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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라 발열량이 변하는 자기제어히터로

원적외선/음이온 방출하는 똑똑한 난방시스템 !

기존의 히팅케이블과 달리 금속발열선이 아니라 카본이 함유된 플라스틱 반도체

(semi-conductor)에 의해 발열하는 제품으로,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PTC특성 :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주위온도의 변화에 따라 발열량이 자동적으로

증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PTC히팅케이블은 PTC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자기제어형(Self-Regulating)히터: 실내가 추우면 많이 발열하고 실내가 따뜻하면

적게 발열하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을 최소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열체에 함유된 카본입자는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난방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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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단면도

PRODUCT USING  TEMP. MAX   TEP. TORATING

FSR40 - 2 85℃ 100℃ T5

1. TINNED  DLATAED  COPPER  BUS WIRE  [도체]

2. SEMI – CONDUCTIVE HEATING MATRIX  [발열체]

3. FIRST  ADHESIXE INNER JACKET  [내부절연체]

4. SECCOND  POLYOLEFIN JACKET  [1차절연외피]

① ② ③ ④

PTC히팅케이블은 바닥난방및 동파방지, 눈녹임등 사용목적에 따라 케이블시공이 가능하며,

무한병열 방식으로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으며, 열퍼일공법으로 수명이 반영구적인 제품이며,

난방배관 보온력 및 열유지가 탁월하고, 시공시 간편하게 설치할수 있어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과 원적외선 방출 및 음이온이 발생되어 친환경 난방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열퍼일 공법이란 ?   케이블선을 장시간 사용시 발열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처리하는 공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플라스틱 반도체가 쉽게 부서져 발열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열이
아예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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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특징(Self-Requlating Heating Cable)

Clean 유해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니크롬선 같은 금속발열체에 의해 발열하는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반도체에서 발열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Well - bing 원적외선 음이온이 발생합니다.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되어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원적외선 방사율: 90.7%)

다량의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해 방 안 전체가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Save Electricity 에너지 절전 효과가 뛰어납니다.

PTC기능을 지니고 있어 Heat-up속도가 타제품에 비해 2배이상 빠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난방 조건에서 소비전력이 40%이상 절감됩니다.
(※PTC : 주위 온도의 변화에 따라 발열량이 자동으로 증감하는 일종의 자연현상 )

Safety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절연외피가 이중구조로 되어있어 외부에서 가해지는 열충격(heat shock)이나 물리적 충격에도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Simple 시공이 간편하다.

0.5평부터 ~ 4평까지 평수가 다양하여 평수에 맞게 선택하시면 시공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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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특성/ 자기제어(Self-Requlating)특성

PTC 히팅케이블 바닥난방시공시 특징
분 류 PTC히팅케이블 직렬 난방 필름난방 니크롬선

발열체 도전성 카본 니크롬선 카본 니크롬선

전자파 무 전자파 다량발생 소량발생 다량발생

열전달방식 복사열 복사열 복사열 복사열

자기제어기능 PTC기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수명(내구성) 반 영구적 반 영구적 반 영구적 단기수명

축열 방식 있음 있음 없음 없음

하자원인 없음 내열로인한 단선및화재 습기에 의한누전 습기에의한부식및누전

저항(Ω)

온도(℃)

발열량(watt)

온도(℃)

주위온도
(Ambient temp)

Hot temp Warm temp Cold temp

발열량
(Power output)

Low Medium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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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시공 단면도

마감재(목재/대리석등)

몰타르(30mm)

와이어메쉬

기초콘크리트
(바닥면)

PTC히팅케이블단열재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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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시공방법

1. 단열을 위해 기초 콘크리트
를 한다.

2.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위에 와이어매쉬를 설치한다.

3. 바닥평수에 맞는 히팅케이블을
시공할수 있게 준비한다.

4. 히팅케이블 간격을 20~25cm

되도록 하여 설치한다
(케이블타이로 와이어매쉬와
히팅케이블을 고정시킨다.)

5.  PTC히팅케이블과 조절기를
연결시킨후 전기테스트를 한다.

6.  몰탈이 갈라지지 않게
PTC히팅케이블 위에 망을 깐다

7. 몰탈(미장)을 3cm~5cm한다. 8. 콘크리트가 잘 양생이 된 뒤
최종 전기테스트를 한다.

