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클래스

2강. 정말 중요한 전기, 급배수는 이렇게 체크하세요



2강 목차

전기 용량 및 배분

급배수 배치 및 구조



전기 용량 및 배분

매장 계약 전 확인사항

매장 계약 후 고려사항

 매장 내 기물들의 전기 배분 및 증설 여부 판단

 단상/삼상, 접지 점검

 일반적으로 커피머신, 온수기 등 전열기구의 전기 사용량이 높아 단독 라인이 필요

 콘센트는 바 밑에도, 바 위에도 모두 필요

 전기 설비 전 반드시 사용할 기물을 기획



전기 용량 및 배분 삼상 or 단상
: 배전함가장위쪽보기

삼상
4선식

단상

숫자(N) × 200(단상) or 300(삼상)
= N,000w / Nkw(약식)

단상

삼상

삼상 3선식

단상



전기 용량 및 배분

머신

삼상단상

매장

단상

단상

삼상

삼상

삼상

단상 문제없음

문제없음

문제있음

문제없음



전기 용량 및 배분

접지



요약 및 TIP

배전함을 열어 직접 확인하기

승압 필요 시 매장 임대주와 상의하라

접지에 문제가 없는지 임대주 및 인테리어 업체에 언급하고

확인하라



요약 및 TIP

전열기구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개별로 차단기를

연결하라

콘센트는 벽면 쪽에 바 위와 아래로, 가능한 많이 만들어라

배전함에 반드시 위치나 사용용도를 명명하거나,

배선도를 요청하라



급배수 배치 및 구조

매장 급배수 위치 확인

매장 급배수 확인사항

 예상 인테리어에서 급배수 위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수도 상시 압력 및 매장 공급 구조 확인

 커피머신과 제빙기는 반드시 배수 필요

 배수 그리스트랩 설치 기준 확인

 정화조 위치 및 청소 여부 확인

 동파 위험성 판단



급배수 배치 및 구조



급배수 배치 및 구조



급배수 배치 및 구조



요약 및 TIP

매장 계약 전 현장 방문 시 수도, 배관 위치 및 개수, 

정화조를 확인하라

수압, 수량 확인 후 계약서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하라

매장 설비 전 그리스트랩 사용 유무를 관련청에 문의,

확인하라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으면 청소할 때마다 힘들다

 신축건물 매장은 설비에서 문제가 적다



요약 및 TIP

매장 설비 기획 시 반드시 정수 필터 위치를 선정하라

매장 설비 기획 시 커피머신 하단에 배수가 있는지 확인하라

매장 설비 기획 시 제빙기 뒤 높이 20cm 이하에 배수

 정수 필터는 일정 기간마다 교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