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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KS C IEC 62561-2 완벽 부합
  ㆍ모든 시험 항목 만족

기능

   낙뢰전류를 대지로 방전

   전력계통 노이즈 방전

   통신계통 기준전위 확보

   일반 A형 접지극 역할
   (KS C IEC 62305)

   B형 접지극(MESH)과 함께 시공시

   안정적인 접지저항 유지 및 등전위 형성

특징

   스테인레스 재질
  ㆍ강한 내식성 확보
  ㆍ강한 내구성 확보

   십자형태의 방전날로 구성
  ㆍ넓은 표면적
  ㆍ강한 접지력 확보
  ㆍ유입 전류 방류 용이

   KS C IEC 62561-2 완벽 부합
  ㆍ모든 시험 항목 만족

PSDDR-12 십자방전접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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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DR-12 십자방전접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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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DR-12 십자방전접지봉 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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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DR-12 십자방전접지봉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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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DR-12 십자방전접지봉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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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낙뢰전류를 대지로 방전

   전력계동 노이즈 방전

   통신계통 기준전위 확보

   일반 A형 접지극 역할
   (KS C IEC 62305)

   고효율 보링 접지극

   고기능 대규모 접지극

특징

   스테인레스 재질
  ㆍ강한 내식성 확보
  ㆍ강한 내구성 확보

   전해질 생성 접지봉
  ㆍ접지봉 주위 전해질 수분 유지
  ㆍ낙뢰전류 방출
  ㆍ고 기능성 접지봉 역할

   KS C IEC 62561-2 완벽 부합
  ㆍ모든 시험 항목 만족

HER-1500 편상전해질접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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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전해질접봉

시공방법 1
0
0

7
2

G.L

편상 전해질 접지봉(HER-1500)

저감제 도포
EARTH-D(10kg)x 2

동관단자(2HOLE)

"C"형 슬리브
MESH 접지극
BC 70mm2

BC 70mm2

1
0
0

시공방법

HER-1500 편상전해질접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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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1500 편상전해질접지봉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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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1500 편상전해질접지봉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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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ROD 접지 시스템의 개요

CHEM-ROD 접지 시스템(Grounding System)은 지반 토양의 종류, 
지질 구조, 토양의 성분, 수분의 함유 상태 및 계절적인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이며  반영구적으로  낮은 접지 저항을 유지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CHEM-ROD 접지 시스템은 "강알칼리성 전해질 생성의 CHEM-ROD 
고전도 접지봉" 을 이용한 접지 방식을 사용하여 현대의 고 집적화된 
전산 및 통신서비스 그리고 고 신뢰성의 운용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
해 개발된 새로운 접지 방식입니다.
 
특히 특히 데이터 센터, 고전압 전기실, 고가의 장비, 통신 설비 접지
와 같은 극히 안정된 접지성능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나 암반 또는 토
사층 등의 낮은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운 지층에서 최고의 해답을 제
공하는 접지 시스템으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CHEM-ROD 접지 시스템은 시공 방법에 따라 3M, 3.6M, 6M 수직봉 
(천공)과 1.2M 일자형 수평형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HEM-ROD는 CHEM-Earth를 충전하여 초기 접지저항은 물론 
지속적으로  낮은 접지저항을 유지시켜 주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접지체이다.

CHEM-ROD는 자연상태의 전해질을 주변 토양에 스며들게하여 
전기적인 전도율을 향상시킨다.

CHEM-ROD를 사용 시 일반적인 접지체보다 시공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CHEM-ROD는 외경 80mm/2.7mm 와 외경 54mm/2.1mm 두께
의 동 파이프를 사용하여 
   매우 견고하며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갖는다.   

CHEM-ROD는 접지부위가 특수한 지질로 인해 수직시공이 불가
능 할 경우에 80Φ - 1.2M, 54Φ - 1.2M 
    CHEM-ROD로 대체할 수 있다.