※ 온도센서는 PTC히팅케이블에서 3cm 떨어진 곳에 부착합니다.(몰탈하기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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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사양

발열량 설치간격 최대연속 사용온도 최대사용길이 인가전압 발열선굵기

40,50W/M 20~25cm 100℃ 70 meters 220VAC 넓이 11.6mm

높이 4.5mm

PTC 히팅케이블 규격

면적 PTC히팅케이블 길이 정격전압 기동전력 상시전력

1.65㎡ 8m 220V 360W 220W

3.3㎡ 12m 220V 540W 330W

6.6㎡ 24m 220V 1,080W 660W

9.9㎡ 36m 220V 1,617W 990W

13.2㎡ 48m 220V 2,160W 1,3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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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발열량 및 온도상승측정 비교표

바닥온도 (℃) (PTC 히팅케이블 외피온도)

1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70분

온도 5℃ 8℃ 11℃ 15℃ 19℃ 22℃ 25℃ 28℃

열량 2600W 2200W 1760W 1540W 1474W 1433W 1386W 1386W

전류 11.8A 10A 8A 7A 6.7A 6.5A 6.3A 6.3A

※ 실내온도 : 5℃
※ 실내장소규격(M) 

:  3.0 x 6.0 x 2.5

※ 사용전력 : 220V/11.8A

※ 측정조건(케이블길이) : 5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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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설치장소

호텔.모텔.콘도 펜션.방갈로.휴양지 학교.관공서.유치원 교회.성당.기도원 절(사찰).종교단체

병원.산후조리원.요양원 고시원.기숙사.숙직실 찜질방.사우나.휴게실 빌딩.오피스텔.사무실 식당.음식점.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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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히팅케이블 적용사례

PTC바닥난방 PTC지붕눈녹임 PTC눈녹임

PTC 히팅케이블 생산진행순서

1. 콤바운드
2. 발열체압출
3. 1차피복작업
4. 열처리
5. 조사가교
6. 2차피복작업
7. 편조작업
8. 3차압출
9. 검수 및 포장

PTC  히팅케이블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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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TC히팅케이블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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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ISO 14001



5.  PTC히팅케이블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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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TC히팅케이블 시공순서도

1. PTC 히팅케이블은 단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바닥은 압축 스티로폼 50mm를 바닥에 깔고
그위에 은박단열이나 열반사 단열재를 꼭 깔아줍
니다.

신축공사시는 기포콘크리트를 한 다음 그위에
은박단열재나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하시면
됩니다.기존바닥(압축스티로폼)신축공사(기포콘크리트)

2. 단열층 공사 (은박단열 or 열반사 단열재) 
가 된위에 와이어메쉬 #8번을 깔고 결책선
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열반사단열재 시공 와이어메쉬 시공

① ①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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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평수에 맞는 PTC 히팅케이블 수량과 전기
(Kw),조절기수량,위치를 산정합니다.
조절기는 자기 전기용량에 맞게 수량을 잡고
PTC히팅케이블은 자기평수 보다 될수 있으면
1평정도 더 많이 잡아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PTC히팅케이블을 와이어메쉬에 20cm~25cm 간
격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시 케이블타이
로 꼭 고정시켜주시고 ,기본간격은 23cm로 책정
되어 있으며, 추운지역은 20cm간격으로 따뜻한지
역은 기본간격으로 시공하시면 됩니다.

20cm간격시 6평단위로 1평식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5.  시공한 PTC히팅케이블의 끝전선을 조절기의
OUT단자에 연결시키고 온도센서는 PTC히팅케이블
3cm 옆에 고정하세요.
전기 테스트를 위해 전기를 IN 하시고 열이 잘 발열
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6.  몰탈(미장)치기전에 몰탈망(드라이비트망 or 사각망)
을 깔고 망을 고정시켜 줍니다.

4.  PTC히팅케이블 시공순서도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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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TC히팅케이블 시공순서도

7.   몰탈(미장)은 3cm ~ 5cm가 가장 적합하며, 
몰탈시 PTC히팅케이블에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감독을 해야 합니다.

8. 몰탈이 잘 양생된 뒤에 다시 한번 전기테스트를
하여 최종 점검을 합니다.

