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DE 색상 코드에 따른 전화 케이블 코어 ID 코드

DIN VDE 0815에 따른 J-Y(ST)Y…

LG의 색상 코드
레이어의 각 첫 번째 페어의 a-코어 색상은 빨간색이고(카운팅 
페어) 다른 모든 페어의 경우 a-코어는 흰색입니다.
b-코어의 색상은 파란색, 노란색, 녹색, 갈색, 검정색이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페어는 외부 레이어에서 시작하여 모든 레이어에 걸쳐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해서 번호가 매겨집니다. 카운팅은 카운팅
부품에서 시작됩니다(빨간색 a-코어가 있는 페어).
예: J-Y( T)Y 10 x 2 x 0.8 LG
외부 레이어 8 페어: rd-bu, wh-ye, wh-gn, wh-bn, wh-bk, wh-bu,  
                             wh-ye, wh-gn
내부 레이어 2  페어: rd-bn, wh-bk

예외:
트윈 페어 설치 케이블은 스타 쿼드 형태로 꼬여 있습니다.
측면 1:  a-코어: 빨간색
  b-코어: 검정색
측면 2 :  a-코어: 흰색
  b-코어: 노란색

DIN VDE 0816에 따른 A-2 Y(L)2 Y…
ST III BD 및 A-2 YF(L)2 Y… ST III BD의 색상
코드 및 DIN VDE 0815에 따른 J-H(ST)H …
BD 및 J-2 Y(ST)Y… ST III BD의 색상 코드
코어는 검정색 링으로 마킹됩니다. 하나의 스타 쿼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면
a-코어 without ring    
b-코어 

2 면 
a-코어 
b-코어 

각 번들에 대한 스타 쿼드의 코어는 각 번들에서 동일한 순
서로 반복되는 절연 외피의 기본 색상으로 식별합니다.
쿼드 1 기본 색상 빨간색
쿼드 2  기본 색상 녹색
쿼드 3 기본 색상 회색
쿼드 4 기본 색상 노란색
쿼드 5 기본 색상 흰색

Bundle Ring colour Ring group Bundle helix

1 pink -

2 pink -

3 pink -

4 pink -

5 orange -

6 orange -

7 orange -

8 orange -

9 violet -

10 violet -

11 violet -

12 violet -

13 pink blue

14 pink blue

15 pink blue

16 pink blue

17 orange red

18 orange red

19 orange red

20 orange red

Colour of the 
b-core Number of pair

blue 1 6 11 16 21 26 31 36 41 46

yellow 2 7 12 17 22 27 32 37 42 47

green 3 8 13 18 23 28 33 38 43 48

brown 4 9 14 19 24 29 34 39 44 49

black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blue 51 56 61 66 71 76 81 86 91 96

yellow 52 57 62 67 72 77 82 87 92 97

green 53 58 63 68 73 78 83 88 93 98

brown 54 59 64 69 74 79 84 89 94 99

black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5개의 스타 쿼드(10 페어)가 하나의 기본 번들로 감겨 있습니다. 
카운팅할 번들은 빨간색 나선형으로 마킹됩니다. 다른 번들은 
흰색 나선형으로 마킹됩니다.

DIN VDE 0815에 따른 JE-y(ST)y…
BD 및 JE-LiyCy… BD의 색상 코드
각 번들에 대한 페어 코어는 각 번들에서 동일한 순서로 반복되는 
절연 외피의 기본 색상으로 식별합니다.
페어의 기본 색상:
페어            1          2          3          4
a-코어       청색     회색     녹색     백색
b-코어       적색     황색     갈색     흑색
예외:
트윈 페어 설치 케이블은 스타 쿼드 형태로 꼬여 있습니다.
측면 1:    a-코어: 파란색
              b-코어: 빨간색
측면 2 :    a-코어: 회색
              b-코어: 노란색

4 페어가 하나의 번들로 감겨 있습니다. 번들은 코어 절연 외피
의 링 색상과 색상 지정된 그룹 링의 배열로 식별됩니다. 링 그
룹은 약 60 mm 간격으로 위치합니다.

12 개 이상의 번들 케이블에서 13번째 번들과 이후의 모든 번들
은 나선형으로 색상이 지정됩니다. 번들 카운팅 시에는 맨 안쪽
레이어부터 카운팅합니다.

선택표  T10
VDE 색상 코드에 따른 전화 케이블 코어 ID 코드

T10_Core ID code as per VDE colour code for telephone c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