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반영 자료
낙뢰·서지로부터 전자통신·계측설비 완벽 보호

● 낙뢰서지방호장치인 에카쓰리지(eca3G)를 설계에 적용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 에카쓰리지(eca3G)는 국가 공공 기관·공익 시설에만 제공되며, 민간시설은 제한됩니다.

● 에카쓰리지(eca3G)는 낙뢰방호책임보증·생산물배상 책임보험(1억)이 적용됩니다.

● 본 매뉴얼의 저작권은 ㈜그라운드에 있으며,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the 3rd Generation Digital Grounding Apparatus
  for Perfect Lightning Surge Protection without burying in Ground
│US PATENT No. 7,652,865 B2│SIRIM TEST : IEC 61643-1│CE No. 13 12 8578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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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낙뢰방호, 100% 책임보증
100년의 꿈을 향해 도약하는
낙뢰방호 전문기업, 그라운드

㈜그라운드는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인명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지속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라운드의 고객은 국가와 국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기관의 전자통신장비와 국방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낙뢰방호솔루션 비용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깊이 명심하여,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지 않도록 100% 

완벽한 낙뢰방호를 제공하여 온 국민이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이사·CEO : 우 제 욱(禹濟旭)

· 그라운드의 사명 : 국가와 국민에게 100%낙뢰방호를 제공하는 것

· 경영 목표 : 세상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존재하는 것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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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장소별 제품설계참고

      * 자세한 견적은 고객센터(02-572-0008)로 문의바랍니다.

설치장소(예) 1개소기준

상황실

TOD

레이더기지 / VTS

기동 차량

자동화 사격장

정수장시설

유량계 / 경보국시설 / 가압장

독립형 CCTV

방송국 중계소

방송국 간이중계소

소방시설

한수원 ERMS

블록시스템

주민센터 전산실

등대

골프장 CC

전파 기지국

설 계 장 비

LP-1P, TNC-S

LP-1P

LP-1P, TNC-S, LP-DC

LM-3P, TM-3P

TNC-S

LM-3P, TNC-S, LP-1P

LP-1P, TNC-S

LP-1P, TNC-S,

LM-3P, TNC-S

TNC-P1

LP-1P

LP-1P, TNC-S,

LP-1P, TNC-S,

TM-1P,TNC-S

LP-1P, TNC-S,

LM-3P, TNC-S, LP-1P

LM-1P

견적금액(만원)

1,200

12O

2,000

2,000

500

3,000

1,000

500

1,500

700

200

1,000

600

500

1,500

4,000

500

비 고

메인분전반,UPS

개소별

해군 / 해경

군 및 민간차량

사로별 장치

수자원공사 정수사업소

수자원공사 정수사업소

군부대 경계시설물

방송국 주중계소

DTVR 등 

소방설비 무선중계국

개소별 상이

수자원공사 정수사업소

시청 및 군청

도서지역

배수지 및 오폐수처리장

기지국 전원용

구성도

설치제품

TNC-SeriesLM-Series LP-Series TM-Series PGS on-line
Monitoring System

※ TNC 용량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물가자료지 1207p 참조)



LP 또는 LM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www.ground.co.kr- 4 -

2. eca3G는 땅에 접지전극을 매설하지 않고 공통접지시스템(TN방식)을 구성



- eca3G Component Unit

- Modular Design for Performance Based Mainten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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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a3G는 땅에 접지전극을 매설하지 않고 공통접지시스템(TN방식)을 구성

Multi-Pulse
Response Module

▲ Module composition

▲ Main control board

▲ SED module

▲ Neutralization & EQ Module

▲ Common Grounding Module

▲ M2M Module▲Energy Conversion Module▲ Multi-Pulse  lightning Respons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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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a3G는 땅에 접지전극을 매설하지 않고 공통접지시스템(TN방식)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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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a3G는 TN방식/등전위시스템을 0.05V 이하로 구성

       *미 육군/MIL/C4IS : 0.2V 이하, NEC 0.5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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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a3G는 TN방식/등전위시스템을 0.05V 이하로 구성

    - 미국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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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화·경량화·블록화! 과학적 Module화에 성공한 제품!