9. 제품의 사용설명과 주의할점을 고객에게 숙지 시켜 줍니다.

10. 제품시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므로 시방서
내용을 최대한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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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300S 디지털 4K

(최대 4Kw 사용가능)

무소음1난방 디지털
(최대 2.6Kw 사용가능)

무소음2난방디지털
(최대 2.6Kw 사용가능)

4.  디지털 온도조절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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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도조절기 배선설치

뒷케이스를 분리합니다.4K디지털조절기

뒷케이스를 벽에 고정
피스고정위치(1번/2번)

I N     : 콘센트 연결부분
OUT  :  필름난방 연결부분
SENSOR : 온도센서 연결부분

온도센서선

온도센서 부착방법
온도센서는 PTC히팅케이블
에서 3cm 떨어진 곳에 부착
시킵니다.(몰탈하기전 부착)

온도센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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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TC히팅케이블 납품및 시공실적

지 역 현 장 명 적 용

횡성 온누리선교교회 PTC히팅케이블시공

금강설비 일산 찜질방 PTC히팅케이블 납품

포천 포천 삼정초등학교 PTC히팅케이블시공

횡성 횡성 돔하우스 PTC히팅케이블시공

양주 양주펜션 PTC히팅케이블시공

평창 평창호텔 PTC히팅케이블시공

삼성건업 용미리기숙사 PTC히팅케이블시공

용미리 용미리 공장 PTC히팅케이블시공

포스코건설 대구 포스코 PTC히팅케이블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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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TC히팅케이블 납품및 시공실적

지 역 현 장 명 적 용

성원건설㈜ 성원아파트 PTC히팅케이블시공

신성건설 마을회관 PTC히팅케이블 납품

순복음교회 평택 순복음교회 PTC히팅케이블시공

㈜귀뚜라미 강서구현장 PTC히팅케이블납품

대림산업㈜ 화곡동 대림아파트 PTC히팅케이블시공

서울대한냉열 전농동 PTC히팅케이블납품

현대전기 파주현대 PTC히팅케이블납품

파주 파주기숙사 PTC히팅케이블시공

대전 헬슨테크 PTC히팅케이블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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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TC카본히팅케이블 관리지침서

Q. 조절기를 틀어도 방이 따뜻하질 않아요.

원인 - 1. 조절기 출력이 안될 때
2. 전선의 단락
3. 열선의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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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TC히팅케이블 관리지침서

1) 조절기의 OUT 전압 측정
조절기의 경우, 릴레이 방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했을 경우 릴레이가
떨어지고 온도편차3℃에 붙는 방식. 

이때, 조절기에 전원을 넣고 현재온도가 20도라면 설정온도를 더 높게 하여 조절기

출력에 불이 들어오도록 한다.

그후 조절기의 OUT 라인에 전압을 측정 한다.(전압=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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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출력이 220v기준으로 들어와야 하며,  출력이 나오지 않는 제품은 조절기 교환
반대로, 조절기 상태창에 출력을 OFF해놓은 상태에서 OUT 라인 전압을 측정하면 읽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조절기 상태창에 출력이 OFF 된 상태에서 OUT에 전압이 측정된다면, 

제품 손상이 예상되니 차단기를 내리고 조절기를 교체 하도록 한다.

2) 전선의 저항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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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체크는 발열하는 에너지(w)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위의 전기공식
W=V²(전압)/R(제품의 저항)이므로 저항치에 따라 소비전력이 달라 진다.

ex) 저항치가 52Ω이 나올 경우, 소비전력은 V²(220*220=48400) / R(52Ω) = 930W

PTC카본히팅케이블 의 저항이 읽히지 않는다면,  PTC카본히팅케이블 의 단락을
테스트 한다.

이때는 바닥에 매설된 PTC카본히팅케이블 부분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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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선의 저항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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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카본히팅케이블 저항 테스트에서도 읽히지 않는 저항은 열선의 단락으로 판단하여 단락부위를 찾아
재 결선한다.  (바닥 일부 훼손 후 재 미장)

PTC카본히팅케이블의 저항이 읽힌다면 다음장과 같이 PTC카본히팅케이블 작업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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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절기를 꺼도 방이 계속 뜨거워요
원인 - 조절기 릴레이의 문제(조절기 교체 요망)

그럼 어떠한 원인으로 난방이 안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절기의 OUT 전압 측정
조절기의 경우, 릴레이 방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했을 경우 릴레이가
떨어지고 온도편차3℃에 붙는 방식. 

