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eld Protection- Anywhere on Earth

극한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장비를 보호하는 최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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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50년 역사
전직 Petroleum Refinery 임원이었던 Dr. Ing Joachim Hess가 현장에서 사용되던 금속
인클로저의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인터텍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인터텍은
인클로저를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터(GRP, glass reinforced polyester)로 제작하였으
며, 복합소재층을 추가하여 단열 및 기타 보호 성능을 강화하였습니다.

Dr. Hess의 아이디어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초기에 제작한 인클로저는 5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의 아들인 Mr. Martin Hass에 의해
경영되고 있습니다. Mr. Martin Hess는 메이저 EPC사에서 공정, 계장 및 분석 엔지니어
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독일,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 소재한 두 개의 제작 공장과
두 개의 시스템 통합센터를 주축으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및 영업 조직을 관리하고 있
습니다.

설립이래로, 인터텍은 백만 개 이상의 인클로저를 납품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Turnkey로
제작됨으로써 디자인을 비롯하여 어셈블리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완료하여 현장에서 바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펭귄은 인터텍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를 상징하는 로고
입니다.: 인터텍의 인클로저 기
술은 고객의 계기장비를 열악
한 조건에서도 보호합니다.

공장 자동화에 의한 계기장비
의 고장및 공정 정지시간등의
리스크는 계속 증가하고있으
며 이는주변환경이 악화될수
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독일과 캐나다에 제
작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
템 통합센터는 미국 및 러시아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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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장비
인클로저, 정확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터텍은 공장자동제어 및 계장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부식을 피하
고 열적 성능을 최적화가 가능한 우수한 구조재료를 인클로저 적용하자
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구매 및 설치비가 차지하
는 비용은 제어 및 계장 네트워크 운영하는 총 비용에서 단지 일부에 불과
하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지역(Hazardous Area)에서
는 총 운영비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에 불과합니다.

인터텍은 인클로저, 케비넷, 쉘터 등의 기본 제품과 함께 필요한 모든 히
팅, 쿨링 및 기타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토탈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수십
년 이상의 현장 경험으로, 인터텍은 많은 기술 및 특허를 개발하였으며 하
우징의 성능 및 내구성을 최적화 하였습니다. 각 현장에 대해 최적의 솔루
션을 제공하는 것은 인터텍이 현장을 위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최상의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인터텍 Turnkey 솔루션은 설치 제품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됩니다. 우리
가 고객에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적으로 제품이 작동되는 것
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그 신뢰성과 확실성은 세계 유수의 많
은 에너지, 오일 및 가스 운영사와 엔지니어링사로 하여금 인터텍을 신뢰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인터텍의 인클로저는 전형적인 산업 및 제조업
환경에서부터 극지 및 사막 지역, 그리고 열악하고 부식적인 환경을 가지
는 해양설비까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합GRP는
놀라운 보호능력을
제공합니다.

• 유입 방지 (IP68)
• 화재안전 (120분)
• 고도의 단열성능(극지 기

후)
• 내열성(160℃)
• 방폭(Ex e, Ex p, CSA/

NEMA 4X)
• 바람, 폭풍, 지진에 대한 내

성
• 정전기 방지
• 내식성
• 자외선 내성
• 누설 저항
• 무선통신 친화성, EMC 차

폐
• 취약성

설비 수요자가 투자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경
목적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보호
하는 것입니다. 이는 총 운영비
용이 초기구매비용보다 더 절감
시기키 때문입니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계장
설비는 자동공정, 플랜트, 유틸
리티, 그리고 운송 시스템의 운
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텍
의 복합재료-GRP, 기술, 그리
고 전문적인 설계능력은 가혹
한 운전 조건에서도 장시간의
고장 없는 사용 수명을 보장합
니다.



