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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4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세이프 트레이(Safe Tray)는

차별화된 특허(관련특허 3건)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PC/ABS)을사용하여가볍고

부식이안되며전기절연등의기능적장점과현장에서작업자가안전하고 쉽게 운반하여 설치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케이블 트레이 입니다.

SV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세이프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는?

건물이나 선박 내 설치되는 통신용과 전기용 등 각종 전선 케이블을 배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지대로써, 

일반적으로 금속재를 사용하여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임

일체형 철제 케이블 트레이

1.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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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종류

가. 선박용, 옥외형
ㅇ 고강도 난연성 all PC ABS 재질 사용

ㅇ 할로겐 프리

ㅇ 소재가격은 스테인리스보다 저가임.

편리성, 공사기간이 금속제품보다 30%이상 단축

스테인레스 제품보다 내부식성이 양호함

나. 실내 일반용

ㅇ 고강도 플라스틱 (PVC) 재질 사용

ㅇ 소재가격은 철제(155%), 알루미늄(105%) 수준보다 고가

다. 덕트형
ㅇ 채널 타입 또는 덕트 타입이라 하며,  이물질 유입을 막고 케이블을 보호함

☞ 두껑 ( Cover) 은 모두 제작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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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개발된 조립식 구조의 케이블 트레이

용접 및 볼트/너트 체결 작업이 불필요하고 별도의 공구 없이

쉽게 조립 할 수 있어 비숙련 작업자도 작업이 가능함

조립식 구조의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PC/ABS) 소재

부식방지, 강도증대, 중량감소, 온도변화에 따른

작은 열변형성을 가지고 있는, 인체에 무해한

난연성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PC/ABS)을 원재료로 만들어짐

PC(Polycarbonate)/ABS수지

- 기계적성질,내열성,내한성,전기적성질을균형

있게 갖추고있으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대표적소재로,

내후성이 뛰어나장기간높은물성을유지하고심한온도변화에도성능을

유지하며,  자기소화성의성질을가지며유독가스를발생하지않음.

Halogen-freeMaterials (난연제)  

- 화재시 연기나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음

UV Light ResistanceMaterials   

- 빛에 노출된 제품의 색상변질을 막아줌

(관련특허 3건 : 제10-1356141호, 제10-1356140호, 제10-1993454)

사이드레일에
렁체결

조이너 바디

사이드레일

렁

조이너 연결클립

세이프 트레이 분해도

조이너 연결핀
사이드레일에

조이너바디연결
조이너연결핀

삽입
조이너클립

삽입

3.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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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356141호
특허 제10-1356140호
특허 제10-1993454호

난연성 성적서 화재 예방 관련 성적서

성능인증서(중기청)

특허 및 중기청 제품 성능인증 획득을 통한 제품 신뢰성 확보

특허 등록 및 성능인증

PC(Polycarbonate) / ABS Resin

열변형 온도 : 112℃ 

연화점 : 116℃ / 열하점 : 40℃ 

한국고분자
시험연구소

인장강도 : 66.4mpa

충격강도 : 567j/m

중금속 : 검출안됨

수직연소 : V-0

화재예방 : 지속적인 화염 및 백열 없음

굴곡강도 : 111mpa

표면 저항율 : 1.1×10M (전도성 없음)

정하중 시험 : 149kg/m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난연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특허등록 2014.01.20

난연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연결장치
특허등록 2014.01.20

ASSEMBLY CABLE TRAY USIN 

RETARDANT PLASTICS AND JOINT 

DEVICE THEREOF 

미국특허등록 2019. 06.30

처짐을 방지하고 학장성을 높인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특허등록 2019. 06.20

중소벤처기업부 제품 성능인증성능인증 2019.01.21

4. 제품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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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 테스트(UL94)클래스 : 94 - V0

불꽃 10초간 접촉 불꽃 10초간 접촉 후

판정 기준 : 시편을 수직으로 설치 후 불을 붙여 난연성

을 평가하며, 자기소화성(Self extinguish)을 가진 수

준.

