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지명원
창원폴리에틸렌전선관·이음관

CD파부관 CD-P평활관 ELP 지중전선관

PIPE

Chang Won Industrial Co., Ltd.

Chang Won Industrial Co., Ltd.

생 산 품 목

●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관) KSC8454

●  폴리에틸렌 전선관(CD-P관) KSC8454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KSC8455

●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커플링) KSC8456

●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본사·공장 : 22650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36번길 7(오류동 1-2)
 TEL.(032)563-7734~6       FAX.(032)562-7735
 http:///www.changwonpi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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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회 사 연 혁

창원기업이 오늘에 있기까지 성원과 후원을

베풀어 주신 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창원기업은 산업보국의 기업신념으로

1983년 창업 이래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해 꾸준한

연구노력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파이프 업계의

일익에 헌신하여 왔습니다.

품질우선의 원칙주의에 의해 생산된 폴리에틸렌 전선관,

수도관, 하수관 등은 국내 여러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품질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한 경제의 국제화 ·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당사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속의 창원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용 · 성실을 바탕으로 한 경영이념을 토대로

부단한 연구와 보다 나은 신제품 개발에 저희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임하겠습니다.

1983. 3 창원기업 설립(HDPE 파이프 생산)

1986. 5 전기용품 형식승인(전3-14-601)

1988. 12 공장확장 이전(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2)

1989. 11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KS획득 (KSC8454)

1990. 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획득(KSM3408)

1990. 2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획득(KSM3407)

1991. 3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획득(KSC8455)

1993. 3 한국전력공사 입찰자격 등록

1993. 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획득 (KSC8456)

1993. 6 한국전력공사 납품(KSC8455)

1994. 7 창원기업주식회사(법인으로 전환)

2000. 11 공장증축 및 압출성형라인 증설

2003. 9 파상형 폴리에틸렌관 PL인증(KPS M 2007)

2004. 6 ISO 9001:2000인증

2007. 8 인천시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

2010. 3 물탱크용 PDF패널 생산개시

2012. 3 파상형 폴리에틸렌관 우수단체표준 인증

2012. 6 KC위생안전기준(수도관)인증 

2013. 10 KC위생안전기준(PDF 패널)인증

창원기업(주)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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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설비 (압출장면) 생산공정 및 주요 시험 설비

인장강도시험내전압시험

내약품성시험

압축강도시험

저온충격시험

CD관 (파부관) 생산장면

CD-P관 (평활관) 생산장면

ELP관 (지중전선관) 생산장면

PIPE 생산 공정도

원   료
첨가제

원료배합 압출성형 냉    각 인    취

인    쇄권    취포    장저    장

중간검사제품검사



04 05

주요 생산설비 (압출장면) 생산공정 및 주요 시험 설비

인장강도시험내전압시험

내약품성시험

압축강도시험

저온충격시험

CD관 (파부관) 생산장면

CD-P관 (평활관) 생산장면

ELP관 (지중전선관) 생산장면

PIPE 생산 공정도

원   료
첨가제

원료배합 압출성형 냉    각 인    취

인    쇄권    취포    장저    장

중간검사제품검사



06 07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용 부속품(인증번호 제7265호)
KS C 8454

(인증번호 제9998호)
KS C 8456

■  특 징 ■  난연성 테스트

커넥터

커플링

이종커플링

앤드커버

콘 슬리브

■  치 수

■  치 수

■  치 수

■  치 수

■  치 수

■  치 수

■  성 능

주)  1.흑·백·적·황·록·청 6Color 생산합니다. 
2.상기외관의 길이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참 고 ● KS C 8454 내연성(자기소화성) 시험방법
 ● 분젠버너로 25초 가열 후 불꽃이 30초 이내에 자동소화됨

●  콘크리트 매입 배관은 물론 소방 배관을 위해 은폐·노출· 
배관에 사용합니다.

●  색상이 다양하여 라인별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  가변형 벽체내 난연배관
●  비내력벽(조절부) 난연배관
●  소방용 은폐노출 난연배관

■  용 도

불꽃 제거후점화

호칭
바깥지름(㎜) 참고안지름

(㎜)
길이 (m)

기본치수 허용차

16 21.0 ±0.30 16 100

22 27.5 ±0.50 22 100

28 34.0 ±0.50 28   50

36 42.0 ±0.50 36   50

호칭 적용전선관 Ød(㎜) ℓ(㎜) L(㎜)

16 CD16㎜ 16 26 46

22 CD22㎜ 22 34 53

28 CD28㎜ 28 42 66

36 CD36㎜ 36 58 90

호칭 적용전선관 A(㎜) L(㎜) H(㎜)

16 CD16㎜ 70 146 50

22 CD22㎜ 70 146 50

28 CD28㎜ 70 146 50

호칭 적용전선관 Ød(㎜) L(㎜)

16 CD16㎜ 16 54

22 CD22㎜ 22 70

28 CD28㎜ 28 85

36 CD36㎜ 36 104

호칭 적용전선관 Ød(㎜) L(㎜)

16 CD16㎜ 16 60

22 CD22㎜ 22 74

28 CD28㎜ 28 88

호칭 적용전선관 A(㎜) H(㎜)

16 CD16㎜ 54 53항목 단위 성능

내연성(자기소화성) - 이상없음

d

d

A

A

H

H

L

d

ℓ L

L

L

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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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P)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  특 징
■  치 수 ■  제품관련 부품명

■  CD-P관(평활관) ■  치 수

●  Roll로 되어있고 무게가 가벼워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합니다.

