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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 지난 30 년간 ㈜동성화인텍은 환경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기업철학을
가지고 폴리우레탄 정밀화학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응용분야를 개발해 세계 유일의
초저온보냉재 일괄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20 여 년 전부터 LNG 선 PIPE
Insulation 시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크고 작은
조선, 해양 Insulation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풍부한 Insulation 시공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Insulation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목표 아래 2017 년 5 월 통영 공장에 트레이닝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Lloyd 선급 및 미국 ABS 선급으로부터 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증을 득하였습니다.

Homepage: http://www.dsfinetectc.co.kr

2. 교육과정 소개
- 본 교육 과정은, 조선/해양 Insulation 분야 검사관 및 상위 검사관들이 갖추어야 하는
Insulation 관련 전반적인 기술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고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써, 각 단계별
수준에 따른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 Level-Ⅰ: Lloyd’s 인증 과정으로써 조선/해양 Insulation 분야 검사관 및 상위 검사관들이
갖추어야 할 Insulation 분야 기본적인 소양을 함량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Level-Ⅱ: 조선/해양 Insulation 분야에서의 전문 Inspector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
(mother spec 교육 포함)

- Level-Ⅲ: 교육 과정은 Insulation 산업 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분

(논문 및 저서 포함)

교육 내용

자격증

발급처

On-off Shore
Lloyd 인증 과정으로
Level-Ⅰ

동성화인텍
Insulation

On-off Shore Insulation Advanced Course

(Lloyd 인증)
Advanced Course

Inspector 전문가 과정(3 일) + Mother Spec.
Level-Ⅱ

Inspector 자격증

동성화인텍

(CINI or NOSOK & BS) 심화 교육(2 일)
Insulation Specialist
Level-Ⅲ

열역학 및 재료 공학 수료, 논문 발표

동성화인텍
자격증

3. 출석 기준
A. 교육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 일 열려 있습니다. 풀 타임 교육에서 모든
훈련생의 시작 / 종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시각: 08:30
▶ 종료시간: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식시간: 50 분 교육에 10 분 휴식
B. 준수사항
▶ 교육시간 엄수. (지정 된 시간 내 교육장 입장)
▶ 시간 관리 규정 위반 시 시험 응시 및 certification 발급에 제한을 둔다.
(교육비 등 환불 불가)
▶ 대리 출석이나 대신 싸인 삼가 해주세요. (대리 출석자는 신청자와 같이 시험응시 및
certification 발급이 제한되며, 트레이닝 센터에서 특별 관리자로 지정하며, 이 또한
교육비 등은 환불 불가 합니다.)

▶ 트레이너의 교육에 집중 해 주시고 전화기는 진동으로 전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때때로 교육 센터 내 다른 워크숍 장소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생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교육 센터의 다른 영역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비상 대피 요령
A. 직원 지시를 통한 행동
화재 경보가 울리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모든 훈련생 지정된 출구 또는 가장 가깝고 안전한 출구로 건물을 떠났는지 확인.
▶ 대피지점으로 이동.
▶ 트레이너는 교육원을 대피지점으로 호송하고,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상 유무를 대피소를
관리 하는 소방관에게 보고합니다
B. 교육생/훈련생의 행동
화재 경보가 울리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트레이닝 센터에서 지정된 출구 또는 가장 가깝고 안전한 출구로 나가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 개인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비상 대피를 멈추면 안됩니다.
▶ 모든 소화 및 인명구조가 완료 될 때까지 대피 지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 누군가가 아직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상 대피 지점의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C. 통영 공장 비상 대피로

D. Training Center 내부 비상 대피로

5. 소화기 사용법
▶ 안전핀을 뽑을 때에는 한 손으로 소화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안전핀을 뽑는다.
▶ 노즐을 불이 난 곳으로 향할 때에는 반드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여 바람을 등지고 행동.
▶ 방사 시에는 좌우로 흔들거나 비로 쓸듯이 뿌리면서 방사한다.
▶ 분말이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 화상을 입었을 때

이물질
제거

냉각

세척

▶ 호흡이 없을 때

▶ 골절

01. 관절과 뼈 등이 밖에서 만져지더라도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02. 골절한 직후에는 냉 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03. 깨끗한 거즈나 천을 통해 지혈합니다.
04. 환자의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목 등을 이용하여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제 2 장 Insulation 의 개요