KERI 시험 필 제품

■

■

■

■

■

■

CHEM-ROD 전해질접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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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Φ, 1.2m KERI 성적서



EXG 탄소접지봉

EXG 탄소접지봉의 특징

EXG 탄소접지봉의 장점

EXG 탄소접지봉의 품목

모델명 규격(mm) 무게(kg) 구조
EXG-1000A 260  X 1000 75 다각형
EXG-1000D 150  X 1000 25 다각형

 ■ 특히 산악지역 또는 좁은 공간의 지역이나 건조한 마사토, 암반지역에 최적
 ■ EXG 탄소접지봉 구멍 속에 강력한 수분 흡수력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저감제로 건조한 산악지역에서 좋은 효력

발생
 ■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 절감 가능
 ■ 기존 건물에도, 화단과 같은 좁은 공간에도 효율적으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음
 ■ 시간이 경과해 비 등의 요인으로 수분이 침투하면 수분값을 원상태로 회복하므로 낮은 저항값을 항상 유지

 ■ EXG 탄소접지봉은 고순도의 흑연 분말을 80%이상 함유하며, 약간의 시멘트 및 특수 결합체로 성형시켰으며 부
식되지 않고 안정적인 접지체로 한국 최초로 개발된 원조 탄소접지봉

 ■ EXG 탄소접지봉 중심부에 순동과 동파이프를 사용했으며 직접 전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간편하게 제작
 ■ EXG 탄소접지봉의 크기에 따라서 hole(구멍)의 크기를 조절하여 구멍을 관통시켰으며 그 내부에는 강력한 수분

흡수제와 특수전해질이 혼합된 고농축저항감소제가 투입되었으므로 저항감소가 크고 저항 변화가 없음
 ■ 흑연은 광물질로 무독성이며 부식이 안되고 2차 토양 오염이 전혀 없는 접지체

EXG-1000A EXG-1000D

PrimePowerSolutions 15

탄소접지봉



시공방법

제품 단면도

제품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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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접지봉

1. 수평 탄소봉인 경우(암반일때)
  - 봉의 길이보다 20cm 이상 깊게 터파기를 한다.
  - 깊이는 120cm 이상 터파기를 한다.
  - 가운데 부분에 탄소봉을 눕혀서 설치한다.
  - 설치된 탄소봉의 주위로 저감제를 부어주고 물을 충분히 부어준다.
     (주변흙 : 저감제(Earth Rock) 대용 가능)
  - 먼저 주변의 고운 흙으로 메우고 점차 거친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2. 수직 탄소봉인 경우(일반토사)
  - 깊이는 70cm 이상 깊게 터파기를 한다.
  - 터파기를 한 후 지름이 40cm로 봉의 길이보다 20cm이상 깊게 터파기를
     한다.
  - 터파기를 한 후 탄소봉을 삽입한다.
  - 삽입된 탄소봉의 주위로 저감제를 부어주고 물을 충분히 부어준다.
  - 주위의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주변흙BC 95SQ

EXG 탄소접지봉

70cm 이상

저감제
(Earth Rock)

주변흙BC 95SQ

EXG 탄소접지봉

120cm 이상

저감제
(Earth Rock)

260mm 150mm

50mm 1000mm

EXG-1000A EXG-1000D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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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G 탄소사각봉(G-C1)

EXG 탄소사각봉 설치그림

EXG 탄소사각봉

EXG 탄소사각봉 품목

모델명 규격 무게(kg) 구조

EXG 탄소사각봉(G-C1) 100 x 100 x 1000mm 18 사각형

EXG 탄소사각봉의 특징
- 메쉬접지에서 BC전선만으로 메마른 땅에 저항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도체의 단면적을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켜주는 제품

- 도로공사 절개면 등에 메쉬전극접지의 극대화를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품

나동선 BC 95/70SQ

GL GL GL

EXG 탄소사각봉 구조

100mm 

100mm 

1000mm 

탄소접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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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G 고강도 탄소접지판(EX1)

EXG 고강도 탄소접지판 설치그림

EXG 고강도 탄소접지판

EXG 고강도 탄소접지판 품목

모델명 규격 무게(kg) 구조

EXG 고강도 탄소접지판(EX1) 200 x 40 x 1000mm 16 직사각형

EXG 고강도 탄소접지판의 특징
- BC전선의 메쉬구조에서 접지면적을 넓혀주며 특히 공장 바닥의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