●  CD 전선관 규격과 동일하고 라인별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  단위장이 길어 연결부분이 거의 필요 없으며 커플링도 절감되고 
관의 손실도 적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합성수지 제품으로 타종 관에 비해 소음이 없고 전공도구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관의 내면의 마찰 계수가 적어 3직각 또는 30m 이상의 
배관시에도 전선의 인입이 용이합니다

주) 1.호칭 중 ★는 KS 규격외 제품입니다.
 2.상기외 관의 길이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호칭
바깥지름(㎜)

두께(㎜) 길이 (m)
기본치수 허용차

16 21.0 ±0.3 2.1이상 100

22 27.5 ±0.5 2.2이상 90

28 34.0 ±0.5 2.7이상 90

36 42.0 ±0.5 3.1이상 60

42 48.0 ±0.5 3.6이상 60

54★ 60.0 ±0.8 4.0이상 40

70★ 76.0 ±0.8 4.0이상 40

82★ 89.0 ±0.8 5.3이상 40

100★ 114.0 ±0.8 5.0이상 4 / 6

호칭
안지름

(m)
바깥지름(㎜)

피치(㎜) 길이(m)
기본치수 허용차

30 30±2.0 40 ±2.0 10±0.5 100

40 40±2.0 53.5 ±2.0 13±0.8 100

50 50±2.5 64.5 ±2.5 17±1.0 100

65 65±2.5 84.5 ±2.5 21±1.0 100

80 80±3.0 105 ±3.0 25±1.0 100

100 100±4.0 130 ±4.0 30±1.0 60/100

125 125±4.0 160 ±4.0 38±1.0 50

150 150±4.0 188 ±4.0 45±1.5 50

175 175±4.0 230 ±4.0 55±1.5 30

200 200±4.0 260 ±4.0 60±1.5 30

부품명 용도 규격

①직선연결슬리브 F.E.P관을 연속할 때 F.E.P관(지중전선관)에 따른 규격

②이종관로연결관 F.E.P관과 이종관을 연결할 때 연결관과의 접속에 따른 종류

③벨마우스 맨홀의 벽면을 마무리할 때 F.E.P관(지중전선관)에 따른 규격

④예비관마개 F.E.P관(지중전선관)에 따른 규격

⑤벽면 방수재료 맨홀의 벽면을 방수처리할 때 이재혼합품

⑥관로구 방수재료 맨홀의 외측면을 보강할 때
1조용, 수조용에 대한
F.E.P관지중전선관의 규격

⑦완충파이프 단자극 부착을 할 때 -

⑧크램프 F.E.P관을 전주 등에 부착할 때 F.E.P관(지중전선관)에 따른 규격

⑨자재밴드 굴토반환의 경우 외상방지를 할 때 Ø65이하, Ø80이상 용

⑩에포라이트 굴토반환의 경우 외상주의를 할 때 Ø65이하, Ø80이상 용

⑪표식테이프 굴토반환의 경우 외상주의를 할 때 두께20mm×30mm×길이1,700mm

⑫F.E.P관(지중전선관) 두께0.15mm×150mm×길이50mm

⑬입상부분 방호관

⑭이종파이프

14 8 2 5 4 3 6 7 11 1 10 12 13 9 6

주) 상기외 관의 길이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제7265호)
KS C 8454

(인증번호 제7594호)
KS C 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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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P)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  특 징
■  치 수 ■  제품관련 부품명

■  CD-P관(평활관) ■  치 수

●  Roll로 되어있고 무게가 가벼워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합니다.

●  CD 전선관 규격과 동일하고 라인별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  단위장이 길어 연결부분이 거의 필요 없으며 커플링도 절감되고 
관의 손실도 적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합성수지 제품으로 타종 관에 비해 소음이 없고 전공도구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관의 내면의 마찰 계수가 적어 3직각 또는 30m 이상의 
배관시에도 전선의 인입이 용이합니다

주) 1.호칭 중 ★는 KS 규격외 제품입니다.
 2.상기외 관의 길이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호칭
바깥지름(㎜)

두께(㎜) 길이 (m)
기본치수 허용차

16 21.0 ±0.3 2.1이상 100

22 27.5 ±0.5 2.2이상 90

28 34.0 ±0.5 2.7이상 90

36 42.0 ±0.5 3.1이상 60

42 48.0 ±0.5 3.6이상 60

54★ 60.0 ±0.8 4.0이상 40

70★ 76.0 ±0.8 4.0이상 40

82★ 89.0 ±0.8 5.3이상 40

100★ 114.0 ±0.8 5.0이상 4 / 6

호칭
안지름

(m)
바깥지름(㎜)

