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신제품 소개서

내진 및 면진설계

내진설계
전기설비 내진면진 배관

홈페이지 http://내진설계.kr
TEL 0502 - 605 -1144
0502 - 605 -1155
FAX 0502 - 605 -1177
E-mail jh0059@daum.net

전기설비 내진 면진 설계 및 시공

제안서

판테크내진㈜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내진안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판테크내진㈜는 내진설비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그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직 국내의 취약한
전기 설비 내진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판테크내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내진설계기준” 법령에 의해 전기 설비 내진 시설에

지진발생 시 수반되는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각종 설비시설의 중요성은 관련 법규를 떠나
더 이상 강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핀테크내진㈜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기술개발과 적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테크내진㈜
대표이사 양청석 자격 및 면허

내진설비
전문기업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화학류 제조기사, 건설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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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판테크내진㈜

회사명

판테크내진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청석

설립일

2018 년 5 월 14 일

주소

광주 서구 매월 2로 15번길 16, 203동 219호(매월동, 매월 종합상가)

건축설비 내진설계 시공자재 공급, 소방시설 공사업,
주요사업

차음재 및 기포 방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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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현황

판테크내진㈜

등록 제 30-0548627 호

특허 제 10-0962993 호

특허 제 10-1684686 호

특허 제 10-1102908 호

내진 및 방진용 배관 행거

방진 및 내진용 배관고정장치

건축설비 내진 및 면진용 가대

내진 스프링 안전 행거

2009년11월28일 등록

2010년 6월 3일 등록

2016년 12월 2일 등록

2011년12월29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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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실적

판테크내진㈜
2019.1.

광주시 마륵동 양우 내안애 아파트 내진 설비공사

2019. 1.

태백시 동아건설산업 아파트 내진설비공사

신분당선 미금역사 지하철 내진 소방설비 공사

2019. 1.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내진설비공사

서울 서초동 도시형 생활주택 내진 설비공사

2019. 1.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유치원 전기설비 내진공사

2019. 1.

고양시 지축 중흥S-클래스 내진설비 공사

2019. 1.

진주 중흥S-클래스 아파트 내진설비 공사

2018. 6.

고양시 향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내진설비 공사

2018. 5.

충북 증평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진소방 공사

2017. 7.

부산 호포역 내진 설비공사

2017. 6.
2017. 4.

2016.12. 대진 하이테크공장 내진설비 공사
2016. 9.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공장 내진 소방설비 공사

2016. 7.

거제시 대우해양조선소 내진 설비공사

2016. 3.

군산 테디베어 전시장 내진 설비공사

인천 DK물류센터 내진 소방설비 공사

2015.12. 광주 지하철 소방시설 내진 설비공사

부산시 장림동 스마트 W아파트 내진설비 공사

2015.11. 평택 LG전자 내진 설비공사

세종 지웰 대우 푸르지오 주상복합 내진설비 공사

2015. 8.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 내진공사

2015. 2.

서울 명동3지구 고층대우오피스텔 내진공사

2014.12. 천호동 강동역사 호텔, 주상복합현장 소방내진 공사
2014. 9.

세종시 1-1 생활권 M4 호반아파트 내진 설비공사

2014. 1.

봉황고등학교 내진설계 공사

2013.12. 김포 신동아건설 내진 설비공사
2013. 9.

월산초등학교 소방공사 내진 설비공사

2012.12. 순천 좌야초등학교 소방, 기계설비 및 내진설비 공사

2018. 3.

서울 응봉동 공용주차장 내진 설비공사
대우 서산 이안아파트 내진 설비공사

2018. 1.

화성시 명진종합건설 내진 설비공사
김해 진영 중흥아파트 내진 설비공사.S-클래스

2017.12. 해남공업고등학교 내진 설비공사
2017.11. 광주 마륵동 레드핀볼링장 내진 설비공사
2017.10. 경기도 광주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진 설비공사
2017. 9.

대구 동양아이작큐브 오피스텔 내진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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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크내진㈜

Ⅰ. 사업소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개정에 의거
각종 건축 설비 배관(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배관)의
내진 면진 설계 시공 제품을 제조 공급합니다.