44

다른 재질보다 우수한 GRP

INTERTEC GRP 공정 프로세스

50년 이상, GRP(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터)는 현장기반 계장품 및 장비의 인클로
저를 구축하는데 매우 우수한 구조용 재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금속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이 분야에 경쟁상대였습니다. 인터텍의 GRP는 장섬유
유리실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와 같이 강하게 만들고, 75% 가볍습니다.더구나,
GRP는 부식에 강하며, 실질적으로 부식되거나 품질 저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밀폐
성 및 신축성이 좋습니다. 최초 형상에서 이런 성질은 30년 이상의 무보수 수명을
보장하고, 고장이 없는 옥외용 인클로져을 만드는 탁월한 재료임을 의미합니다.

인터텍은 최고의 특별 그레이드 GRP와 복합층을 사용하여 보다 뛰어난 보호능력
를 만들어 내기 위해 GRP의 기본적인 보호장점을 확장하여 다양한 프로세스를 개
발하였습니다. 통상적인 형태는 일체화된 단열 성능으로 가열 및 냉각효율, 정전기
방지, 그리고 자외선 노출 및 마모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복합재료 기
술로는 화재안전 및 EMC 차폐와 같은 더 특별한 적용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용됩
니다. 또한 서로 다른 등급의 GRP 복합재료가 내면 및 외면의 보호 특성을 최적화
하기 위해 다른 층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인클로저를 가열(또는 냉각)하
는 것은 일련의 열전달 과정입
니다. 보기와 같은 대류가열에
서, 열에너지는 히터에서 출발
하여 가열되는 공간을 지나서,
인클로저 피복과 열적 최단경로
구간을 통해 외부 대기환경에
도달합니다. 인클로저 재질을
최적화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열전달은 저항, 축전지 그리고
활성 부품으로 이루어진 회로기
판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텍의 GRP 판 재료는 금속
의 ~1000배에 달하는 우수한 열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화 사이즈
인클로져

모듈화 케비넷
및 쉘터

주문자 사이즈 /
형상 인클로져,
케비넷, 쉘터

프로세스: SMC (sheet moulded
compound)

사이즈: 고정모듈

프로세스: 진공모듈
사이즈: 모듈으로 다양한 범위의
판넬 치수를 생산 – 모듈러 형식으
로 조합 가능

프로세스: 평판 재료 샌드위치 판
넬
사이즈: 단일 판넬 12m 이상 맞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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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능력
GRP의 열적 효율은 안정된 환경, 에너지
절약을 가져옵니다

인터텍은 GRP가 가지는 내재적인 효율을 활용하여 가장 최적화
된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옥외함의 보호능력은 우수한 밀폐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텍에서 사용하는 기본 GRP 재료는 금속에 비해 1000배
이상의 효율적인 열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재료
“샌드위치” 형태로 쉽게 가공되어 고성능 단열에도 매우 효율
적입니다. 인터텍 인클로져은 열전도율 관점에서 성능저하
재료는 이용하지 않으므로 내부와 외부 사이에 “Short Cuts”
현상 없이 거의 완벽한 단열 성능을 만들어 냅니다. 덧붙혀 공
정프로세스 단열성능을 저하시키 않는 특수 액세서리도 제공
합니다.

항상 어떤 문제의 시점이 되는 “Cold-Spot”(또는 “Hot-Spot”)
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인클로져 디자인을 총체적으로 접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분석기와 같은 많은 프로세스 공정제
어에서 극히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구성 기
술은 전자장비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크
게 절약합니다.

GRP의 열적 효율은 안정된 환경, 에너지 절약을 가져옵니다.

완벽한 인클로져
인클로져 안의 열을 외부환경으로 전달(또는 냉각인 경우에
는 흡수)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조 섬유를 따라
점진적으로 전달하는 것. 둘째는, 인클로져을 고정시키는 기
구 또는 구조 구성품 및 그리고 튜브, 케이블 등의 연결을 위
한 접속 구멍을 통한 전도. 이들 전도점들은 ‘열적최단경로’를
생성합니다. 이 최단경로는 대부분 약 75% 또는 그 이상의 주
요 손실에 만듭니다.