염수 함침 테스트(JIS H8502)

시험조건 : 5%NaCL 

수용액, 35℃(±2 ℃)

가로 10㎜×세로10 ㎜

판정 기준 : 168시간 경과 후 시험편의 외관 변화 없음.

;

강도 테스트

준비 5톤 지게차 통과 외관상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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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철제 제품과의 비교

구분 고강도 플라스틱 트레이 철제 트레이

구성방식 조립방식 일체형

소 재 PC/ABS(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

부식성
염수,유독가스, 매연 등에 의한

부식 없음
부식발생

중량 1.98 kg/m 6.3 kg/m

강도 전기설비 기술기준 만족(안전율 1.5) KS 규격 만족

방염성 난연 V-0 등급 불연

전기적 특성 접지 불필요(비전도체) 접지 필요(전도체)

색 상
다양한 색상 구현가능

(통신, 전력, 제어선로 등 구분)
단 색

케이블
손상방지

긁힘 및 꺽임에 의한
케이블 피복 손상이 없음

돌출되고 날카로운 도금표면에 의한
케이블 손상 가능성 상존

플라스틱
트레이

기존
철제제품

SV

5.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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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이프 트레이

1M(폭300㎜×높이100 ㎜)

철제트레이

1M(폭300㎜×높이100 ㎜) SV
장호터널

길이 915m
미시령터널

길이 3565m

제목을 입력하

세요

배후령터널

길이 5057m

양북1터널

길이 7543m

인제양양터널

길이 10962m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인제양양 양북1 배후령 미시령

철재트레이 세이프트레이

터널별설치하중비교

(지지대및기타부속품제외)

-42,533

-28,918

-19,621
-13,832

단위㎏

무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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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장점
- 성형 가공성 - 기계적 강도 특성 - 화학 저항성 - 규격 안정성

- 형태 복원성 (지진에 매우 유리)

- 기존 철재, 알루미늄재와 호환성 가능 (상호 연결 가능함)

- 철제 대비 L-GND간 전원 노이즈 영향 감소로 통신, 제어케이블 운영시 유리함

▪ 소재 적합성

- 뛰어난 열적 안정성

- 환경에 대한 방염성 ( 브롬계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디퓨란등 난연제 사용 안함)

- 방수성( 부식 방지 )

▪ 경제성 ( 노무비, 공기단축, 총 공사비 )

- 노무비(표준품셈 통신부문) 절감 효과
. 철재 대비 약 50% 수준

- 철재 트레이 대비 총 공사비 25%, 알루미늄
트레이 대비 15% 절감 가능

- 재료비는 철재보다 비싸나 노무비가 저렴하여

전체 시공비는 저렴함.

- 공기 단축으로 생산 시점 단축 가능

6.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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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부품 리스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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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이블 트레이 주요 부품 리스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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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이블 트레이 주요 부품 리스트-3
레듀서 ( Reducer)  

Left 
Reducer

Right
Reducer

Center
Re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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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이블 트레이 주요 부품 리스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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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이블 트레이 주요 부품 리스트-5



17 ㈜재신정보

7. 케이블 트레이 주요 부품 리스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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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질별 케이블 트레이 비교표 - 종합

NO 비교 항목
폴리시스 PVC 
CABLE TRAY

STEEL 
CABLE TRAY

알루미늄
CABLE TRAY

타사 PVC 
CABLE TRAY

1 설치 방식 조립식 설치 (볼트,나사없이 조립) 용접 체결 방식 용접 및 볼트 체결 방식 볼트, 나사 체결방식

2 무게(1m기준) 3.44 kg 6.32 kg 5.4 kg 4kg 이하

3
해수,염분,화학가
스에 의한 부식

부식 없슴
부식 발생(녹이CABLE에
침투하여 누전현상)