- 시공시 저감제를 함께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저항을 낮출 수 있는 제품

- 철탑 및 도로 절개면의 전주 및 전등 구조물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

나동선 BC 95/70SQ

GL GL GL

EXG 고강도 탄소접지판 구조

200mm 

40mm 

1000mm 

탄소접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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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G 탄소접지봉(1000A:Φ260x1000)

탄소접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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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G 탄소접지봉(1000DΦ150x1000)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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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G 탄소사각봉(G-C1:Φ100x100x1000L)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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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탄소접지판(EX1:400x20x1000L)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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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학시험연구원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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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D
EARTH-D(어스-디)는 몬모릴로나이드(montmorillonite) 등의 천연광물 성분으로 접지극과의 밀착 및 압축성이 뛰어나
접지봉의 부식을 방지하며,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여 최대 10배로 팽창하여 젤(Gel)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조밀한 입자로 인하여 세밀한 공극없이 밀착 시공되고 낮은 저항값을 유도하게 되어 안정적인 저항값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특징
- 토양에 대한 오염이 전혀 없는 친환경 물질

- 토양과 완벽한 융착을 통해 접지 저항 및 서지임피던스 감소

- 미국 환경보호 기준(NSF) 및 국내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의 실험을 통과한 무공해 제품

- 토양의 수분을 흡수하여 항상 젤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건조기나 동절기에도 낮은 접지저항값을 유지

- 시공환경에 따라 다양한 공법 적용 가능

<NSF 인증 취득제품>

공인기관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보유

EARTH-D 접지저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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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D 시공방법

수평전극방법
1) 30cm 이상의 폭으로 터파기를 한다. (암반의 경우 터파기 과정 생략)

2) 접지전극(나동선 혹은 접지봉)을 바닥에 포설한다.

3) EARTH-D를 물과 1:4 비율로 혼합 후 잘 섞는다.

4) 혼합된 반죽물로 접지전극을 덮는다.

5) 터파기한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고 발로 잘 다진다.

수직전극방법
1) 접지봉의 길이만큼 터파기 실시

2) EARTH-D를 물과 1:4 비율로 혼합 후 잘 섞는다.

3) 혼합된 반죽물로 터파기한곳을 채운다.

4) 터파기한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고 발로 잘 다진다.

일반토사

일반토사

편상 접지봉(HDR-1200)

저감제 도포

흡수공

접지저감제

접지봉

100  200

EARTH-D 접지저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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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저감제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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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제(어스-락)

저감제(어스-락)의 특징
- 저감제(어스-락) 대지저항 감소제는 부식 및 부패되지 않는 다량의
   수분 흡수제와 도전성 광물질인 흑연 및 도전체를 혼합하여 제조한
   저항 감소제이다.

- 본 제품의 수분 흡수제는 건조한 토양에 살포하여 수분 함유 토양 개량제로
   화훼농장 및 시설농가에 사용하는 무공해 물질임.

- 접지 시공시 나동선 및 접지동봉 등 접지체 주위에 도포하여 충분한 물을
   부어주면 수분을 항상 유지하게 되므로 대지저항 감소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저감제(어스-락)의 용도
- 발전소, 변전소, 구내mesh 접지, 일반 접지, 보링 접지 등

- 각종 B/D, 전화국, 방송국, 유무선, 중계소, 기지국, 건물기초접지

- 디지털 통신보조 설비용 접지

- 전식부식 방지용 접지

- 피뢰침 안테나 전자기자재 설치장소의 보안기용 접지

- 산성비로 인한 금속전극의 부식 방지용 접지

- 송전선 철탑 배전선 전주 접지

- 일반접지 및 유도대책 접지

저감제(어스-락)의 사용법 및 유의사항
- 바닥에 설치된 접지선에 EARTH ROCK을 두께 2~5cm로 폭 10cm~30cm로 도포접지선을 EARTH ROCK이
   완전히 감싸도록 시공한다.

- EARTH ROCK은 건조한 장소나 지형에 따라 사용 시 충분한 물을 사용하면 효과가 증가한다.