인터텍은 현재 약 50년간 ‘거의 완벽한’ 열적성능을 가지는 인
클로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 사용되고 있는
GRP 재료는 매우 좋은 밀폐재 입니다. 밀폐는 전체 구조 부
분의 일부분으로써 이는 전체 인클로져에 전체에 대해 일관
적인 보호가 되도록 합니다. 이것을 또한 내부 분리를 하거나
추가할수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나 콤포넌츠에서 발생되는
Short Cuts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열효율은 인클로저 구
조 재료와 내부 부품의 위치에
의해 좌우됩니다.

Short Cuts는 단열 연결 틈새
또는 그림과 같이 강철 케비넷
에 설치된 케이블 그랜드와 같
은 연결부에 의해 발생하며,
열적 효율을 급격히 저하시켜,
냉점 및 결로를 발생시킵니다.

틈새, 연결부 또는 고정장치
등으로 인한 열적Short Cuts
가 없는 완벽히 균일한 단열이
인터텍의 “일체형” 단열기술로
달성되었습니다. 튜브와 같은
연결부는 목적에 맞는 부품설
계로 제작되어 단열 효율을 보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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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인클로저 솔루션
많은 인터넥 생산품은 턴키 시스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장비를 포함한 디자인 설계와 검사까지 완벽하게 제
공되어 현장에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세이프
링크(SAFE LINK)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인클로져 형상 및 구성은 가능하나, 통상 설계 라이브러
기에서 기존 납품완료된 최적의 샘플를 찾아 적용합니다.

프로젝트 환경에 맞는 보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복잡한 일
입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세심
하게 선정된 구조재료, 배치 및 가열/냉각 공정을 통한 복잡한
시스템의 외부 및 내부 보호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설계에는
요건들(방폭 규정, 압력용기 지침)과 재료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나사산, 케이블 그랜
드 치수, 너트 및 볼트 등과 같은 많은 상세한 내용이 관련되어
있어 이런것들은 실수를 하기 매우 쉬우면, 특히 외딴 현장에
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텍 전문가들은 고객 (엔지니어링 회사 및 사용자)들이 핵
심역량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턴키 솔루션은 공
정장치의 기초 엔지니어링, 구매 및 설치 비용을 상당히 절감
하여, 즉각적으로 투자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이프 링크
는 총소유비용 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크게 절감시
키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현장환경 보호 전문가
로 이루어진 대규모 팀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엔지니어들이 10년
이상의 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습
니다.

숙달된 기능인력이 현장에서 시
스템 조립하는 것보다, 특히 고
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수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입증된 설계로 얻어지는 신뢰
도 증가, 현장방문 감소, 전문
가 적용 노하우, 그리고 접근성
및 인간공학적 배치로 인한 유
지보수 감소로 TCO 절감을 얻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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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링크(SAFE LINK) 서비스
최적 보호 열쇠는 적용성에 있다

세이프링크 인클로저 솔루션은 동결 및 결로, 부식, 분진, 온
도 유지, 폭발 보호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터텍
은 수천개 이상의 현장검증된 설계 템플릿을 가지고 있으
며, 이를 특정 응용분야에 직접 이용하거나 적합하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이한 운전조건 및 기후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다양한 인클로저 사양을 커버합니다.

인터텍의 다양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장점은, 추후 발생
되는 문제를 미리 알아내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은 현재 많은 현장에서 중요시 되어지는 부분으로 장기생존
성, 에너지효율 증가, 내압유지, 내식성, 극저온 생존성, 배
출 제어, 그리고 무선통신 친화성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대형 스케일의 설치 시 인터텍은, 사용자를 위한 현장 표준
을 작성합니다. 매니폴드, 밸브 및 피팅과 같은 표준화된 부
품은 유지보수 및 예비부품 보유를 단순화 합니다.

인터텍의 고유한 인클로저 제작
능력은 가장 복잡한 현상에 대
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
다. 창문 절개, 구멍, 케이블 그
랜드 등은 CNC 가공으로 최상
의 품질과 정밀도를 가지며, 복
합재료 GRP 구조재료를 사용
하여 현장환경에 최적화 됩니
다.