부식 발생 부식 없슴

4
절연성, 유도, 
접지대책

절연 소재이므로 감전위험없고, 유도
및 접지대책 필요 없슴
통신, 제어케이블 전원노이즈 감쇄

케이블 손상시 감전 위험
있으며 점핑코드,접지선 등
재료비,접지공사, 유도 대책
비용 발생

케이블 손상시 감전 위험
있으며 점핑코드,접지선 등
재료비,접지공사, 유도대책
비용 발생

절연 소재이므로 감전위험
없고, 유도 및 접지대책 필요
없슴

5 강도 및 내구성
KS기준 강도유지,
부식/변형 없으므로 반영구적임

부식 등으로 주기적 교체
필요

부식 등으로 주기적 교체
필요

KS기준 강도 유지 곤란
볼트, 나사 체결부분 강도가
약해서 조립시 파손 우려

6 설치 노무비
용접,볼트 체결이 없어
설치시간/인력이 철재, 알루미늄의
30~50% 설치 노무비 절감

용접,절단,운반 등
장비/인력소요가 많음

절단,운반 등의 장비/인력
소요가 많음

설치 시간/인력이 철재, 알루
미늄보다 노무비절감 되나
볼트, 나사조립에 따른 비용
발생

7 설치 및 호환성

무게가 가벼워 설치가 용이하고
CABLE과 같은 재질로 피복 손상
없고, 작업자 안전함
기존 철재트레이와 상호 연결가능함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의해
피복 손상이 생겨 화재나
누전,작업자 재해 발생이
많음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의해
피복 손상이 생겨 화재나
누전,작업자 재해 발생이
많음

무게가 가벼워 설치가
용이하고 CABLE과 같은
재질로 피복 손상이나 작업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슴

8 이설, 재사용성
조립 방식으로 해체 및 이설용이 및
재사용 가능

용접 부위로 인한 이설
곤란 및 재사용 비율 적음

용접 부위로 인한 이설
곤란 및 재사용 비율 적음

볼트, 나사 해체 및 이설 비용
증가하나 재사용 가능

9 운영 관리성
고압,저압,통신 등 케이블 종류별
다양한 색상 구현으로 식별 및
관리가 용이함

단색으로 특정 관리자외
식별, 관리가 안됨

단색으로 특정 관리자외
식별, 관리가 안됨

고압,저압,통신 등 케이블
종류별 다양한 색상 구현
으로 식별 및 관리가 용이함

10
열 전도성

열 전도성이 낮고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난연등급 V-0)연중 작업이
용이함

열 전도성이 높아 혹서기, 
혹한기 작업이 어려움

열 전도성이 높아 혹서기, 
혹한기 작업이 어려움

열 전도성이 낮고 불에
타지않는 재질로(난연등급 V-
0)연중 작업이 이함

11
운반, 보관비등

유통 비용

공장에서 포장박스로 운반 후 현장
조립 후 설치로 유통비용 절감
( 해외 수출시 유리함 )

공장에서 조립 후 운반, 
보관 후 현장 설치로 유통
비용 증가 (해외 수출곤란)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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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질별 케이블 트레이 비교표 - 강도

No 

시험규격
단위

PC ABS 
트레이

2.5t

PVC 트레이

2.5t

금속제 트레이

2.5t

P사 P사
알루
미늄

철제 아연도

시험항목 시험방법 (한국) (한국) A5052 -

1 기계적시험 : 인장강도
ASTM D 638 : 

2008(**) 
Mpa 66.9 50.3 18-22 34 이상 34 이상

2 기계적시험 : 굴곡강도
ASTM D 790 : 

2007(***) 
mpa 110 70.3 -

2.5 이
상

2.5 이상

3
기계적시험 : 아이죠드

충격강도
ASTM D 256 : 

2006(A법) 
J/m 1,313 81 726 - -

4 로크웰 경도(HRM)
ASTM D785-08

(A절차)
- 104 48 47 50-71 50-71

5

ㅇ KS 규격 : 

- 정하중 75kg, 동하중 90kg에 견딜 것.  처짐에 10mm 

이하일 것

ㅇ 선급인증 규격:

- 240kg 하중에 파괴되지 않을 것

종합 평가
ㅇ PC ABS는 1 ton 정도 하중을 올려도 파괴

되지 않음.

ㅇ PVC 는 650kg 하중에 파괴됨.  