- EARTH ROCK은 10kg에 물 10~15L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저감제(어스-락)

EARTH ROCK 저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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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락저감제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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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IWR(Insulated Waterproof Rod)는 수막처
리봉에 절연용 고무를 씌워서 확실한 절연
상태를 확보하여, 흐르는 전류의 누전을 완
벽하게 방지하고, 구조체와의 혼촉을 통한 
통전을 방지함으로써, 접지계통의 신뢰도
를 한층 강화해줄 수 있는 수막처리봉이다.

특징

   일반 전선보다 높은 절연저항 확보

   일반 수막처리봉 보다 높은 수밀성 확보

   완벽한 누전 방지

   완벽한 혼촉 방지

   녹색 절연제 사용을 통한 높은 시인성과  
   일체감 확보

IWR 절연수막처리봉 (Insulated Waterproof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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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R Size

16sq 500mm (외날 Ø100*1.5T)

25sq 500mm (외날 Ø100*1.5T)

35sq 500mm (외날 Ø100*1.5T)

50sq 500mm (외날 Ø100*1.5T)

70sq 500mm (외날 Ø100*1.5T)

95sq 500mm (외날 Ø100*1.5T)

120sq 500mm (외날 Ø100*1.5T)

150sq 500mm (외날 Ø100*1.5T)

185sq 500mm (외날 Ø100*1.5T)

240sq 500mm (외날 Ø100*1.5T)

GV인출선(접지단자함 방향)

절연피복(고무)

Ø100

50
0m

m

GV인출선(접지전극 방향)

IWR 종류

IWR 시공방법

1

4

2

5

3

6

IWR 절연수막처리봉 (Insulated Waterproof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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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연구원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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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연구원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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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자재

침상접지봉

  

   리드단자

한전용접지봉

접지동판접지동봉

  

  

  

  

  

    

    

    

    

    

접지 동판(GROUND PLATE), 접지 동봉(GROUND ROD)

한전용 접지봉

침상 접지봉

접지설비자재 (GROUN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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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자재

버스탭







  넓이 높이 기장

   

   

   

   

   

   

전선콘넥타서비스볼트콘넥타

철근접지콘넥타



 



크로스콘넥타

접지봉콘넥타









측벽접지콘넥타



 

접지봉 콘넥타

철근 접지 콘넥타 측벽 접지 콘넥타(U-BOLT TYPE)

크로스 콘넥타

전선 콘넥타(서비스볼트 콘넥타)

버스탭

GROUND PAD

접지설비자재 (GROUN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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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자재

수막처리봉주문제작사양

        

접지단자함



           

           

           

           

           

           

           

           

           

           

방수슬리브





형슬리브





수막 처리봉(주문제작 사양)

방수 슬리브 C형 슬리브

접지 단자함(GROUND TEST BOX)

접지설비자재 (GROUN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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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X-TrapTM 은 프라임솔루션의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제품 중에서 최신 모델에 속합니다. 

X-TrapTM 은 개선된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기술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 방식

으로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X-TrapTM 은 최신 전자 회로 응용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가볍고 부식이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

로 설계되어 내구성과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2. 제품특징

3. 보호반경

높은 동작 신뢰도 

Higher protection stability

높은 주파수로 이온을 방사하여 다양한 주파수로 접근하는 낙뢰를 효율적으로 흡수
X-TrapTM  emits ions at high frequency, which allows it to efficiently absorb lightning strikes
approaching at various frequencies. 

