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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발포 단열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배관,덕트 냉난방겸용 및 기기류의 결로방지,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하며 탄성계 합성고무재질을 발포한 독립
기포구조(Closed Cell Structure)로 일반 생고무가 아닌 질기지 않은 검은색상의 부드러운 연질의 재료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표지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시공한다.

2. 보온재료와 보조재
2.1 보온재의 사양

2.1.1  한국산업규격(KS M 6962) 1 종 제품 및 ASTM C-534 Grade 1 제품에 해당되는 동등 이상의 규격제품     
2.1.2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단열재 등급분류 중 "가"급에 해당되는 열전도율 0.034W/(m.k) at 20℃ 이하

인 제품 또는 동등이상
2.1.3  KS M 3808 에 의거 투습계수 5.76 ng/(㎡.s.pa ) 이하인 제품
2.1.4  KS M ISO 4589-2 에 의거 산소지수 34% 이상인 제품
2.1.5  KS M ISO 5658-2 에 의거 소화 임계열류량(CFE) 20kW/㎡ 이상인 제품
2.1.6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 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
2.1.7  미국 UL.FM(Factory Mutual) 인증을 받은 제품

2.2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의 검사
고무발포보온재 자재는 상기 5개항을 만족하는 샘플을 제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외부의뢰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투습저항계수, 산소지수(난연성) 시험 결과 값이 우수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2.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외장재·보강재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단열재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한다.

2.3.1 보온통 및 보온판
상기 보온재의 검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3.2 접착제
흑색 접착제를 사용한다.

2.3.3 외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가 필요 없으며 배관별 식별을 위해 2M 간격으로 점착처리 되어진 50mm폭 해당 색상 띠로 각각 마감. 옥외 시공
시 변질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페인트를 두 번 칠한다.

3 보온시공
3.1 배관보온

3.1.1 사용온도
파이프 표면온도가 -200℃~125℃까지 사용가능한 제품

3.1.2 연관 작업
1) 접착제가 마감되어질 모든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며 오염된 상태에서의 시공을 금한다.
2) 용도별 배관 식별을 위하여 2m 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하여 준다.
3) 모든 배관 마감은 시공시 서로 수평일 경우 50mm, 근접 시설물에 대해 25mm의 공간을 둔다.

3.1.3 급배수, 급탕, 소화, 냉수, 냉각수, 냉온수의 피복 시공방법

3.1.4 EHP,GHP,에어컨 냉, 난방 겸용 시공방법

재    료 시    공    순    서
1. 튜브, 매트 1. 배관경 80A까지는 원통형 튜브형태로 그대로 끼우거나 접착테이프 또는 접착제를 사용, 

절개된 부위를 마감한다.
2. 850K 접착제 2. 배관경 100A 이상 대구경은 매트를 사용하여 점착테이프 또는 접착제 마감

(필요시 접착 부위에 난연 보강테이프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3. 색상띠 구분표시 3. 약 2m간격으로 색상별 표시 띠를 감아서 구분하여준다.

*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한 속비닐 등 추가 조치가 불필요 함

재    료 시    공    순    서
1. 튜브 1. 동 파이프에 그대로 끼워서 이음매는 접착제 마감
2. 850K 접착제 2. 발포 보강 테이프로 2m 간격으로 전선케이블을 묶어 마감완료
3. 접착부위 및 연결부위 

발포 보온테이프



3.2 밸브의 피복 시공방법

3.3 닥트의 피복 시공방법

3.4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KS M 6962 기준에 의한 1종 제품인 두께를 말하며 다른 기초소재 사용한 제품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중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보온두께는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가지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4. 보온두께
4.1 배관의 보온두께

NOTE  1) 공조 및 환기시설이 있는 일반적인 조건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2) 괄호 안은 공조 및 환기시설이 없는 조건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4.2 닥트의 보온두께

NOTE. 건축기계표준시방서상의 조건과 상이할 경우 환경에 맞는 두께를 별도 결정한다.