      누구나 쉽게 Module 교체 가능! 부품별 호환·교체·결합 가능!
         eca3G는 과학적 모듈화된 제품으로 부품호환, 부품교체, 결합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높고, 낙뢰방호 성능과 기능 유지가
         가능한 낙뢰방호장치이며, 소형화, 경량화, 블록화된 제품으로 손쉽게 설치·철수·이동이 간단하고 내구성이 높은 제품.

▶eca3G LM model

▶eca3G TNC model

▶eca3G T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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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ca3G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성능의 우수함을 인정·추천 받은 제품

      - Malaysia / S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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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ca3G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성능의 우수함을 인정·추천 받은 제품

      - Malaysia /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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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ca3G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성능의 우수함을 인정·추천 받은 제품

      - India



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1) 미국 특허①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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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2) 미국 특허 출원②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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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3) PCT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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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4) 대한민국 특허①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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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4) 대한민국 특허②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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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4) 대한민국 특허③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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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5) 대한민국 특허④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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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6) 대한민국 특허⑤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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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7) 대한민국 특허⑥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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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8) 대한민국 특허⑦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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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9) 대한민국 특허⑧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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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round.co.kr

6. 국내·외 10여 개 이상의 특허로 기술성 입증 

  10) 대한민국 특허⑨
         미국특허, PCT, 한국특허로 관련 기술 특허 10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성을 입증한 eca3G(에카쓰리지)!

          * 세계적으로 유사제품과 기술, 대체기술·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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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美 육군 RDECOM / GSTW에 등록된 제품(US Army Foreign Technology Database)

    美 육군 RDECOM / GSTW에                    등록!

2013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방사청) 목록화에 이어, 2014년 3월 US ARMY(GSTW)에 eca3G가 등재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1일, 제22차 한·미 방산협의회 회의와 우수방산기술전시회에 3세대 디지털 낙뢰방호장치(eca3G, TNC, ECAACE)가 

소개되었고, 당시 BAE systems, Boeing, 미국방위산업협회 회장, 미대사관 상무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이 부스를 

방문하여 상담이 있었으며, 미국특허등록 제품인 eca3G와 PCT등록과 미국특허등록 공개중인 TNC낙뢰방호장치가 미국 방산시장에 

소개·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로 eca3G가 2014년 3월 14일 US Army Foreign Technology Database인 Global 

Science and Technology Watch(GSTW)에 등재되어 전세계의 미 육군들에게 제품 정보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FCT의 개념 : 우방국(현재 31개 국가)이 개발하여 사용중인 품목/장비 중에, 미군의 작전요구사양에 맞는 품목을 선정, 의회 승인 후 시험평가를

                       거쳐 구매하는 프로그램

 FCT의 목적 :  획득비용 및 시간 절감/우방국과의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향상, 중복 연구개발 방지/미군 전투 능력 개선

 주관부서 : 미 국방성 획득차관 산하 국방연구 및 엔지니어링국 소속 비교기술국(CTO: Comparative Testing Office) US Army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ommand(RDECOM)/미 육군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사령부

 미국방부의 FCT 수행실적 (2009년 기준) : 29년 간, 28개국의 미 동맹국 참여, 총 테스트 601건, 테스트 통과 프로젝트 277건(46% 통과), 198개 품목, 

                                                                          89억 달러의 구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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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ing Completion Apparatus
of 3Generation



군수품 표준화 업무 기반 체계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의 목록화 등록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은 기관별로 분산 운용되는 규격 관리, 목록관리 및 형상관리정보체계 등 3개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BOM(Bill of 

Materials) 기반하에 하위단계 부품까지 국방표준정보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며, 표준화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업무진행사항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표준화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각종 기술자료의 품질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에도 각종 기술 자료와 목록화 자료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eca3G의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록화 등록 제품

