 용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블 Off-set과 이블 지지간격을 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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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 설치 치도 정해야 하며 차후 검, 보수 등 유지 리에 편리
하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로의 포설과 속이 완료되면 도통시험
을 시행하여  내부와 속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배 로
의 도통시험에 사용되는 도통시험 은 길이 400mm를 사용하며 외경은 
용 로의 내경보다 10mm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4> 도통 시험봉 연결도

  4.2 케이블 인입

  이블의 인입장력  굴곡부 측압은 이블 허용인장력과 허용측압 
이내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이블을 로내 Pulling시 드럼은 바로 세워서 아래로 Pulling 하여
야 한다. 이블 드럼을 으로 뉘어서 Pulling할 경우 성선의 꼬임방
향에 의해 성선 뒤틀림 상으로 연층  외피의 손상 요인이 된다.

  

<그림 5> 케이블 Pulling

  로 내 이블 인입방향은 이블 길이, 량, 주 환경  교통여건
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지표에 고 차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쪽에서 낮
은 쪽으로 인입한다. 포설구간에 굴곡이 있을 때에는 굴곡이 있는 곳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입한다. 맨홀 내 이블 진입방향은 맨홀길이가 짧
은 쪽에서 긴 쪽으로 인입한다.   

<그림 6> 굴곡개소가 있는 경우 케이블 인입방향

<그림 7> 맨홀길이에 따른 케이블 인입방향

  4.3 케이블 포설전 유의사항

  이블 포설  유의사항으로는 맨홀 내 가스검출, 산소측정  환기, 
만홀 내 배수  청소, 기자재 정리정돈, Drum측과 Winch측의 연락체
계 확인, 맨홀 내 Roller, 활차 등의 고정상태 확인  외상 방지 책 마
련, Wire의 강도, 소선단선, Kink여부 확인 등이 있다. 

  4.4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이블 포설시 Wire Rope와 내부의 비닐피복철선과의 연결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Pulling Eye와 Wire Rope 사이에는 회 구를 사용하
여 연결하여야 한다. 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Pulling Grip은 끝
을 넓게 펴서 이블을 어 넣고 균등한 하 이 분포되도록 조 하여
야 한다. 맨홀입구에는 이블 보호용 Flexible Pipe를 설치한다. Winch
의 정용량을 확인하고 인입속도는 10m/분 이하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
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3조 일  인입 시에는 각 드럼의 풀리는 속도를 
조정하고 맨홀 내 이블 노출부를 감시해야 한다. 맨홀 내에는 이블 
속여유장과 Off-Set를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인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8> 관로식 케이블 공사방법

  4.5 케이블 포설후 유의사항

  맨홀 내의 이블외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블 노출부의 외상방지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블 종단부의 방수조치도 해야 한다. 이블에
는 표시찰을 취부해야 한다. 

  4.6 맨홀 내 케이블 배치시 유의사항

  이블은 행가에 크리트를 설치한 후 시설한다. 로입구의 심선을 
경계로 맨홀 양측 벽에 속재를 설치한다. 이블배치는 로의 상하순
서에 의해서 배치하고 맨홀내의 이블은 꼬이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
다. 한, 맨홀 내 이블은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맨홀 내 
이블의 최소 Off-Set 폭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8> 관로식 케이블 공사방법

5. 결    론

  우리나라 지 배 선로는 약 87%가 로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 내 이블을 인입 포설시 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식을 사용하여 이블 포설시 상 으로 이블이 손상을 입기 쉬

우므로 정확하게 장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직선구간에서는 
로경간을 250m로 제한하여 포설장력이 허용장력을 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굴곡구간에서 로 내에 이블을 인입할 경우에는 직선
구간보다 더 큰 장력이 걸리게 되므로 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곡
률반경을 크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 선로
에 주로 합성수지 형 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굴곡부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고 이블 포설시 마찰력을 이기 함이다. 굴곡부가 포함
된 로 경간에서 이블 포설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포설장력보다 
측압이다. 굴곡부의 측압을 이기 해서는 곡률반경을 크게 유지하는 
것 외에 굴곡부의 심각을 작게 설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
도 로에 이블 인입시 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블 리에 신
경을 써야 한다. 이블 인입부에 보호조치를 취하고 포설시 인입속도를 
항상 정속도로 유지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한, 이블 포설  Kink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조 를 이용하여 이블 드럼을 반드시 세워서 
Pulling해야 하며 로 이블을 눕 서 포설해서는 안 된다. 로의 간
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요하다. 이블은 폐된 공간에 설치되
기 때문에 송 용량이 많이 감소한다. 지  이블 회선간 열간섭을 이
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로 간격을 일정하
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블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운 조건 뿐 
아니라 포설시 시공품질과도 한 련이 있으므로 이블 포설시 고
려사항을 면 히 검토하여 시공불량으로 인한 이블 고장이나 수명단
축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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