이때, 조절기에 전원을 넣고 현재온도가 20도라면 설정온도를 더 높게 하여 조절기
출력에 불이 들어오도록 한다.

조절기 상태창에 출력이 OFF 된 상태에서
OUT에 전압이 측정된다면, 제품 손상이
예상되니 차단기를 내리고 조절기를
교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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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이 너무 늦게 올라와요.

원인 - 1. 사용방법의 차이
2. 단열층의 기준치 미달(몰탈두께)

3. 난방면적 대비 발열에너지의 부족
그럼 어떠한 원인으로 난방이 안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용방법의 차이
PTC카본히팅케이블 시스템은 최저 발열량으로 난방을 하는 현대판 온돌 방식입니다.

그에 따라, 가동과 동시에 발열은 할 수 없으며 최저 가동시간이 필요합니다.(약 3시간)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한번 가동 시킨 제품을 식히지 않고 사용 하는 방법입니다.

보일러를 사용 하실 때도 외출을 하게되면 외출버튼을 눌러 최저 가동을 시키는 원리처럼
히팅케이블 시스템도 외출을 하실때면 조절기를 off하는게 아니라 최저온도(약 20도)로 설정을 해놓고
귀가 시에는 설정온도를 높혀 줍니다(약 40도).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PTC카본히팅케이블 제품은 필름난방이나 금속케이블에 비해
40%전기를 절감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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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층의 기준치 미달(몰탈두께)
㈜코리아파워필름 PTC카본히팅케이블은 40w/m 소비전력으로 발열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는 한 평(3.3m²) 당 480w 를 발열하는 제품입니다. 이는 기름보일러 대비최저 에너지로 난방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같은 에너지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단열층 및 몰탈 , PTC카본히팅케이블의
간격에 기준치로 이룰 수 있습니다. 

기준치 - 단열층(기포콘크리트 5cm 이상)

몰탈층(3cm~3.5cm 이내)

배선간격(20cm~25cm)

3) 난방면적 대비 발열에너지의 부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TC카본히팅케이블 시스템은 한 평(3.3m²) 당 480w 발열하는 제품입니다. 

이는 최저치이며 제품 간격이 넓고 한 평(3.3m²) 당 발열량이 적어지면 난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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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요
원인 - 1. 합선으로 인한 차단기 감지

2. 누전으로 인한 차단기 감지
3. 과부화로 인한 차단기 감지

그럼 어떠한 원인으로 난방이 안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합선으로 인한 차단기 감지
합선의 경우에는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며, 다시 금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본원리인 +극와 -극이 합선이 된 경우를 말하는데, 합선의 경우는 차단기가 감지하는 즉시
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상으로 차단기가 조절기를 키면 바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같은 경우, 전기업자와 동행하여 합선 부위를 찾아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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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전으로 인한 차단기 감지
누전의 경우에는 차단기가 누수 되는 전기가 있을 때 떨어집니다.

현상으로는 누수가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차단기는 빠르게는 1분 늦게는 몇 시간 후까지 가동하다
떨어집니다. 누전확인방법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mΩ 테스트로 인해 누전을 확인하며, 누전으로 인한 차단기 떨어지는 경우에는 위의
사진처럼 인슈트를 분해하여, 열선에서의 누전을 테스트 한다(열선 손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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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부화로 인한 차단기 감지
과부화로 인한 차단기 감지 시에는 제품의 저항을 체크하여 W=V²/R에 대입한다. 

ex) 저항치가 43Ω이 나올 경우, 소비전력은 V²(220*220=48400) / R(43Ω) = 1125W

1.12Kw는 저항테스트 한 제품의 소비전력이며,.

떨어지는 차단기가 20A인지 30A인지 확인하고, W=I*V로 계산해서 최대 전력수용양을 확인한다. 

ex) 20A의 경우 W=20(A)*220(V)에 대입하면 W=4,400 이다. 고로, 4,400W가 넘을 시에는
과부화로 인한 차단기가 감지하게 된다.

참조 = 일반 콘센트 전력수용양은 15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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