4.3 밸브, 냉동기, 탱크 펌프, 빙축열의 보온두께
고무발포단열재 매트를 이용 자체로 마감하며 기기의 종류와 크기, 환경에 맞는 두께를 별도 결정한다.

4.4 옥외 시공
4.4.1 옥외 시공 시 신축성 있는 페인트 또는 별도의 보호 조치 후 마감한다.
4.4.2 옥외 시공 시 보온,보냉,동파방지두께는 배관경,환경조건에 따라 별도 결정한다.

재    료 시    공    순    서
1. 단열재 매트 1. 밸브 형태에 따라 재단(도면 상세도 참조)
2. 850K 접착제 2. 재단되어진 다양한 매트로 각기 이음매를 접착제 이용하여 자체 마감.
3. 발포 단열테이프

재    료 시    공    순    서
1. 단열재 매트 1. 보온판을 한 번에 말아 감싸서 부착 마감, 또는 4면을 재단하여 부착마감

(표면에 접착제 처리된 롤 상태의 것) 
2. 닥트 후렌지용 테이프 마감 2. 후렌지 부분을 마감
3. 850K 접착제

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단열재
15A ~ 25A 13 (19)mm

급배수, 소화수(15℃) 32A ~ 80A 13 (25)mm
100A ~ 300A 19 (25)mm

350A 이상 19 (32)mm
15A ~ 40A 25mm

온수관, 급탕관 50A ~ 125A 32mm
150A 이상 40mm
15A ~ 25A 13 (25)mm 고무발포재

32A 13 (25)mm
냉수관 (10℃) 40A ~ 50A 13 (32)mm

65A ~ 100A 19 (32)mm
125A 이상 19 (40)mm
15A ~ 25A 19 (32)mm

냉수관 (5℃) 32A 25 (32)mm
40A ~ 100A 25 (40)mm
125A 이상 25 (50)mm

단열재 조   건 보 온 두 께
고무발포재 일반적인 조건 (상대습도 75%) 1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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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선박/미군부대
•울산광역시 제2청사
•주택공사 대구경북사옥
•주암 “충성사업 시설공사”
•인천 영종도 업무시설, 공항2차공사
•서천 제2 공무원 연수원
•청송교도소
•부산지하철 남부, 중부역사
•부산남구청
•동두천, 용산, 대구 미군부대
•감천항 도매시장 냉동공장
•포항 해병대 종합병원
•마산 315기념관
•ASEM 타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각종선박
•부산 APEC 기후센터
•당진, 화동, 영월, 보령 화력발전소
•인천시립도서관

•인천신공항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수원검찰청 안양지청
•창녕 서드에이지
•LG 석유화학 개보수 및 Bal l탱크
•YNCC 저온라인 증설
•롯데 대산유화 증설
•청량리역사
•송도 엑스포
•수원 출입국사무소
•고속철도 울산역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일산 국립암센터
•송도 국제업무지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청사
•북부지방검찰청
•도곡동 문화센터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여 백제역사단지

•강릉 실내아이스링크
•인천 주택공사사옥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양재 가정법원
•원주지방법원
•원주지방검찰청
•국회의사당 별관
•서울시 청사
•용산병영시설
•마산 정부지방 합동청사
•일산 킨텍스 2차
•부산 벡스코
•부천 역곡 이편한세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행복도시 정부청사 1- 2단계
•경찰공제조합
•기흥 역사
•신갈 기흥역사
•신분당선 역사    •부산 사상터미널

복합건물 및 아파트, 호텔
•송동 하버파크
•평창 알펜시아
•상암동 LG텔레콤 사옥
•서초 LG R&D센터
•동수원 KT사옥
•송도 테크노파크
•동남권 가,나,다 블록
•마포 재개발주상복합
•두산 제니스주상복합
•농심 R&D센터
•상암동 문화컨텐츠센터
•신도림 테크노마트
•무역센터 개보수
•건대 스타시티
•SK텔레콤 을지로사옥, 대전사옥
•잠실 롯데캐슬
•송도 엑스포호텔
•베스트웨스턴호텔
•신라호텔