우수한 내구성  
Superior Durability

물성적 전기소자 사용으로 반도체 전자회로 방식에 비해 내구성 우수
X-TrapTM  us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which gives much greater durability than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types.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NFC 17-102

경량 스테인리스 재질 

Lightweight & high grad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다양한 환경에서의 내부식성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including corrosive atmosphere

Protection Level
Height(m)

2 3 4 5 6 7

Level 1 32 48 64 79 79 79

Level 2 40 59 78 97 97 99

Level 3 44 65 87 107 107 109

광역피뢰침 X-TRAP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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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피뢰침 X-TRAPTM

4.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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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VAJRATM

 는 가장 넓은 보호반경을 만족하는 고전압 펄스식 ESE 피뢰침 제품입니다. VAJRATM
 

는 반도체 전자회로를 구성하여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개선된 고전압 펄스기술을 사용하였으

며,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되어 긴 수명과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VAJRATM
 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NFC 17-102 규격에 의한 광범위한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3. 보호반경

 Head 
 돌침부

Copper terminal
동관단자

2’nd MAST
D50.8

1.4m

3.6m

1’st MAST
D63.5

Base Plate

 Head 
 돌침부

Copper terminal
동관단자

2’nd MAST
D50.8

1.4m

3.6m

1’st MAST
D63.5

Base Plate

2. 제품특징

세계 최대 보호반경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물성적 소자 반응 고전압 펄스회로 적용  
Using high voltage pulse circuit which appli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현대적인 미려한 외관 

Uses modern design to give good appearance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NFC 17-102 standards

모든 환경에 대응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Stainless steel design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Protection Level Model No.
Height(m)

5 10 15 20 30

Level 1 (NP1)

VAJRA

108 109 109 110 110

Level 2 (NP2) 128 130 131 132 134

Level 3 (NP3) 139 141 143 144 146

광역피뢰침 VAJR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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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성적서

광역피뢰침 VAJR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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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FRANKLIN-Rod 는 기계적 방식의 무전압 이온방사형으로써 고

전압 펄스방식의 ESE 피뢰침과 달리, 기계식 공기 절연파괴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입니

다. FRANKLIN-Rod 는 일반 피뢰침을 개선한 제품으로, 고전압 펄스식 ESE 피뢰침보

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보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적용 기준은 KSC IEC 62305-1 로서 일반 피뢰침과 동일합니다.

3. FRANKLIN 피뢰침과 일반 피뢰침의 비교

2. 제품특징

높은 보호성능  
Superior protection efficiency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e Price

IEC 62305-1 표준 규격 적용 

Application of IEC 62305-1 standard

스테인리스 재질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미려한 외관 

Good Design

비교항목 FRANKLIN 피뢰침 일반 피뢰침

원리 선행 스트리머 방사 및 패러데이 방식 조합 수동적 스크리머 방식

적용 근거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보호 범위 회전구체 내부 회전구체 내부 

효율 높은 보호 효율 (98% 이상) 낮은 보호 효율 (80% 정도)

외관 미려한 외관 아름답지 못한 외관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부식되기 쉬운 강재

고성능피뢰침 FRANKLIN-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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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ANKLIN 피뢰침 상세도

5
0

1
0
0

5
0

5
0

터미널

G.V 전선

절연재

POLE Ø50.8

BOLT

POLE Ø31.8SUS Ø31.8

SUS ANCHOR BOLT

200

2
5
0

20
0

Ø16









4-Ø22  HOLE

300
200

POLE Ø63.5

BASE 

HOLE Ø50

프랭클린피뢰침

접지선인출구













단

Ø

단













Ø

고정밴드

돌침부








피뢰침기초상세도


Ø

Ø

DETAIL "A" DETAIL "B"

적용기준

고성능피뢰침 FRANKLIN-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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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DR-5 피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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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자재

일반피뢰침

1. 첨부된 웨지앵커로 고정 (반드시 10 mm로 5 cm) 천공 후 망치로 살며시 박음. 
2. 그 상태에서 렌치로 조이면 하부 웨지가 확장하면서 세팅 됨.
3. 모서리 4개의 볼트로 수평을 맞춤.