ㅇ 상기 둘 다 선급인증 기준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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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통신센터용 랙 상단 트레이

• 반도체, 화학공장의 청정 룸 내부 트레이

• 화학공장 화학 산 계열 구역 부식 방지용 트레이

• 유도가열 전기로 전원케이블 포설용 트레이

• 고주파수 발생 케이블의 대지간 누설전류 감소용 트레이

• 초정밀 공장의 클린 룸용 트레이

• 지진 다발지역 트레이

• 염해 발생 지역의 부식 방지용 트레이

• 지하 공동구 다습 구역 트레이

• 선박용 트레이

• 일반 건축 인테리어용 트레이

•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 최적임

• 통신, 제어케이블 전원 심한 노이즈 발생 구역

9. 예상 적용 장소(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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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치 사례 비교 - 회색 조립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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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치 사례 비교– 타사 제품 비교

자사 조립식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타사 PVC 케이블 트레이

Joiner 로 체결
철재 부품 사용 안함

Joint Connector와
Shank Bolt & Nut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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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치 사례 비교 – 철재와 호환성 ( 연결 설치 가능 )

조립식 고강도 플라스틱 케이블 트레이
접속 부품

- 조이너 :  2 set 필요

철재 케이블 트레이 접속 부품
- 조인트 커넥터 2개, Shank Bolt & Nut : 20조
- Bonding Jump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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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설치시공비절감적용

11. 설치 사례 – 한전 목포전력지사 트레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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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CO 변전소 트레이 시공변경사진11.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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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KEPCO 변전소 통신실 – 광케이블 덕트와 동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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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 한전 KDN 전산실 트레이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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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및 협소한공간에도설치작업용이

11. 설치 사례 – 전산센터 설치공사 : 한국남부발전/대전핵융합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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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사진폴리시스 자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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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CO 덕성 변전소 트레이 시공변경사진11.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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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KEPCO 변전소 통신실 – 광케이블 덕트와 동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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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남부발전 본사 전산센터 – 광케이블 덕트와 동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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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전산 랙용 수직 트레이 간편 시공 방법

알루미늄 트레이
동시 시공사례

PVC 트레이 동시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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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전산랙용 PVC 트레이와 광덕트 간편형 복합 시공 방법 – KT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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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관공서 전산실 트레이 설치- 평창군청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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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PVC 트레이와 광덕트 , 메시 트레이 복합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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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스틸 트레이 대신 선박에 설치한 PC/ABS 트레이 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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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 사례 – 수상 태양광 발전소 ( PC ABS 자외선 차단제품 )

솔라 모듈용 DC 

전원 케이블
당진 수상 태양광 발전소 전경
(자외선 차단제 추가 코팅시공)

AC 전원 케이블
(전기자기장에 의한 울림현상없음

대지간 누설전류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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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한국전력 변전소 통신센터, KEPCO E&C본사 전산실, 

전남도청 전산실, 영양군청, 원주 ㅇ군 전산실,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 공군싸이트

한국해양선박연구원,  KAIST 전산실,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핵융합연구소

➢ 금융기관 : KB투자증권 전산실, 

➢ 방송국 : 청주,부산 현대방송, 서부산 티브로드, 

➢ IDC 센터 : KT 분당 IDC, KT & 소프트뱅크 김해 IDC, CJ IDC,  KT  분기국사 증설, SKT 국사

남부발전 본사 전산센터, 검찰청 전산센터, 

➢ 발전소 : 남부발전 하동발전소, 동서발전 울산복합화력, 당진 수상 태양광발전소

12. 국내납품실적(추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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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납품실적(추가정리)