•삼성전자, 삼성물산 서초사옥
•삼성동 무역센터
•워커힐 W호텔
•송도 포스코건설 빌딩
•송도 포스코R&D센터
•분당 NHN벤처타워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송도 대우프루지오 하버뷰
•LS 안성 L&D센터
•서초 가락타워
•용산 국제센터
•광화문 교보빌딩
•동국제강 사옥
•충남 부여리조트
•롯데월드 로툰다
•세계일보사옥
•송도 교보데이터센터
•동대문 디자인파크
•곤지암리조트
•상일동 삼성ENG사옥
•여수엑스포 국제관/한국관 등

•롯데 김포SKY
•기흥 세미콘파크3
•동대문 디자인파크
•판교 테크노벨리
•부산KNN 사옥
•판교 실리콘벨리
•판교 글로벌R&D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강남 수서 오피스빌딩
•강릉샌드화인리조트
•안양 GS스퀘어
•여수 디오션리조트
•속초 한화리조트
•포천칸리조트
•여의도 LG트윈타워
•남원교원스위트호텔
•설악콘도(대명리조트)
•상암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타
•KPX 빌딩



•신촌 연세대캠퍼스
•숙명여대 과학관
•한국해양 연구원
•부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원
•문래동 청소년수련관
•공주대 천안캠퍼스
•화성시 종합경기장
•광주 교육대학교
•명지대 종합학술관
•현대 인재개발원
•동백지구 삼성기술연구원
•판교 파스퇴르 연구소
•안성 동아방송기술대학교
•경원대 비전타워
•제주 영어마을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성대 글로벌 교육캠퍼스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신촌 현대 영프라자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LG백화점 부천점, 구리점
•압구정 갤러리아
•동대문 오레오 쇼핑몰
•애경백화점 수원역사
•LG마트 다수
•까르푸 다수
•홈플러스 다수
•이마트 다수
•홈에버 다수
•롯데마트 다수
•송도 인천대학교
•오송 생명과학단지
•송도 연세대학교
•북인천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대 증축 및 우송관
•고흥 청소년 우주센터
•인천 숭의운동장

교육시설/유통시설
•연세대 모의법벙
•문막 오크밸리(한솔미술관)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동서울대 국제교류센터
•상명대 천안캠퍼스
•한국의료공과대학교
•이대 ECC관
•연세대학교 개교120주년 기념관
•숭실대학교
•안산예술대학교
•한남동 외국인학교
•건국대학교 예술문화회관
•충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청주대학교 기숙사
•동아대학교
•부천만화영상 산업단지

•서울 아산병원
•LG전자 창원공장
•장성물류센터
•보라매병원 증축
•서흥캅셀 오송공장
•파주 디스플레이 P9
•LG화학 대산공장
•삼성반도체 16라인
•기흥 세미콘파크
•충북음성 일양약품
•대전 아모레M/C
•울산 대학병원 암센타
•한림대 의료원
•송도 에디슨 제약회사
•일산 동국대병원
•서울 현대아산병원

•천안 롯데제과공장
•건국대학교 병원
•롯데 삼강 천안공장
•서울대병원 어린이동
•베트남 애니콜공장
•아산 금호석유화학
•송도 자원화센터
•송도 생물 자원화센터
•연세대 의료원 장례식장
•KCC 대죽공장
•평창 알펜시아
•송도 베르나 바이오텍
•롯데제과 양평동 업무시설
•칠곡 경북대학교 암센터
•롯데 광명 물류센터
•동양제철 중앙연구소
•양천 메디컬센터
•충북 제천 보람제약 공장
•김해시 장유건강지원센터
•롯데제과 대전공장
•목포항- 제주도 조원공사

병원/제약회사/식품회사 
•부산 해운대 백병원
•춘천 한화제약
•남양주 한양병원
•경동제약 중앙연구소
•김천의료원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노원구 을지병원
•하림치킨 상주공장
•3M 한국 신개발센터
•강남 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 암센터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오창 녹십자공장
•증평 유영제약
•증평 롯데브랑제리 제빵공장
•유한양행 기술연구소
•삼성 암센터
•부산 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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