천공







   

보조피뢰침

측뢰피뢰침

   

일반 피뢰침

보조 피뢰침

▶주공용 ▶Y형(14x485) ▶애자형 ▶보조 피뢰침 ▶주공용 STS 돌침

피뢰설비자재 (Lightning Equipment Material)

측뢰 피뢰침



측뢰용 피뢰침

피뢰설비자재 (Lightning Equipment Material)

PrimePowerSolutions44-1



PrimePowerSolutions 45

피뢰설비자재

피뢰도선 환봉(동,AL,SUS)

Type Size

동한봉 8, 10 mm

AL환봉 8, 10 mm

SUS환봉 8, 10 mm

Type Size

동부스바 25 × 3T

AL부스바 25 × 3T

SUS부스바 25 × 3T

Type Size

AL측뢰바 20~25 × 3.4T

SUS측뢰바 20~25 × 3.4T

피뢰도선 부스바(동,AL,SUS)

피뢰도선 측뢰바(AL,SUS)

※ 기타규격 제작가능

피뢰도선 부스바(동,AL,SUS)

Type Size

동부스바 25 x 3T

AL부스바 25 x 3T

SUS부스바 25 x 3T

※기타규격제작가능

피뢰도선 환봉(동,AL,SUS)

Type Size

동한봉 8, 10mm

AL환봉 8, 10mm

SUS환봉 8, 10mm

피뢰도선 측뢰바(AL,SUS)

Type Size

AL측뢰바 20~25 x 3.4T

SUS측뢰바 20~25 x 3.4T

피뢰설비자재 (Lightning Equipmen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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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자재

지선자재(지선, 클립, 턴버클, L앙카) 지선자재(지선,클립,턴버클,L앙카)

피뢰침 승인도
(피뢰침 5M)

피뢰설비자재 (Lightning Equipmen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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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자재 (Lightning Equipment Material)

피뢰 설비 자재

전선류 자재

EMI-L17 

Code Number Type

16 SQ ~ 25 SQ

35 SQ

50 SQ

70 SQ

95 SQ

120 SQ

150 SQ

185 SQ

240 SQ ~ 500 SQ

GV 전선BC WIRE (나동선)

피뢰도선(수평도체) 피뢰도선 지지금구 (폴리카본) 피뢰도선 지지금구(에폭시)

연결컨넥터 I형 연결컨넥터 T형 익스펜션컨넥터

이질접속슬리브,컨넥터 GV접속컨넥터 매입블럭단자
(본딩블럭,그라운드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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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ALC-100)
ALC-100은 낙뢰로 인해 인하도선이나 건물내 접지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계수하는 낙뢰 전류 카운터 제품입니다.

ALC-100은 피뢰설비 관리자에게 유용한 피뢰설비 운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도선의 절단 작업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취급이 간편하고, 방수 구조로 옥외환경에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2. 제품특징

3. ALC-100의 설치

넓은 동작 범위 / 1kA(8/㎲) ~ 100kA(10/350㎲)

옥외 방수구조

외부 전원 불필요

소형 경량(75 X 105 X 65mm)

취급, 설치 간편

스틸밴드를 사용하여 인하도선 또는 접지도체에 부착

유도된 기전력을 인식하여 동작

비절연도체(나동선)에 설치치 스틸밴드 절연

낙뢰카운터 (Lightning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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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분야

＊기본 초기 화면 :

   1kA 이상의 서지 및

   낙뢰가 들어오면

   서지카운팅을 한다.

＊스위치버튼을 누르면, 최신 서지 이력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

   [좌측 예] : 2014년 10월07일 15시 37분 3.5kA 서지 인입됨

   [우측 예] : 2014년 10월07일 15시 25분 18kA 서지 인입됨

구분 규격 사양 비고

전 원 DC 12V ~ 24V

소 비 전 력 mA 30 ~ 40mA

통 신 유무선 RS485

보 호 등 급 IP IP66

표 시 부 8*2 LCD

크 기 W x H x D 80 x 110 x 65

주 요 기 능

유입 서지의 크기, 날짜, 시간 기록(200개)
1. 유입 서지 계수(기본 기능)
2. 조합 파와 2등급 서지 값(1kA ~ 45kA) 계측과 유입시간 기록, 저장, 열람 기능으로
   SPD 현재 상태 가능(교환 시기 예측)

추가선택사양 RS485 통신으로 서지 이력 관리 가능

낙뢰카운터 (Lightning Counter)

4. 제품소개 (DLC-100)
DLC-100은 낙뢰로 인해 인하도선이나 건물내 접지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계수하는 낙뢰 전류 카운터 제품입니다.

