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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FI(K TYPE 6094N)

2002
소방공사업 등록(전기부문)

2001
전기공사업 등록

㈜태훈이엔지 법인전환

1999
태훈이엔지 설립

연혁History

2018
KFI 인정(일반형8963N)

성능인증획득
녹색인증획득

조달우수제품등록
UL인증

공장이전 (화성팔탄)

2017
KFI 인정(고급형9500N)

벤처기업등록
버팀대 특허 등록

2016
내진버팀대 생산 및 판매

2019
        KFI인정 ( S TYPE 4448N,7117N,8963N)

              KFI인정 ( C TYPE 4448N,7117N,8963N)

2012
제조업 등록
본사업장 안양이전

2008
건축기계설비업 등록
소방전문감리업 전환
전력종합감리업 전환

2007
전기공사업 선우전력 법인분할
정보통신설계,감리업 등록

2006
소방감리업 등록 (전기,기계) 

2003
소방설계업 등록(전기,기계)
전력설계업,전력감리업 등록
㈜선우엔지니어링 상호 변경



Certificate 인증서



@본 카다로그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착장치
(KA 100 + KD 101)

배관연결장치
 (KF 106)

빔클램프
 (KB100)

배관연결장치어댑터
 (KD 101)

강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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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치각도 30~90 자유로운 설치 (40~200A)
제품 단일화로 횡,종,사방향 겸용 설치 및 시공성확보
시공시 위치에 맞게 이동 편의성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SWKL) 



@본 카다로그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형상은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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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선정

● 횡,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 선정방법

    예)  배관에서 슬라브까지 직선거리 1,000mm 기준 : 30도 기준 1.154배 = 1,154mm = 지지대 1,200mm
  45도 기준 1.414배 = 1,414mm = 지지대 1,500mm
  60도 기준 2.000배 = 2,000mm = 지지대 2,000mm

<종방향><횡방향>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SW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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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방향 + 횡방향(50mm이내)

◀ 횡방향 + 종방향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직 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SWKV)



건축물부착장치
(KA 100 + KD 101)

배관연결장치
 (KF 106)

CPVC 전용 와셔

배관연결장치어댑터
 (KD 101)

7(주)선우엔지니어링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SWKL-C , CPVC용)



제9조 (흔들림 방지 버팀대)  
9.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 이내일 것 

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지진계수(Cp)값이 0.5 이하일 것 

마.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배관연결장치어댑터
 (KD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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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SWKP-S , 저층고형)

종방향(저층고형)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행거 75%

행거 100%

배관연결장치
 (KF 106)

지지대
 (KS 102)

건축물부착장치
(KD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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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SWBH)

가지배관 고정장치(환봉타입)

빔크램프
(가지관, SWBS35)

파이프행거
(BH101)

(25A, 32A, 40A, 50A)

제13조(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 슬라브에서 배관 상단까지 530mm미만 1개소 적용

1. 가지배관에는 별표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단 양쪽에 두 개의 버팀대로 설치한 경우는 600mm 이내에 설치한다.

3.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나.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다.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건축물부착장치
(BH102)



가압송수장치 내진 스토퍼

설치 참고 사항

● 받침대 위치 조정으로 편안한 시공성

● 펌프의 이동 및 전도 방지용으로 사용

● 방진 가대에서 최소한 3mm이상에서 6mm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펌프의 진동으로 부터 나사 풀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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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600(4,000N)
충압펌프용

PST-14,000(14,000N)
주펌프용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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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621-50번지

┃본        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평촌동 두산벤처다임426호)

┃문의전화┃ 031-478-3735

Sunwoo Engineering Co., Ltd.
주식회사  선우엔지니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