제품 모델 : eca3G LM-Series

업체품명 : 낙뢰방지접지장치

재고번호 : 5920375260675

참조번호 : LM-34-38-90M

군급 : 5920

품명번호 : 00381

생산자부호 : 3870F

발급일 : 2013.04.29

제품 모델 : eca3G TM-Series

업체품명 : 낙뢰방지접지장치

재고번호 : 5920375260676

참조번호 : TM-34-20-50M

군급 : 5920

품명번호 : 00381

생산자부호 : 3870F

발급일 : 2013.04.29

8. 대한민국/방위사업청/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목록화된 제품으로

    국방규격 납품 제품

www.grou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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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한민국/방위사업청/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목록화된 제품으로

    국방규격 납품 제품

    - 방사청 전략물자사전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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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7년~2010년/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2017년 우수제품 심사중)

    - 우수 제품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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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7년~2010년/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2017년 우수제품 심사중)

    - 우수 제품 인증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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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년~2020년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품

    - 성능 인증서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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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6년부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본재공제조합 1억 원 가입 제품)

    2) 보험가입증명서:  2017.08.14.~ 2018.08.14.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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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6년부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본재공제조합 1억 원 가입 제품)

    3)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증권 2017.08.14.~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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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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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ca3G 제품은 낙뢰피해에 대한 품질보증이 제공

    1) 그라운드 품질보증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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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11. eca3G 제품은 낙뢰피해에 대한 품질보증이 제공

    1) 그라운드 품질보증서②



11. eca3G 제품은 낙뢰피해에 대한 품질보증이 제공

    1) 그라운드 품질보증서③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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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됨을 명심하여,

최상의 품질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공급합니다.

1. 생산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가. eca3G Series모델 제품(SPD 제외)의 품질보증 기간은 5~15년이다. *[표-1]참조

  나. PGS접지봉과 PGS촉매제의 품질보증 기간은 30년이다.

  다. 서지보호기(LS/LP모델, 통신/DATA/SIGNAL/VIDIO 용 SPD)의 품질보증 기간은 2년이다.

  라. 하자보증(하자이행증권)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통상은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2년이다. 

2. 생산제품의 품질보증 대상 및 하자 사항 

  가. 낙뢰/Surge에 의한 제품의 고장과 하자 발생에 한하며, 사용자 과실인 경우는 제외된다.

  나. ㈜그라운드에서 납품한 모든 기자재(부품 포함)의 결함 및 성능 미달인 경우.

  다. 낙뢰 및 Surge의 영향으로 ㈜그라운드에서 납품한 장비가 소손(고장 등)된 경우.

  라. ㈜그라운드에서 납품한 제품의 하자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

  마. 낙뢰의 발생에 대한 기준은 기상청의 뇌전발생 자료를 판정한다.

3. PGS 유지관리

　■ 유지관리 단가계약

  　▶ 신규 납품 계약 건: 납품설치 계약금액×15%, 계약금액 2천 만 원 이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 기존 납품계약 건 : 납품된 제품별 금액×수량, 도서와 해외, 특수지역은 교통비 별도 임.

　■ 유지관리 단가계약 시 낙뢰방호 및 제품 품질보증 100% 책임보증 내용

  　▶ 유지관리(품질보증) 계약 기간에 발생한 낙뢰피해는 ㈜그라운드에서 100% 책임배상 한다.

　  ▶ 유지관리 계약 및 제품품질보증 기간은 제품의 최대 내구연한(최장 15년) 기간까지로 한다.

  　▶ 유지관리 단가 계약은 1년을 기본 계약단위로 하고, 다년간 계약은 별도로 계산한다.

  　▶ 유지관리 단가 금액은 년간 물가·임금 상승에 따라서 매년 변경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 이며, 준공 후 3년 부터 유지관리계약을 적용한다.

　  ▶ 하자보증(낙뢰방호 100%책임보증) 연장계약은 PGS유지관리 계약으로 대체 한다.