DLC-100은 피뢰설비 관리자에게 유용한 피뢰설비 운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도선의 절단 작업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취급이 간편하고, 방수 구조로 옥외환경에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서지유입에 대한 이벤트 
기록 및 원격통신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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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경보기 ESLW-I

1. 제품소개

낙뢰경보시스템 ESLW-I 은 대지전계와 방사전자파 측정을 위한 센서 및 최신 

프로그램을 적용한 7인치 터치스크린이 설치된 주 조정반으로 구성되며, 실

시간으로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하는 '스마트 낙뢰경보 시스템' 이다.

안테나의 구성으로 필드밀 센서(대지전계 센서)는 실시간으로 뇌운에 의한 전

계 변화를 최소 0.1 [kV/m] 부터 감지하고 루프 센서(낙뢰 위치표정 센서)는 

낙뢰 거리를 30 [km] 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낙뢰정보를 음향 및 시각경보로 

알려준다.

2. 경보단계(4단계)

가. 정상(Normal)

현 위치에서 전계강도가 낮고 주변의 낙뢰활동이 없어 낙뢰 위험이 없는 상태

(별도의 표시 없음, ※전계강도의 증감은 구름의 유무와 관계 없음)

나. 경계(Warning)

현 위치에서 전계강도나 주변의 낙뢰활동이 감지되고 있으며 위험 수준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단계.

(전면에 Warning 경보등 점등, 내부 부저음 10초간 발생)

※전계강도 12 [kV/m] 도달 시 또는 20 [km] 이내 낙뢰 발생시

다. 위험(Alert)

현 위치에서 전계강도가 충분히 높고, 근접한 지역에 낙뢰 활동이 활발해 현 

위치 근방에 낙뢰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태

(전면에 Alert 경보등 점등, 내부 부저음, 내부경고등 및 내ㆍ외부 사이렌 10

초간 발생)

※전계강도 50 [kV/m] 도달 시 또는 10 [km] 이내 낙뢰 발생시

라. 해제(Clear)

내부 부저음, 내부 경고등 및 내ㆍ외부 사이렌 2초간 3회 발생

낙뢰경보시스템 (Lightning W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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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기능
가. 사용전원 : AC 100 ~ 200 [V] / 50 ~ 60 [Hz], 비상전원(연축 전지 내장)
비상 급전용 충전지가 내장되어있어 정전시에도 3시간 사용 가능하며, 비상전원은 자동으로 연결되며, 전원이 복구되면 

자동으로 재충전 된다. (3시간 이상 정전 시 수동으로 전원 OFF 할 것)

나. Main console의 터치스크린에서 전계강도 및 낙뢰의 거리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연결상태 양호

:연결상태 불량

이벤트 기록 확인

*안테나 및 사이렌

대지전계 그래프바

대지전계 수치표시

시스템 종료

낙뢰 발생
위치

현재 상태

배터리잔량

관리자 모드온ㆍ습도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최대 1km

▶옵션
■원격 모니터링 기능 : 원거리에서 주 조정반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통신형식 : RS485

- 최대 1km (케이블 길이)

- 현재 상황 모니터링

- 이벤트 기록 확인

※기능 추가시 PC(모니터 세트) 및 통신모듈 등이 추가로 설치되야하므로 별도비용 발생

낙뢰경보시스템 (Lightning W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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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경보장치 LWS MK-II

1. 작동원리와 경보
낙뢰경보기 LWS MK- II 는 현위치의 전계강도와 근거리 및 원거리 낙뢰방전을 감지하여 뇌전의 진행을 알려주며 상황에 

따라 경계경보와 위험경보를 발한다.

경계경보는 현위치로부터 약 10~15km 떨어진 위치에 낙뢰가 발생되거나 현위치의 전계강도가 4 kV/m에 도달해 있음

을 뜻하며 낙뢰의 진행방향이 현위치로 발전될 경우 약 20~30분 이내에 도달하거나 우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경계경보 상황에서는 경보등이 점멸하고 주조정장치 내부의 부저만 작동된다.