구분 사업체 진행 현황 비고

국내

SK 텔레콤 SKT 오창 통합국 2020. 12

한서대학교 대학교 통신실 케이블 트레이 공사 2020. 11

세브란스 병원 병원 클린룸 케이블 트레이 공사 2020. 11

평창군청 평창군청 전산실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 2020. 05

한국전력KDN 나주 한전KDN전산실 2020. 03

목포시청 목포 바다분수 케이블 트레이 공사 2020. 03

SK 텔레콤 SKT 청주 전송국사 2019. 10 ~

에그리로보텍 축산 농장 케이블 트레이 공사 2019. 10 ~

AMK 반도체 장비 크린룸 케이블 트레이 공사 2019. 10 

한국전력공사 목포전력지사 신축 사옥 케이블 트레이 공사 2019. 06 

강릉 국토 관리소 장호터널 LED 및 케이블 트레이 교체 공사 2018. 12

한국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수상 태양광 케이블 트레이 공사 2018. 08

대전 핵웅합 연구소 트레이 증설공사 2018. 02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본부 부식 트레이 공사 2017. 09

한국 남부 발전 본사 전산실 트레이 설치 공사 2017. 03

케이지 ETS 부식트레이 교체 공사 2016. 08

삼척발전소 전산센터 트레이 설치 공사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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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벼운 무게와 강한 내구성

- 공사기간단축으로생산 일정단축 지원 및 설치시공비 절감

- 현장조립식으로이동 운반비, 보관비등유통비용절감

- 선박으로해외 운송 수출가능 (부식, 운송비 문제해결 가능 ) 

- 방수, 방염, 녹 방지로내구성 확보

- 부식 방지로청정구역 ( Clean Room ) 설치 가능

- 내진 제품으로지진 발생시에도형상 복구능력이 뛰어남 (초고층에유리)

- 초고층 건물채택 시 건물하중 경감

- 이설 간편 및재사용으로공사비절감 (공기단축에도움)

- 통신, 제어 케이블에서전원 도체 – 접지간전원 노이즈영향최소화

나. 안전성

- 트레이 접지시공 불필요

- 상부 배관 용접시 찌꺼기또는 날카로운면이 없어서케이블포설시 손상, 지락 방지

- 케이블과금속제 트레이간지락, 누전 사고 우려전혀 없어 화재불씨를근원적으로생성하지않음

- 난연성 V0등급으로화재 시 방화벽에의해서타 구역으로확산되지않음.

다. 외관

- 양호한 인테리어상승효과

1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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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케이블트레이(덕트) 시설기준및 설치품셈

가. KS C IEC61537 규격만족하는내구성을유지

나.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  2013년 3월 20일 개정

다. 제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① 케이블 트레이(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지칭함.

- 수용된 모든전선을 지지할수 있는적합한 강도의것이어야한다. 이 경우케이블 트레이의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지지대는트레이자체하중과포설된케이블하중을 충분히견딜 수 있는강도를 가져야한다.

- 전선의피복 등을손상시킬돌기 등이없이 매끈하여야한다.

- 금속재의것은적절한 방식처리를한 것이거나내식성재료의 것이어야한다.

- 배선의방향 및 높이를변경하는데필요한부속재기타 적당한기구를갖춘 것이어야 한다.

- 비금속제케이블트레이는난연성재료의 것이어야한다.

- 금속제케이블 트레이 계통은기계적및 전기적으로완전하게접속하여야하며 저압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경우에는금속제트레이에제3종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경우에는특별 제3종접지공사를하여야 한다.

☞ 해설 : 비금속성인케이블트레이는접지공사가필요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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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립식 PVC 케이블트레이 표준품셈 – 2021 통신품셈 3-4-2

조립식 PVC 케이블 트레이 설치 노무비는 철재트레이 대비 52%, 알루미늄 트레이 대비 7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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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철재케이블트레이대 조립식 PVC 케이블트레이공사비



45 ㈜재신정보

첨부 #3.  특허, 확인서및 시험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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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특허

특허출원번호 제목 현재등록사항확인

10-2013-007328
난연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조립식 케

이블 트레이
2020.5.26

10-2013-0077776
난연성 프라스틱을 이용한 조립식 케

이블 연결장치
2020.5.26

10-2019-0022565
처짐을 방지하고 확장성을 높인 조립

식 케이블 트레이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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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356141호
특허 제10-1356140호
특허 제10-1993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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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 제품명 : 난연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조립식 케이블 트레이, 