세이프 링크 공정: 턴키 솔루션
을 구체화 하는 방법은 전용 소
프트웨어 또는 질문서를 통해
단순화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CAD 도면 및 재질명세서를 포
함한 제안서를 제공받습니다.
일단 승인이 되면, 인터텍은 해
당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인터텍은 현장에서 입증된, 즉
시 사용 가능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설계 라이브러리를 다양
하게 가지고 있으며, 각각 다양
한 하우징 스타일 및 기후에 맞
게 변경 가능합니다. 인터텍의 설계 및 재료 기술의 적용은 현장기반 공

정 계장 네트워크의 초기비용이 총생애비용의 일
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루어집니다. 안
전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초기비용보다는 총생애비용의 비중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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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저- 다양한 선택
인터텍은 GRP 인클로저 스타일 및 크기를 기준으로 7가지
표준 설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상, 부피, 도어 스타일,
장착 및 공정 연결 가능성 등에서 폭넓은 선택을 제공합니
다. 또한, 고객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맞춤형 형상/치수 인
클로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클로저를 얻는 것은 이런 선택들로만 이
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적의 솔루션은 적용 가능한 부
가적인 것들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인터텍은 고유의 인클로저와 제작 시스템으로 고객의 요구
에 부합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열적 단열 성능을 포함하는 특유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인
클로저의 최적화를 자유자재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GRP의 내재적인 단열성
• 복사열을 반사하는 내부 거울면
• GRP ‘샌드위치’ 구조로 일체화된 단열
• 튜브/케이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단열

2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인클로
저는 판넬의 설치가 용이하고,
튜브는 상부 또는 바닥에서 인
입이 가능합니다. 멀티박스
(MULTIBOX)는 두껍거나 얇은
단면을 가지며, 어느 쪽이라도
도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가지 사이즈).

대각선으로 열리는 인클로저는
현장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고,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디아박스(DIABOX)
는 뒷면 또는 바닥으로 튜브 인
입을 허용합니다. (5가지 사이
즈).

미니박스(MINIBOX) 인클로저
는 인접하여 결합된 싱글-트랜
스미터의 설치에 비용효율적인
하우징을 제공하도록 사이즈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니박스(UNIBOX) 인클로저는
현장장비를 모든 방향에서 점검
이 가능하도록 스윙 오픈 됩니
다. 튜브 인입이 바닥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4가지 사이즈).

적합한 사이즈, 형상, 부피 및
개구부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는 인클로저는, 복합재료
GRP 구성 재료를 변경하고
수백 가지의 구성 액세서리의
선택을 통해, 특수 적용에 맞
게 변경하고 최적화 할 수 있
습니다. 특별한 다용도 기능
및 조정 가능한 장비 장착 시
스템은 옵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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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용성
부가적인 적용성은 성능, 인간공학 및 운영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액세서리에서 얻어집니다. 수백 가지의 선택이 가
능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창문, Sunshade, 드레인, 배기
구, 가열, 냉각, 전기 스위치/조명, 장착 하드웨어, 보안 등.
인터텍은 19인치 랙이 2부분으로 구성된 인클로저(또는 케
비넷, 다음 페이지 참조)에 설치 가능한 악세서리까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 MESC 인클로저는 셸
(Shell) 표준을 충족하며, 다양한
운영을 위한 플랩을 가지고 있
습니다.

멀티박스 베리오(MULTIBOX
VARIO)는 벽/바닥/기둥 설치 인
클로저로 많은 현장 계기 인클
로저의 치수 제한 범위 내에 들
어오는 부피와 작은 케비넷을
제공합니다. 편평한 외부 표면
은 인클로저가 서로 인접하게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줍니다.
주문제작 디아박스(DIABOX)
인클로저 또한 가능합니다.

Web2box 서비스는 멀티박스 또
는 디아박스 타입의 인클로저를
사용자가 맟춤치수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인클로저
재질(단일층 GRP에서 샌드위치
판넬까지)과 액세서리 지정. 인
터텍의 양방향 Web2box 소프트
웨어 도구는 간단히 일할수 있도
록 해줍니다.

