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장 전기설계

1. 전기 설비 배치 현황 ➡ 대안설계 보고서 249쪽 참조 5. 기타 안전 설비 ➡ 대안설계보고서 252쪽 참조

유지보수 검정 
BOX 조명설비

∙에너지 절전형 삼파장 형광램프 적용
∙감전방지 위한 누전차단기 분기 회로 구성

피뢰 및 접지 설비 전   기   실

    

∙전기실 건축물 전경
피뢰 및 접지설
비

∙광각형 이온 방사형 피뢰침 적용
∙저저항의 심타 접지극 적용 및 구조체 이용
∙감전 방지 및 전기기기의 보호

구  간 전 기 설 비

Ramp-A, B
시점부깎기
교량(표준부)
교량(교차부)
교량(항로부)
임항도로
가주터널
터널조명설비

∙가로등 25m, 편측배열
∙가로등 35m, 맞보기배열
∙가로등 35m, 중앙배열
∙가로등 35m, 중앙배열
∙가로등 30m, 중앙대칭배열
∙가로등 35m, 맞보기배열
∙항로표지설비, 항공장애등
∙주탑 피뢰침 및 접지설비
∙유지보수 점검 Box 조명설비
∙사장교 경관 조명설비

전 기 실
∙옥내 수변전 설비로서 유지보수 향상
∙전기설비의 신뢰도 향상

6. 터널 조명설비

         ■ KSA 3703 ■ 터널조명기준기  준

       ■ 기본부 - NH100W  
       ■ 경계부, 이행부 - NH250W

효율성

■ 운전자의 가시성을 상승시킬수  
   있도록 천장형 양측배열 적용

안전성

■ 방수, 방진, 방식 및 내부 열발산
   에 유리한 AL. DAICASTING 선정

경제성

터널 등기구 터널 등기구 설치 단면

2. 특고압 수변전설비 ➡ 대안설계보고서 253쪽 참조

구 분 원    안 대    안 전력 계통 구성도 아몰퍼스 몰드변압기

수 전
방 식

여러개소의 저압수전
집중부하지역의 
특고압수전 및 
산재부하의 저압수전

무부하

손  실 

감소로

에너지

절  감

특 징 유지관리 개소 증가
집중관리로 유지보수 
용이 8. 야간 경관 조명 계획 ➡ 대안설계보고서 254쪽 참조

정전시 비상조명 대책

개 선
효 과

∙부하분담의 적정성 향상
∙전력공급의 안정성 항상

∙장래 부하증가에 대비
∙유지관리비 절감

기본부의 1/2(주ᆞ야상시)부하 UPS로 공급

3. 도로조명 설비 ➡ 대안설계보고서 250쪽 참조

평균도면휘
도

“Lr>2cd㎡”유지 (기준조도 30Lx 이상)

가로등주 염분 ․ 염해에 유리한 “스테인레스 스틸 등주적용”

7. 터널 라디오 재방송 설비
광원종류 해안가임을 고려하여 안개투과율이 우수한 "고압나트륨램프

(400w, 250w)"적용 구 분 평균조도 균제도 가로 등기구 터널내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도록 송ᆞ수신설비 구성

광원배치

램프구간 : 편측 25m배열(NH 250W)

토공구간 : 양측 35m배열(NH 400W)

교량구간 : 중앙 30, 35m배열(NH 400W)

토공부 54.12 0.42

램프부 31.85 0.32

교랑일반부 60.19 0.19

교량항로부 56.02 0.25

4. 항로표지설비 및 항공장애등 설비 ➡ 대안설계보고서 252쪽 참조

디자인컨셉 ➡강한주목성에 의한 방향성 제시➡ 움직이는 빛의 컬러변화와 등대 같은 빛➡ 지역의 랜드마크화
항로 표지 설비

∙교량하부로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가항구간에 항로표시

등 및 항로 표지판을 

설치

∙항로표지판은 항로폭원 

30m 경계선에 좌현, 

우현 설치

항공장애등 설비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주탑 상부에 설치

∙김해 공항 공역제한 저촉 없음

∙항공법 제83조 및 동시행 규칙

  제249조, 제250조 적용

영 역 연 출 효 과 조명방식 및 사용광원 계 절 별 봄 ․ 여름 가을 ․겨울

주
탑
부

주탑 최상부 움직이는 빛의 
컬러변화

 ➡ 강한 명시성과 역동성

주탑 상ᆞ하부의 밝은 빛
 ➡ 등대 같은 빛의 이미지 
 ➡ 방향성 제시

최상부-움직이는 컬러 연출(LED)

하절기는 시원한 느낌(메탈램프)

동절기는 따뜻한 느낌(나트륨램프)

시 간 대
일몰~
22:00

22:00~
24:00

24:00~
일출

일몰~
22:00

22:00~
24:00

24:00~
일출

항

로

부

주탑최상부 Cyan Cyan Cyan Orange Orange Orange

주탑상부 ON ON ON ON ON ON

항공장애등

∙주탑 높이가 비교적

낮아 저광도(100w) 

항공장애등 설치

주탑중부 ON ON ON ON ON ON

케이블부
부채살 형태로 부분적으로 
상향 투광조명 

 ➡ 구조적 긴장감 연출

하절기는 넓게 투광, 동절기는 
좁게 투광 ➡ 메탈램프 1kw 주탑하부 OFF OFF OFF ON ON OFF

케이블 ON ON OFF OFF OFF OFF

교 각 부
하향 투광조명에 의한 교각의
Mass 표현 

 ➡ 구조적 안정감 연출

하향 투광조명 
 ➡ 메탈램프 250w 교각 ON ON OFF ON 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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