위험경보는 현위치의 전계강도가 7 kV/m 이상 상승하거나 8~10km 외곽지역의 낙뢰가 감지되었을때 발해지며 위험경

보등이 점멸하고 위험경보 사이렌이 10초간 작동되어 약 10분 이내에 현위치로 뇌전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려준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인원이 안전수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경계경보 및 위험경보시에는 주조정장치의 근접거리 및 원거리 낙뢰표시등은 낙뢰가 감지되는 상황을 계속 표시해 준다. 

모든 상황이 해제될 경우 약 5초간 자동으로 해제경보가 발해지며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LWS MK- II 는 자체진단 기

능이 있어 전원을 넣으면 즉시 각 기능을 자체진단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전면 LCD에 이를 표시해 준다. 또한 작동중에도 

TEST 단자를 눌러 수시로 자체진단을 실행시킬 수 있으며 컴퓨터와 연계하여 경보기의 작동 여보를 CHECK 할 수 있다. 

LWS MK- II 를 광역피뢰침 및 전자장비 보호용 전원 및 신호/통신용 뇌서지 보호장치와 병용하여 설치하면 천재지변으로

만 알았던 낙뢰등 뇌전현상에 의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므로서 인명은 물론 고가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 적용규격/표준
미국 프로골프협회 규정 USGA 80-8-rule37-6A의 위험 상황에서 경기 속행여부 결정에 적용.

낙뢰경보시스템 (Lightning W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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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Lightning Protective Management System

구성요소
▶ 내부피뢰설비 : 지능형 SPD(Intelligent Surge Protective Device) 능동 형 접지단자함(AGT), 낙뢰카운터, 본딩 기구 등

▶ 전용 RTU : 내부피뢰설비와 원격 관리 시스템간 통신 연계

▶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Windows 기반 원격 PC Monitoring Software

필요성
▶ 수시로 정상 동작상태 및 본딩기구의 접속상태 점검 → 주요 보호대상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 가능

▶ 밀집된 통신설비, 복합한 주거단지, 자동화단지, 옥외 피뢰설비등의 점검 시 인력과 시간의 제약
    → 인력과 시간의 제약없이 신속한 점검이 가능

▶ 대규모시설의 복잡한 전원, 통신, 신호 네트워크로 구성 시 뇌서지 유입경로 파악이나 원인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 진보된 IT 기술의 도입된 지능화된 첨단 신기술로 복잡하고 다양한 시설을 보호하며 신뢰성 높은 피뢰설비 운영이 가능

지능형 피뢰 관리시스템 (IL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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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피뢰설비와의 차별성

적용효과

피뢰설비 기존의 운영 체계 지능형 피뢰관리 시스템

피뢰침 인하도선
정기적 수동점검
본딩 여부 파악 불가

실시간 본딩 여부 점검
낙뢰시 보호동작 유무 파악
및 현장별 뇌우일수 경향 파악

다단계 디지털
낙뢰카운터

접지시스템
접지저항 수동 측정
접지저항 변하 예측불가

접지저항 실시간 모니터링
접지성능 변화 예측

능동형 접지단자함
(AGT)

SPD
설치 후 관리품질 유지불가
열화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

SPD 동작상태 실시간 확인
서지 발행시 계수 및 전송
수명예측 자가진단 원격 경보

자가진단기능
서지보호장치

사후관리체계
형식적인 접지보강 또는
피뢰침 교체
유사 피해 반복

낙뢰 및 접지 사고 발생 예측
사루 취약구간 파악 및
테이터 분석으로 재발 방지

전력감시 / IBS / BAS
연동 Software

피뢰설비
운영신뢰도 향상

실시간 관리체계로
유지보수 시간단축

누적 데이터로
광범위한 DB구축

지능화된 
이스크(Risk)관리
민원감소

전력/통신 서비스
운영환경 안정성 증대

인건비, 시간비용
운영비 절감 효과ILPMS

지능형 피뢰 관리시스템 (IL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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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서지보호장치 모너니터링 화면 예시(실시간 감시)

지능형 서지보호장치 모너니터링 화면 예시(누적데이터 관리)

지능형 피뢰 관리시스템 (IL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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