인터텍은 옥외용 GRP 인클로
저의 두 형태에 세계에서 가장
폭 넓은 제공범위 및 가장 유연
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표준
스타일의 인클로저는 대각선개
방형 디아박스 인클로저(위)와
멀티박스 또는 미니박스 인클
로저(아래, 미니박스는 좌측 끝
에 제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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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넷 - 모듈화 디자인

가능한 케비넷 구조

인터텍 케비넷은 모듈화 구성품으로 제작됩니다: 케비넷 치수, 부피, 위치 및 도어
와 창문의 수량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부합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 구성 원칙은, 어플리케이션 및 운전 환경에 좌우됩니다. 부가적인 적
용은 성능, 인간공학 그리고 운영을 최적화하도록 제공되는 비교할 수 없는 범위의
다양한 액세서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백 가지 선택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창
문, 차양, 드레인, 배기구, 가열, 냉각, 전기 스위치/조명, 장착 하드웨어, 보안 등.

맞춤형 설계 능력은 많은 어플
리케이션에 쉽고 이상적으로 완
벽한 사이즈, 형상 및 보호와 함
께 케비넷 솔루션을제공합니다.

특수 복합재료 구조 원리 및 단
열은 인터텍 케비넷이 비상차단
밸브와 같은 중요한 장비를 120
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60 ℃ 이
하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베이직 케비넷
경부하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베이직 자립형 또는 벽걸이형 케
비넷은 ‘샌드위치’ GRP/단열/
GRP 벽체에 의해 제공되는 우수
한 환경 및 열적 성능과 함께, 경
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클래식 케비넷
중부하에서는, 샌드위치’ GRP 벽
체와 인발-GRP 코너기둥이 결합
된 클래식형이 있습니다. 이는 장
비의 무게를 장착 레일을 통해 기
둥으로 전달하는 내하중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바리오 맞춤형 케비넷
바리오형은 진보된 ‘샌드위치’ 재
료 조합으로 싱글-피스 GRP 벽체
를 이용하여 거의 제한되지 않는
사이즈 및 형상의 케비넷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 케비넷과 맞춤형 방음 커
버의 조합은 이 펌프 시스템에
이상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모듈화 치수 및 구조 원리, 추가
로 도어/창문 위치의 유연성, 그
리고 액세서리의 다양성은 어떤
요구든지 극한의 환경 보호에서
궁극적인 인간공학적 배치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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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coat
GRP

PUR foam

GRP
Gel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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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TEC Classic Cabinet 110 
Height 1140 mm 
Width 1100 mm 
Depth 700 mm 
Scale 1 : 20 

Flat roof, over hang 25 mm 

Design A: Floor frame made of GFP-U-profile, made of glass-fibre reinforced polyester with 
polyurethane foaming and glass-fibre-reinforced polyester plate, permanently mounted at the top. 
Overall height: 80 mm. 

Wall panels, doors and roof of double-walled glass-fibre reinforced. polyester moulded parts. 
Insolated with polyurethane foam core (sandwich construction) with encircled mountng and 
reinforced flange. Supports of glass-fibre reinforced square tubes, 50 x 50 mm. 

Weight: approx. 43 kg 
K-value: approx. 7 W/K 
 
 
 

다양성 제공

복합재료-GRP 옵션
인터텍은 ‘샌드위치’ 구조 및
층 재료를 변경하여 다음 사
항이 포함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열 두께, 내화
또는 고온에 대한 단열, 내열
및 내부식성, 자외선/마모에
저항하는 두꺼운 젤코트 또는
도막층 등의 보호 품질을 최
적화 하는 GRP의 등급

Web2box 서비스는 베이직이
나 클랙식 케비넷을 사용자가
맟춤치수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인클로저 재질(단
일층 GRP에서 샌드위치 판넬)
과 액세서리 지정. 인터텍의 양
방향 Web2box 소프트웨어 도
구는 간단히 일할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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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크인쉴터 (Walk-in Shelters) -
인터텍은 ‘웍크인(walk-in)’ 현장장비 보호 쉘터의 설계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이 거의 없는 사
이즈와 형상의 쉘터가 고강도의 싱글 피스(single-piece) 복합재료-GRP 벽체를 이
용하여 생산됩니다.