　■ 유지관리 내역

　  1. ON-365(M2M)를 이용한 실시간 낙뢰방호통합관리서비스

　  2. 소손, 노후화된 eca3G의 모듈·부품의 교체 서비스.

　  3. 낙뢰·서지의 유입·감지시에 핸드폰·스마트폰 통보 서비스

　  4. 낙뢰방호설비(eca3G)의 관리정보(설치이력, 설치자, 감독자, 준공사진, 교체시기)를 인터넷, 스마트폰 제공 서비스

　  5. 정기적인 낙뢰서지 유입 상황 및 제품의 동작 기능 상태에 대한 보고 서비스 제공

12. eca3G 제품은 2년의 품질보증과 최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의 제품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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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S 유지관리 (기간:1년)

구 분      유지관리 단가 내역                        단 위   금 액 

신규 납품계약 기준

기존 납품제품 기준

납품/설치 계약금액의 15%

eca3G LM-Series

eca3G TM-Series

eca3G LP-Series

eca3G TNC-Series

ON-365 시스템/프로그램 

식

set

set

set

set

set

최소/300만원 

500,000 

400,000 

350,000 

500,000 

300,000 



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1) CE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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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2) CE인증용 시험성적서 - IEC·IECEE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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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3) SIRIM - TEST REPORT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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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4) SIRIM - TEST REPORT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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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5) KERI - TEST REPORT①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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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6) KERI - TEST REPORT②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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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7) EMI / EMC TEST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 45 -



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8) MIL-STD-810G: 2008 Method 514.6(Table 514.6C-V)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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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ca3G 제품은 SIRIM 성능인증, CE 성능인증, KERI시험성적, Q-MARK 인증

    9) 품질인증(Q-Mark)지정서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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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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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4. 

▶ ON-365 Monitoring System으로 낙뢰방호장치의

     성능·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Ⅱ. 낙뢰방호장치(eca3G)의 기술성·경제성·우수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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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시간 낙뢰방호 통합 관리 시스템 ON-365 SYSTEM

       - ON-365 (WCDMA) 장치의 위치추적 기능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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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원전압과 주파수

최대 방전전류

Imax와 전압보호 정격

무부하 소비전력

주요기능과 성능

고객과의 약속

유지관리 기능

지적재산권

적용

제품사진

규격

중량

크기

TNC 0.3

0.5KVA

18kg

143X196X290

TNC 1

1KVA

24kg

230X345X408

TNC 2

2KVA

30kg

250X345X408

TNC 3

3KVA

38kg

270X345X408

TNC 5

5KVA

50kg

320X345X408

240KA

AC 220V 단상 2선식

전원전압 220 ~ 250V, 전원주파수 50~60Hz

160KA~480KA / 0.9㎸

18W~70W

낙뢰와 서지(유도뢰)로부터 전자통신 IT장비 보호

2년의 품질보증과 최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M2M기반의 ON365시스템을 이용한 낙뢰방호장치(eca3G)의 성능/동작 상태를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실시간 상태감시/관리 확인기능 장착기능

미국특허·PCT·한국특허/조달청우수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2017~2020년)

등전위 및 공통접지시스템 구축, 낙뢰서지 유입 계수기 장착, 

다중뢰 대응, 24시간 연속 가동,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0억 원 가입

모델명

정격 부하용량

1. TNC Model
      - TNC 모델 규격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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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원계통에 직렬로 설치되는 TNC-D 모델

   1)TNC-D 모델은 전원계통(POWER)에 직렬로 설치를 한다. *TNC-D 설치시방서 참조

   2)TNC-D모델을 설치/연결하는 전선규격은 기존 설치된 전원공급장치의 전선규격동등 이상으로 한다. 

   2)전원계통에 병렬로 설치되는 TNC-P 모델

    1)TNC-P 모델은 전원계통(POWER)에 병렬로 설치를 한다. *TNC-P 설치시방서 참조

    2)TNC-P 모델을 설치/연결하는 전선규격은 기존 설치된 전원공급장치의 전선규격 동등 이상으로 한다. 