✓ 유효기간 : 2020.11.13 ~ 20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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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인증서 취득

✓ 인증항목 : 난연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 유효기간 : 2019.1.31 ~ 202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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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기관 시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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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 성적서 화재 예방 관련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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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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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 케이블 덕트 시스템
PC-ABS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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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 케이블 설치 방법 개선

Cable Tray  + ACCESS  

FLOOR 방식(하단 처리방식)
광 덕트 시스템 방식

(상단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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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방식 특징 비교

Cable Tray + Access Floor 方式 光 Duct 시스템 方式

⚫운영 및 철거용 광 케이블 정리 곤란

⚫전원, 통신용 케이블과 혼합 배선으로 광케이

블 압착 문제로 고속 데이터 전송시 속도저하

현상 발생

⚫광 케이블 배선시 최소 허용곡률 반경 미확보

로 데이터 전송 속도 저하

⚫광케이블 이설 곤란

⚫광케이블 유지, 보수, 운영 곤란

⚫사다리 타입의 케이블 덕트를 사용시에도 압

착 문제, 최소허용곡률 반경 미확보 문제 발생

⚫장비 신, 증설, 이설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 곤

란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절단 후 신 광케이블

설치로 공사비 증가

⚫지진 발생시 케이블 트레이 등의 변화로 재시

공 우려 있음.

⚫광 케이블을 전원 케이블과 분리 설치

및 정리

⚫광 케이블 설치시 최소 허용곡률 반경

제공으로 고속 데이터 속도저하 방지

⚫광 케이블 이설, 운영이 자유로움

⚫광 전송 속도 저하 방지로 고속 데이터

전송, 교환 가능

⚫내진 제품으로 지진 발생시에도 형상 복

구 능력이 뛰어나, 재시공 없음.

⚫저렴한 시공비, 광덕트 이설의 자유로움

으로 공사비 절감

⚫접지 공사비 절감 가능

⚫한국내 생산기지로 물류비용, 재고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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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규격 제공여부

⚫ 설치 및 시공의 효율성(구성품의 최소화, 접지 불필요)

⚫ 통신 및 전원선 포설 적합성 여부

⚫ 광 코어의 최소 허용곡률 반경 유지 여부

⚫ 구성 변경 시 유연성 (증설 or 재배치 )

⚫ 타 제품과의 호환성 및 재 활용 여부

⚫ 원가 절감 효과

⚫ 플라스틱 소재의 물성 및 강도(사용수명 및 내구성)

⚫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

3. 광 덕트 시스템 도입시 고려사항

중요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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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 Duct 소개 1

가. PC(Polycarbonate)/ABS수지

- 주재료인 PC(Polycarbonate)는 기계적성질,내열성,내한성,전기적성질을균형있게

갖추고있으며,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대표적소재임.

- 내후성이뛰어나장기간높은물성을유지하고심한온도변화에도성능을유지하며,

자기소화성의성질을가지며유독가스를발생하지않음.

다. UV Light Resistance Materials

빛에노출된제품의색상이변하는현상을막아주는역할.

친환경재료및분석결과

나. Halogen-free Materials

- 할로겐은화재시유독가스를발생시켜인체에유해

- 난연제(Halogen-free)는화재시연기나유독가스가발생하지않으며, 

유사시사람과장비보호를위하여적극사용이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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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

Brand

12”

300mm

8”

220mm

6-1/2”

160mm

6”

150mm

4”

100mm

2”

50mm

1-1/4”

30mm

Round
Flexible
Tubing

Square
Flexible
Tubing

제조국가

Cable Duct O O O X O O O O O 대한민국

WBS
LightPaths

O O X X O O O O X 호주

ADC O X X O O O X O X 미국

Lucent X X X X O O X X X 미국

Telect X X X O O O X X X 미국

4. 광 Duct 소개 1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F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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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사례 Ⅰ- KT] [설치 사례 Ⅱ -KT]

5. 광 Duct 설치 및 시공사진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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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 Duct 설치 및 시공사진 - K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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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 Duct 설치및 시공 사진 – 외산과의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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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 Duct 설치및 시공 사진 – 외산과의호환성