제작 공정은 요구가 까다로운 시방과 도전적인 환경 조건에 이상적으로 부합되도
록 되어 합니다. 복합재료 GRP 재료는 각각의 적용에 맞게, 예를 들면, 단열 코어
의 두께를 바꾸거나 또는 벽을 내화로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
습니다.

특수 용도에 맞는 사이즈, 형상 및 보호 특성은 공정설계 및 전체비용을 크게 절감
합니다. 그 많은 도전적인 것들은 전력을 동력을 지원받을 수 없는 외딴 위치의 쉘
터, 극도로 춥거나 더운 기후지역, 해양 (Offshare)을 위한 경량 및 내식성 쉘터, 그
리고 스키드에 설치되는 패키지를 위한 사용자맞춤 사이즈/형상의 쉘터 등이었습
니다.

인터텍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
된 쉘터를 두곳의 공장에서 생산
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단 한 개의 작은 맞춤
형 제작에서부터 12m 이상의 싱
글 피스까지 제작할 수 있는
CNC 장비를 포함한 가장 고도
화된 GRP 제작 자동화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비는 특
히 대형 쉘터의 설계에 큰 이점
을 제공합니다.

인터텍의 공정은 최적의 쉘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온화
한 기후 지역을 위한 표준 분석
기 쉘터에서 외딴 사막지역의
PCS 쉘터, 극지 기후 지역을 위
한 증강-단열 쉘터 그리고 경량
폭풍/부식 내성을 요구하는 해
양용 쉘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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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TEC ARCTIC SHELTER 

대형 스케일 보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의 유연성 및 구성 옵션

쉘터는 중 부하용 클래식 계열의 케비넷(앞에서 언급)과 동일
한 제작기술로 제작되거나, 또는 인터텍이 보유하고 있는 초
대형 프레스 및 대형 CNC-제어 절단기, 프로그램 설정 및 드
릴 자동화와 같은 첨단 제조장비 공법을 이용하여 완전히 맞
춤형 제작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공정은 복합재료 GRP
의 등급과 구성을 최적의 보호 품질을 가지도록 적용하고 변
경하게 됩니다.

열적 단열의 방식에는 외부의 GRP층이 단열 폼을 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 또는 내화용 암면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
다.

PCS (Passive Cooled
System) 방식의 쉘터로는 가장
큰 것 중 하나(142 m3의 용적)
로 중동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에 설치된 4mm 두께의 GRP
판이 77mm의 단열 폼을 둘러
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동적인 냉각방법으
로 주간 최고온도에서 20 ℃를
낮춥니다.

WEB2BOX 서비스는 이용자
가 극지방지역의 쉘터를 맞춤치
수로 생성하도록 하여줍니다. –
사용자가 지정하는 벽면재료 및
액세서리 적용. 인터텍의 양방
향 Web2box 소프트웨어 도구
는 간단히 일할수 있도록 해줍
니다.

쉘터 맞춤의 다양성
• 내식성
• 자외선 내성
• IP65에서 IP68
• REI120, F120, UL1709의

화재안전
• 극도의 단열
• 내열성
• 바람/폭풍/태풍/폭발/지진에

대한 기계적 보호
• IEC 61285에 따른 안전
• 방폭

정전기 방지
기밀 및 방진
TVR, 퍼지, Ex p (IEC
60079-13 또는
NFPA496)

• HVAC 및 공조: 자연환기 또
는 기계식 환기, 능동, 수동,
또는 하이브리드 냉각

• 공항에의 적용을 위한 취약
성(ICAO 표준)

• 밑면 누출방지

다양한 맞춤형 선택 – 이 쉘터
는 전자장비 및 “젖은” 펌프 장
비를 위해 구분된 구역을 가지
고 있으며, 장식 덮개가 설치되
어 있습니다.