 3)전원계통에 직렬로 설치되는 TNC 모델

  1)TNC모델(TNC-KVA)은 전원계통(POWER)에 직렬로 설치를 한다. 그림-10 참조

  2)TNC모델(TNC-KVA)은 부하설비의 정격용량이 5KVA 미만에만 적용한다.

  3)TNC모델의 정격용량 산정은 해당설비의 사용부하용량의 2배로 산정한다. 

1. TNC Model
      - TNC 모델 설치 방법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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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NC-P Type 규격
      - TNC-P Type  모델 규격

모델명

정격 부하용량

전원전압과 주파수

최대방전전류(Imax)

무부하 소비전력

주요기능과 성능

고객과의 약속

유지관리 기능

지적재산권

적용

제품사진

규격

크기
(W×H×D/㎜)

중량(kg)

TNC-D1 TNC-P1

15 KVA

165×385×370 180×290×315 180×290×315

TNC-P3

10.5 Kg

200V~250V, 50~60Hz

480KA

5W

13.5 Kg

200V~250V, 50~60Hz

480KA

10W

11.5 Kg

200V~500V, 50~60Hz

960KA

5W

M2M기반의 ON365시스템을 이용한 낙뢰방호장치(eca3G)의 성능/동작 상태를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실시간 상태감시/관리 확인기능 장착기능

미국특허·PCT·한국특허

낙뢰와 서지(유도뢰)로부터 전자통신 IT장비 보호

제품 품질보증 10년, 내구연한 10년 보증, 낙뢰서지 피해 발생시 100% 배상책임 10년 보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0억 원 가입

접지가 안 되었거나 접지가 불분명한 전원, TT접지계통 전원, 

또는 TN접지를 할 수 없는 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설비에 대한 낙뢰방호



모델명

전력소모량

최대 서지방전전류(Imax)

TYPE 2 CLASSⅡ

전압보호 정격

시험 방법

동작가능 온도

주요기능

고객과의 약속

유지관리 기능

특허권 / 품질인증

특징

제품사진

규격

규격

크기

중량(kg)

LM-1P

160KA 320KA 480KA

LM-12-20-60M

1ø2w/220V/160KA

LM-13-20-60M

1ø3w/220V/320KA

LM-34-38-90M

3Φ4w/380V/480KA

LM-3P

150×360×450(W×H×D/㎜)

13.5~14.5 kg

5W 이하

65KA/20KA (CE 성능인증 시험)

2.5KV (CE 성능인증 시험)

EN-61643-11:2012 (CE 성능인증 시험)

-40℃ ~ +80℃

낙뢰와 서지(유도뢰)로부터 전자통신 IT장비 보호

2년의 품질보증과 최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M2M기반의 ON365시스템을 이용한 낙뢰방호장치(eca3G)의 성능/동작 상태를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실시간 상태감시/관리 확인기능 장착기능

미국특허·PCT·한국특허/조달청우수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2017~2020년)

등전위 및 공통접지시스템 구축, 낙뢰서지 유입 계수기 장착, 

다중뢰 대응, 24시간 연속 가동,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0억 원 가입

3. LM Model
      - LM 모델 규격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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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3G(LM-1P) 설치 및 GBT에 접지선 연결

eca3G(LM-3P) 설치 및 GBT에 접지선 연결

3. LM Model
      - LM 모델 설치 방법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www.ground.co.kr- 54 -



모델명

전력소모량

최대 서지방전전류(Imax)

TYPE 2 CLASSⅡ

전압보호 정격

시험 방법

동작가능 온도

주요기능

고객과의 약속

유지관리 기능

특허권 / 품질인증

특징

제품사진

규격

규격

크기

중량(kg)

TM-1P

160KA 320KA 480KA

TM-12-20-20M

1ø2w/220V/160KA

TM-13-20-20M

1ø3w/220V/320KA

TM-34-38-50M

3Φ4w/380V/480KA

TM-3P

482×132×460(W×H×D/㎜)