피치(㎜) 길이(m)
기본치수 허용차

30 30±2.0 40 ±2.0 10±0.5 100

40 40±2.0 53.5 ±2.0 13±0.8 100

50 50±2.5 64.5 ±2.5 17±1.0 100

65 65±2.5 84.5 ±2.5 21±1.0 100

80 80±3.0 105 ±3.0 25±1.0 100

100 100±4.0 130 ±4.0 30±1.0 60/100

125 125±4.0 160 ±4.0 38±1.0 50

150 150±4.0 188 ±4.0 45±1.5 50

175 175±4.0 230 ±4.0 55±1.5 30

200 200±4.0 260 ±4.0 60±1.5 30

부품명 용도 규격

①직선연결슬리브 F.E.P관을 연속할 때 F.E.P관(지중전선관)에 따른 규격

②이종관로연결관 F.E.P관과 이종관을 연결할 때 연결관과의 접속에 따른 종류

③벨마우스 맨홀의 벽면을 마무리할 때 F.E.P관(지중전선관)에 따른 규격

④예비관마개 F.E.P관(지중전선관)에 따른 규격

⑤벽면 방수재료 맨홀의 벽면을 방수처리할 때 이재혼합품

⑥관로구 방수재료 맨홀의 외측면을 보강할 때
1조용, 수조용에 대한
F.E.P관지중전선관의 규격

⑦완충파이프 단자극 부착을 할 때 -

⑧크램프 F.E.P관을 전주 등에 부착할 때 F.E.P관(지중전선관)에 따른 규격

⑨자재밴드 굴토반환의 경우 외상방지를 할 때 Ø65이하, Ø80이상 용

⑩에포라이트 굴토반환의 경우 외상주의를 할 때 Ø65이하, Ø80이상 용

⑪표식테이프 굴토반환의 경우 외상주의를 할 때 두께20mm×30mm×길이1,700mm

⑫F.E.P관(지중전선관) 두께0.15mm×150mm×길이50mm

⑬입상부분 방호관

⑭이종파이프

14 8 2 5 4 3 6 7 11 1 10 12 13 9 6

주) 상기외 관의 길이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제7265호)
KS C 8454

(인증번호 제7594호)
KS C 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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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원 서
□ 수   신 :

□ 공 사 명 :

    귀 사의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폐사는 귀사의 상기 공사에 참여하고자 승인원을 제출

하오니 심의하신 후 폐사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기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유    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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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체 납 품 현 황

발 주 처 품명  및  규격 현  장  명

한국전력공사 파형관 100㎜~200㎜ 서울 전력구건설처 외

한국전력공사 파형관 175㎜ 시흥은계 보금자리 배전간선 

한국전력공사 파형관 150㎜, 175㎜ 남양주 다산신도시 배전간선

한국전력공사 파형관 175㎜ 충주 호암택지지구 관로설치공사

한국도로공사 PE전선관 28,54,100㎜ 외 평택 고속도로 현장

LH 공사 CD파부관, PE전선관 인천,광명,안산 APT현장

LH 공사 CD파부관 16㎜ 외 김포 한강신도시 현장

현대산업개발 CD파부관 16㎜, PE전선관 외 검단 신도시 APT현장

도시개발공사 CD파부관, PE전선관, 파형관 상암지구 주변시설공사 

원자력발전소 PE통신내관 28㎜ 울진발전소내 광통신 관로공사

한진건설 파형관, PE전선관 30㎜ 외 영종도 공항 외곽공사 현장

(주)부국전기 PE전선관 54㎜, 파형관 65㎜ 외 인천국제공항 3단계 군시설

(주) KT PE전선관 28㎜ 외 경기건설국 외 선로공사현장

삼성 SDI PE전선관 28,36,100㎜ 수원 ITS공사현장

청명 CNI PE전선관 36,42㎜ 외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 현장

성원 ENG PE전선관 36,42,54㎜ 인화~강화도로건설 공사

세진 ENC PE전선관 28,36,42㎜ 외 인천 오류산업단지 현장

매일 ENC 파형관 50,80,100㎜ 신보령 화력발전소 현장

(주)신한전력 CD파부관 16㎜ 외 한전 서인천지사 공사

(주)한라정보통신 PE전선관 28,36㎜ 파형관 50㎜ 인천 법원현장

인천자유구역청 PE전선관 54,100㎜ 송도 U-CITY관로 구축공사 현장



승인지명원
창원폴리에틸렌전선관·이음관

CD파부관 CD-P평활관 ELP 지중전선관

PIPE

Chang Won Industrial Co., Ltd.

Chang Won Industrial Co., Ltd.

생 산 품 목

●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관) KSC8454

●  폴리에틸렌 전선관(CD-P관) KSC8454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KSC8455

●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커넥터·커플링) KSC8456

●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본사·공장 : 22650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36번길 7(오류동 1-2)
 TEL.(032)563-7734~6       FAX.(032)562-7735
 http:///www.changwonpi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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