인터텍 Turnkey 서비스는 프로
젝트를 크게 단순화 해줍니다.
– 위의 사례에서는 사우디아라
비아의 플랜트를 위한 분석기
쉘터가 인터텍의 공장에서 설계
되었고, 제작되었으며 완전히
조립된 것 입니다. – 현장에서
의 빠른 설치를 위해 선적 전에
한 몸체로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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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팅 솔루션 -
히터는 현장 계기장비 및 전자장치 인클로저에서 동결/부식 보호, 결로 방지,
그리고 온도 조절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옥외 적용은 큰 온도변화
와 습도로 인해 히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인터텍은 일반적인 공정 계장에 적용되는 블록 형상의 다양한 전기 전도히터
는 물론이고, 핀 형상의 전기 대류히터까지 폭 넓은 선택으로 용도에 부합되는
히터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가장 효율적인 열전달 방법, 최선의 폼 팩터, 그
리고 하우징 배치에 따른 최적의 설치 위치 및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
팀 또는 글리콜 가열소자를 이용한 히터도 가능합니다.

인터텍은 단순한 썸머스테이트에서 디지털 PID 제어까지 전 범위의 온도제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폼 팩터를 가진 특정 용도 목적의 히터도 제작 가능합니다.
방폭지역에 적합하도록 엔지니어링 설계되어 샘플 또는 가스 실린더를 운전
온도까지 빠르게 상승시키는 전열히터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듈형 분석기 계
기장비 기판 전용 히터도 가능합니다.

인터텍은 환경조건 및 계기장비
에 적합하도록 히터 성능을 최
적화 하는 인클로저 배치 또는
최적 열전달을 위한 솔루션, 부
품 배치 및 인클로저 구조에 대
한 솔류션을 제공합니다.

수직, 수평 및 판넬 설치 타입의
스팀 히터는 대류 또는 전도 형
식으로 가능합니다.

특화된, 사전 엔지니어링 설계
된 유체 히터, 분석을 위해 유체
샘플을 정밀하게 제어된 온도까
지 가열하는 전도 열교환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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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지역 적용
방폭 히터
인터텍은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방폭 히터를 제공하며,
IECEx, ATEX, CSAC US, TR CU(과거 GOST) 그리고 PESO와 같은 다양한
세계적인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텍 히터는 시스템 구성의 유연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히터는 다수의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인증되었으며, 개별의 히터 또는 인클로저 구성의 형
태로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설계, 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습니다. 히터 작동은 극한의 추위 환경에서도 통상 -20 ℃보
다 더 낮은 -60 ℃ 조건에서 독립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는 극지방 환경에
설치되는 장비의 설계를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동결에 대한 단순한 보호만 필요하다면, 인터텍은 개별적으로 동작하며 제어
가 필요 없어 비용효율적인 동력공급 케이블 안에 TS 열전대가 설치된 히터
를 제안합니다.

만일 온도 제어가 정밀해야 한다면, 그리고/또는 히터가 연속적으로 가동 및
정지되어야 한다면, 접촉 열전대가 약 2 ℃로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기 온도를
감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경보 신호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밀한 PID(비례, 적분, 미분)
제어로 온도를 정밀하게 조정
하는 완전히 밀봉된 반도체 모
듈.

인터텍은 SP76 계장 기판과 같
은 몇 가지 특정 용도의 히터를
생산합니다. (기판 후면에 장착)

일체화된 단열과 함께 제작된
GRP의 훌륭한 열적 특성 및 기
능은 하우징 내부에서 높은 효
율의 동결 보호 또는 온도 제어
를 가능하게 합니다.

핀 형상의 전기식 대류 히터, 전
도 전기 히터, 스팀 히터를 포함
하는 히터 타입 및 사이즈의 폭
넓은 선택은 공정 계기장비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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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장비 보호
열적 효율은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인클로저를 선택할 때에 매우 중요합니다.
GRP가 가지는 금속에 비해 매우 높은 열저항과, 두꺼운 고성능 단열재를 쉽게
일체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하우징은 극한의 온도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
니다.