1. Insulation 의 목적
2. Insulation 의 종류
3. System 에 따른 보온의 종류와 목적
4. 온도에 따른 Insulation Type
5. Insulation 시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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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ulation 의 목적
1) 열의 손실을 줄이거나 열을 얻음으로써 에너지 보존
2) 인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외부 표면온도의 제어
3) 공정에서 배관, 장비 등의 온도 제어
4) 증기의 흐름과 배관, 장비 등의 표면응결을 막는다.
5) 공정 효율성을 높인다. (Heating/공조/Cooling/Piping/Steam/공정)
6) 화재나 대기에 의한 부식 등으로부터 장비/배관의 파손을 줄이거나 방지한다.
7) 대기 중에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

2. Insulation 의 종류
1) 배관 보온(Pipe insulation)
▶ Hot Pipe insulation
▶ Cold (LNG/LPG) Pipe insulation
▶ Personal Protection (사람 보호)
▶ Acoustic insulation (방음)
▶ PFP (Passive Fire Protection)
2) HVAC Insulation (공조기 보온)
▶ Living Quarter HVAC Systems
▶ Top side HVAC system

3) Structure Insulation (구조물 보온)
▶ Insulation pin & Cap Installation (보온 핀 및 캡 설치)
▶ Insulation materials (보온 자재)
▶ Heat & Fire bridge (쿼터백)
4) Vessel & Tank Insulation (압력용기 및 저장용기보온)
▶ Vessel Insulation (압력용기의 보온)
▶ Tank Insulation (저장 용기의 보온)
▶ Inside instrument Insulation (장비 내부 보온)
▶ LNG cargo tank Insulation (LNG 화물창 보온)
▶ LPG cargo tank Insulation (LPG 화물창 보온)
▶ On land LNG Storage (육상 LNG 기지)
5) Electric heat tracing cable (전기 열선)
6) Fire seal (파이어 씰)
7) ANSUL System (ANSUL 시스템)

3. System 에 따른 보온의 종류와 목적
A. Hot Insulation (열 손실 방지)
1) 보온은 열 손실이 발생해도 문제없는 곳 이외 운전온도가 60℃ 이상의 기기나 배관에
적용
B. Cold Insulation (Anti-Sweat Protection 결로 방지 보온)
1) 배관 내부에 흐르는 유체의 온도가 대기온도 이하로 운전되고 배관 표면에 응결이
예상되는 배관에 결로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C. PP (Personnel Protection)
1) 운전원 (선원, 구동 인원 등)들의 부주의로 접촉이 발생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운전
온도가 60℃ 이상인 기기와 배관에 적용
① 지면이나 바닥에서 2M 이내의 높이
② Platform 이나 통행로의 가장자리로부터 600mm 이내의 거리
D. Cryogenic insulation (Anti-Freezing Protection 동결 방지 보온)
1) 운전 온도가 5℃ 이하이고 동파방지를 필요로 하는 외부 배관에 동결방지를 위해 보온을
해야 한다. 동파에 대비한 보온은 연속 운전이 되지 않는 배관 중 SHUT-Down 또는
운전시에 동파의 위험이 있을 때 적용한다.
E. Heat Tracing Insulation
1) Oil 과 같이 유체의 점도 유지 및 옥외 배관의 동결 방지를 위해 Electric/Stream
Tracing 을 한다
F. Acoustic Insulation
1) 배관 및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한다.
G. 다음과 같은 배관 부품은 다른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보온하지 않는다.
1) 운전 온도가 60℃ 이하인 배관
2) Name Plate, Sight Glass, Level Gauge 등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품
3) Safety Valve 토출 배관