증설 전 : 외산

증설 후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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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 Duct 설치및 시공 사진 – 간편방법

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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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03

굴곡지점연결용
90deg  Elbow

Parts 02

메인덕트연결용
Joiners

Parts 04

상단/하단연결용
Up & Down  Elbow

Parts 07

End Cap

Parts 05

Outlet Trumpet

Parts 06

Top Outlet Drop

6. 광 Duct 구성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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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 Duct 구성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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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 DOWN 구성

▶ 줄임 Tee 구성 (300mm -> 220mm) 

▶ 수평 90。Elbow 구성

▶ Drop 90。Down 구성

6. 광 Duct 구성도 3



68 ㈜재신정보

7.광 Duct  가격 경쟁력 _해외제품대비

ㅇ 해외 시장 규모는 년간 약 1,000억원 정도 이며 현재
자사 제품은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 등에서 약5% 점유함

ㅇ 가격은 외국산 대비 30% 이상 저렴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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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규격

단위

Cable
Duct

A사 B사 A사

시험항목 시험방법 (한국) (미국) (미국) (호주) 

1 기계적시험 : 인장강도 ASTM D 638 : 2008(**) Mpa 66.9 59.7 50.9 57.2

2 기계적시험 : 굴곡강도 ASTM D 790 : 2007(***) mpa 110 99.8 85.1 97.8

3 기계적시험 : 아이죠드 충격강도 ASTM D 256 : 2006(A법) J/m 
1,313.0

0
1,193.20 1,017.40 192

1 수직연소시험 UL94 / V-0,V-1,V-2 - V-0 V-0 V-0 V-0

2 Rohs IEC 62321 Ed.1 mg/kg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3 Br (브롬)  유해물질추가시험 EN 14582(IC) mg/kg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4 CI (염소) 유해물질추가시험 EN 14582(IC) mg/kg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5 F (플루오르) 유해물질 추가시험 EN 14582(IC) mg/kg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6 I (요오드)     유해물질추가시험 EN 14582(IC) mg/kg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미검출

해외 경쟁 업체 대비 기계적 시험 평가 면에서도 우월함

Cable Duct

Cable Duct

Cable Duct

8.광 Duct _ 제품의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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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소재부문]

[완제품부문]

[지적재산권]

제 목 검사일자 검사기관 검사성적서여부 검사결과 비 고

ROHS & 6대유해물질 검사 2010-09-1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 성적서 발급 유해물질 미 검출

난연등급 검사 2010-10-12 난연등급 판정 TAG 난연등급 V-0급

제 목 검사 일자 검사 기관 검사 성적서 여부 검사결과 비 고

인장강도 2010-10-12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발급 적 합

굴곡강도 2010-10-12 시험성적서 발급 적 합

로크웰경도(HRR) 2010-10-12 시험성적서 발급 적 합

아이죠드충격강도 2010-10-12 시험성적서 발급 적 합

20mm 수직연소시험 2010-10-12 시험성적서 발급 적 합

제 목 검사 기관 특허출원번호 발행처

케이블배선용덕트에사용되는드롭 2008-07-17 특허 제 10-0887098 호 특허청

케이블배선용덕트 소재및 이형압출시스템 2008-09-22 특허 제 10-0893043 호 특허청

9.광 Duct  제품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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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케이블 설치시 최소 허용곡률 반경 제공으로 고속 데이터

전송, 교환 가능

⚫ 광 케이블 이설, 운영이 자유로워 유지, 보수비 절감 가능

⚫ 내진 제품으로 지진 발생시에도 형상 복구 능력이 뛰어나, 

재시공 없음.

⚫ 저렴한 시공비,  광덕트 이설 간편으로 공사비 절감

⚫ 접지 불필요로 공사비 절감 가능

⚫ 한국산 제품으로 도입 비용 절감 및 증설시 비용 절감

10. 기대효과



㈜재신정보는 세계로수출하고있는국산광케이블 덕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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