■ 내진관련 법규
■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확인서

판테크 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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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관련 법규

판테크내진㈜

◎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 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 벽체등의 부재
나. 기계· 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제4조 제1항 중 “ 바닥 · 벽 “을 “ 바닥 · 벽· 비구조요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개정이유 -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지진 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조요소도 내진
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한 내진 구조계산서를 첨부해서 내진 설계
시공한다.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배관 내진설계 및 시공은 배관 2.5m에 1개소씩 내진 면진 체인가대나 내진 종횡 버팀대,
내진스프링 행가를 내진설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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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서

판테크내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1.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판테크내진㈜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내진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내진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16) 비구조요소
- 건축 비구조요소
-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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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크내진㈜

Ⅱ. 제품소개

■ 범례
■ 전기설비 내진 설계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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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설비 범례표
범례

명칭

면진체인가대 (비고정형 버팀대)

판테크내진㈜

범례

명칭

내진스프링행가 (지진분리장치)

내진 종 , 횡 버팀대

1. 내진스프링행가 설치기준 : 전선관에 2.5M 간격으로 1개소씩 지진분리장치로 설치 시공 할 수 있다.
2. 면진체인가대 설치기준 : 전기설비 트래이 배관에 비고정형 버팀대로 2.5m에 1개 소식 설치 시공한다.
3. 내진종, 횡버팀대 설치기준 : 전기설비 배관은 2.5m에 1개소씩 설치 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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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설비 시설의 내진 설계 및 시공 시방서
내진 종,횡 버팀대
(입상관 및 횡주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면진체인가대
(비고정형 버팀대)

[지진력 구조계산서에 의해 소방.기계.
전기 트래이 배관에 설치한다]

판테크내진㈜

내진스프링행가
(지진분리장치)

[지진력 구조계산서에 의해 소방.기계.
전기 트레이배관, 횡주관에 설치한다.]

[지진력 구조계산서에
의해 설치한다]

◉ 내진 전기 설비 설계 및 시공방법
1. 각종 버팀대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한 구조계산서를 첨부 제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 배관이나 케이블 트레이,부스 덕트 배관은
내진스프링행가를

2.5m 에 1개소씩 내진 면진체인가대 내진종횡버팀대나

설치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한다. 발전기 등 장비와 입상관은 칼브럭이나 셋트앙카로

바닥과 벽에 튼튼하게 고정하고 , 입상관과 횡주관 연결 케이블 트레이 배관 엘보는 설계 및 설치를 면제한다.
3. ks-1144@hanmail.net 로 전기도면 및 연락처, 상호 (명함)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내진설계 및 견적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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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종횡 버팀대

판테크내진㈜

•제품의 구성

- 건축물 부착 장치
- 지지대 [중간]
- 지지대 [하부]

- 배관연결장치(U볼트)
- 종횡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전기설비
트레이 배관 2.5m에 1개소 간격으로 설치
한다.
※ 각종 버팀 지지대 길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한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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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정형 버팀대
[내진 면진체인가대, 내진스프링행가]

판테크내진㈜

•제품의 구성
- 건축물 부착 장치

- 지지대 [케이블]
건축물
부착장치

- 하부지지대
- 배관연결장치(U볼트)

- 면진체인가대나 내진스프링행가는
체인

전기설비 트레이나 배관 2.5m에
1 개소씩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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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1

판테크내진㈜

전기 통신 트레이배관 내진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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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크내진㈜

15

전기설비배관 내진설계시공 시방서

판테크내진㈜

전기설비배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및 시공방법.
=> 국토교통부.
=> 판테크내진(주) 0502-605-0011, 1144, 1155.

1). 전기설비 케이블트레이, 부스덕트 등등 수직 입상관 배관공사=>각층에서 칼브럭이나 셋트앙카로
입상관 케이블 트레이 배관을 튼튼하게 일체형으로 고정한다.
(내진 종횡버팀대)를 바닥상치형이나 벽부형으로 셋트앙카로 내진설계 시공할 수 도 있다.
2). 전기설비의 수평 횡주관 배관공사=>면진 체인가대 나 내진 종횡버팀대를 2.5m에 1개소 내진 설계
시공하거나, 내진 스프링행가를 2.5m에 1개소 내진설계 시공한다.
전기 케이블 트레이 배관의 경우 입상관과 횡주관을 연결하는 엘보는 설계 설치를 면제한다.

3). 전기통신설비공사,덕트공사, 부스덕트공사, 케이 블 트레이공사 등등의 내진설계 및 시공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해서 내진설계 시공한다.
=>건축구조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55호에 의거 준법 내진설계 및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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