4) 지하매설 배관
5) 압출 공기 배관

참조 NORSOK Standard R-004 INSULATION CLASS
▶ Heat conservation Class 1
목적은 열 손실을 줄이고 공정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Cold medium conservation Class 2
목적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공정에 투입되는 열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 Personnel protection Class 3
-10 ° C 〉또는 70 ° C 〈 인 표면은 수직으로 2 m 이하의 거리, 보도와 정상 작업 구역에서
수평으로 0.8 m 떨어져있는 표면은 스크린으로 보호 되어야합니다.
단열재는 가드가 실용적이지 않은 곳과 150 ° C 〈의 온도를 지닌 파이프에 대해서만
사용해야합니다.
▶ Frost protection Class 4
단열 (단열, 응고 및 내부 응축 방지).
▶ Fire protection Class 5
열 이입을 줄이고 지정된 화재 시나리오에 노출 될 때 배관, 용기 및 장비의 온도가 지정된
임계 온도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재 시나리오 또는 임계 온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화재 방지 장치는 ISO 834 (모든 부품)에 따라 30 분 동안 지속되는 탄화수소
화재 상황에서 온도를 400°C 로 제한 해야 합니다. 선택된 방화는 관련 화재 시험을 토대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
▶ Class 6, 7 및 8 방음 등급은
배관 및 밸브의 소음 방출이 NORSOK S-002 에 명시 된 작업 환경에 대한 구역 소음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서화 된 삽입 손실을 기반으로 각 프로젝트는 해당 클래스를 선택하고 실제 주파수에서
필요한 삽입 손실을 다루기 위해 재료 또는 재료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NORSOK 표준의 다른 요구 사항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향 절연 등급의 정의는 ISO
15665 의 4 절에 주어진 것과 같다. 표준은 적용 할 파이프의 직경과 관련된 각 클래스의
최소 삽입 손실을 규정한다.
▶ Class 6
최소 삽입 손실은 ISO 15665 의 A 등급에 대한 정의에 따른다. 밸브 및 Flange 는 회사가
요구할 때 그리고 필요할 때 Insulation 되어야 한다.
▶ Class 7
최소 삽입 손실은 B 등급 인 ISO 15665 에 주어진 정의에 따른다. Insulation 되어야 할
Flange 와 Valve 는 필요할 때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Insulation 되어야 합니다.
▶ Class 8
최소 삽입 손실은 ISO 15665 의 C 등급에 대한 정의에 따른다. 밸브 및 Flang 는 Insulation
되어야 한다.
▶ External condensation and icing protection Class 9
장치의 작동 온도가 20 ° C 이하인 배관 및 장비의 외부 응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조 CLASS 별 INSULATION SYSTEM
Annex A
(Informative)
Key data for insulation systems
Insulation

Insulation
class

Class 1
Heat
conservation

Build-up

Cellular glass Mineral

Stainless steel/al or non-

wool at temp. higher

metallic weatherproofing

than 180 °C

membrane

Stainless steel/al or nonCellular glass

Cold service

metallic weatherproofing

protection

Either class 1 to class
9 or perforated sheet
metal guards

In accordance with class 1

perforated guards is used, it shall be designed

to class 9 as applicable

so that the jacket/guards temperature do not

Stainless steel/al
Cellular glass

or non-

metallic weatherproofing

Frost proofing

Vapor barrier

membrane

Cellular glass + AES or

Fire proofing

Perforated guards to be of stainless steel. If

exceed 70 °C Class

Class 4

Class 5

Vapor barrier

membrane

insulation

Personnel

Material

materials

Class 2

Class 3

Other Comments /
Jacket

mineral

wool,

Insulation
Stainless steel

protection

when necessary

materials

are

requirements,

dependent

on

and

be

shall

accepted in writing by client for each case

Insulation
Insulation class

Jacket

Material

Other Comments / Build-up

materials

Class 6
Acoustic
insulation

Cellular glass AES –

Stainless steel/al

or non-

30 mm to 40 mm cellular glass + 25 mm wool

or

metallic weatherproofing

+ metallic jacketing (or aluminium foil + non-

membrane

metallic jacketing)

mineral

wool

heavy synthetic sheet

Class 7

Cellular glass AES –

Stainless steel/al

or non-

30 mm to 40 mm cellular glass + 38 mm wool

Acoustic

or

metallic weatherproofing

+ heavy synthetic sheets + metallic jacketing

insulation

heavy synthetic sheet

membrane

(or aluminium foil + non-metallic jacketing)

Cellular glass AES –

Stainless steel/al

or non-

+ 2 x heavy synthetic sheets + 25 mm fibres

Acoustic

or

metallic weatherproofing

+ 2 x heavy synthetic sheets + metallic

insulation

heavy synthetic sheet

membrane

jacketing (or aluminium foil + non-metallic

mineral

wool

30 mm to 40 mm cellular glass + 38 mm wool,
Class 8

mineral

wool

jacketing)

Class 9

Stainless steel/Al or nonCellular glass

External
condensation

metallic weatherproofing

Vapor barrier

membrane

NOTE 1 Use of tape shall be subject to company approval.
NOTE 2 Jackets shall only be used in weather-protected areas.
NOTE 3 AES wool shall be used when acoustic insulation is combined with fire insulation.
NOTE 4 Insulation on systems with operating temperatures below 20 ℃ shall be provided
with vapor barrier.
NOTE 5 For acoustic insulation, key data in the table above to be used as guide on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