13.5~14.5 kg

5W 이하

20KV / 10KA

1.0KV ~ 2.5KV

IEC 61643-1 Class II, SIRIM/ KERI Test Report

-40℃ ~ +80℃

낙뢰와 서지(유도뢰)로부터 전자통신 IT장비 보호

2년의 품질보증과 최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M2M기반의 ON365시스템을 이용한 낙뢰방호장치(eca3G)의 성능/동작 상태를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실시간 상태감시/관리 확인기능 장착기능

미국특허·PCT·한국특허/조달청우수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2017~2020년)

등전위 및 공통접지시스템 구축, 낙뢰서지 유입 계수기 장착, 

다중뢰 대응, 24시간 연속 가동,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0억 원 가입

4. TM Model
      - TM 모델 규격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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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3G(TM-1P) 설치 및 GBT에 접지선 연결

eca3G(TM-1P) 설치 및 GBT에 접지선 연결 구성

4. TM Model
      - TM 모델 설치 방법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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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접지



모델명

전력소모량

최대 서지방전전류(Imax)

TYPE 2 CLASSⅡ

전압보호 정격

시험 방법

동작가능 온도

주요기능

고객과의 약속

유지관리 기능

특허권 / 품질인증

특징

제품사진

규격

규격

크기

중량(kg)

LP-1P

80KA 120KA 240KA

LP-12-20-20M

1ø2w/220V/80KA

LP-13-20-20M

1ø3w/220V/120KA

LP-34-38-40M

3Φ4w/380V/240KA

LP-3P

130×205×96(W×H×D/㎜)

1.5~2.0 kg

5W 이하

lmax 40KA / In 10KA

1.5KV

IEC 61643-1 Class II, SIRIM, KERI Test ReportV

-40℃ ~ +80℃

낙뢰와 서지(유도뢰)로부터 전자통신 IT장비 보호

2년의 품질보증과 최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M2M기반의 ON365시스템을 이용한 낙뢰방호장치(eca3G)의 성능/동작 상태를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실시간 상태감시/관리 확인기능 장착기능

미국특허·PCT·한국특허/조달청우수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2017~2020년)

등전위 및 공통접지시스템 구축, 낙뢰서지 유입 계수기 장착, 

다중뢰 대응, 24시간 연속 가동,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0억 원 가입

5. LP Model
      - LP 모델 규격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 57 -



eca3G(LP-3P) 설치 및 GBT에 접지선 연결

eca3G(LP-1P) 설치 및 GBT에 접지선 연결

5. LP Model
      - LP 모델 설치 방법

 Ⅲ. eca3G 모델별 규격과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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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Harapan Erat sdn bhd
Tel: +60-3-7734-7760
Fax: +60-3-7734-7755
E-mail: shah.bakan@gmail.com

Thailand
C.S. Integrated Solution Co., Ltd
Mobile: +66-81-755-1855
Fax: +66-2-618-6496
E-mail: chatchai.sornkrai@gmail.com

Taiwan
Eton Technology Ltd
Tel: +886-2-8991-3535
Fax: +886-2-8993-3505
E-mail: rain.deer@msa.hinet.net

India
Unex Power Point Pvt. Ltd
Tel: +91-981-0050116
Fax: +91-11-2621-3503
E-mail: sunil@unexindia.com

Indonesia
PT Pacific Aman Garda
Tel: +62 21 722 6039 
E-mail: leslie@pacificamangarda.com

Brazil
SKMtech
Tel: +55-21-99208-4982
E-mail: nicolau@skmtech.com.br

Turkey
RADSAN
Tel: +90-312-394-5356 
E-mail: cat@radsan.com.tr

Spain
TECHESIS 3000
Tel: +34-91-576-9807
E-mail: uben.rubiodelaoliva@gmail.com

│Head Office · Factory · R&D Institute│ (2768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50

│Seoul Customer Center│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TEL│ 02-572-0008  │FAX│ 02-572-3224

│Homepage│www.ground.co.kr  www.eca3g.com  │e-mail│113@ground.co.kr  

GROUND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