극지방 환경에 적합한 GRP의 주요 요소는 일체화된 균일한 단열과 연결부를
단열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통
하는 열적 “Short Cuts”를 없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로가 시작되는 “냉점”을
없애고, 내부 운전 환경의 조절을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GRP 재료는 또한
다른 인클로저 재료의 성질이 변화되는 -100 ℃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
다.

극지방지역에서 인클로저의 내부를 가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텍은 외기온도 -60 ℃에서 방폭 히터 및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더불
어 세계적인 기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클로저 솔루션의 설계를 단순화하
였습니다.

최고의 단열성능의 인터텍 케비
넷과 쉘터는 원형 및 삼각형같
은 형상도 최적의 솔류션으로제
공합니다 위의 레이더타워는 예
입니다.

방폭장비에 사용되는 고도의 단
열된 인클로져 ( -20 ~ +40)는
극도의 추운 지방에 사용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50의 시베리아에 사용된 경우
입니다.

인터텍은 극지방-등급 인클로저
솔루션을 1984년 이래로 제작
하여 오고 있습니다. 최초 프로
젝트를 고도로 단열된 케비넷을
그린란드 연구 스테이션에 제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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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 기후

열경화성수지 및 금속과는 달
리, GRP의 강도와 계수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개선됩니다.

-20 ℃ 이하의 외부 온도의 경
우, 개방된 곳에 설치된 장비는
대부분 고도의 단열 및 가열 인
클로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터텍은 고립된 환경에 피동형
가열 소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물과 같은 매질의 동력이 공
급되는 동안 온도를 유지합니
다. 동력이 끊기는 경우, 수 일
동안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
다. 완전히 피동적 가열 솔루션
도 가능한데, 이는 주간의 태양/
온도를 이용하여 야간에 장비를
보호합니다.

인클로저는 고려할 우선순위에
서 자주 뒤로 밀립니다. 인터텍
의 공정은 특수한 형상, 개구부
등을 필요로 할 지라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만일 인
증서에 온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 등급의 방폭 인증
된 장비는 외기 온도 범위는 -20
에서 +40 ℃ 사이입니다. 인터
텍은 어디서나 이용될 수 있는
인클로저를 생산할 수 있습니
다: 외기온도 -60℃(또는 +80
℃)까지 가능.

다층 복합 GRP의 뛰어난 열적
단열 성질은,상승된 온도를 유
지하며 결로 또는 결정화를 방
지하는 “핫 박스(hot box)”의 설
계를 용이하게 합니다. 인터텍
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단열, 최선의 열전달 방
식, 장비 배치 및 제어 알고리즘
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인터텍의 앞선 단열 성능은 열
손실과 바람의 냉각 효과를 크
게 줄여, 훨씬 작은 가열 소자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줍니다.
이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냉점’
없이, 내부의 운전 환경 변화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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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 솔루션

Passive Cooling은 다양한 지역에서 가능하
게 합니다

극도로 뜨거운 기후지역의 환경은 프로젝트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이 열악
한 환경을 극복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 냉각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
니다. 이는 동력이 부족한 외진 지역에서 더 심하게 됩니다.

인터텍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단독적으로나 결합된 특화된 기술로써 이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공조를 통한 냉각과 비교하여, 인터텍은 동
력 없이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미세한 전력만으로도 가능한 혁신적
인 PCS (Passive Cooling System)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는 먼지/모래 폭풍지역
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팬 냉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중동과 같은 사
막지역 및 건조기후에서부터 적도지역의 해양설비에 이르기 까지, 오늘날 대부분
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여 줍니다. 또한, 이런 환경은 또한 높은 수
준의 자외선, 먼지에 의한 마모 및 높은 습도와 같은 다른 보호 문제를 야기시킵
니다. 인터텍의 복합재료-GRP 구조는 이런 문제에 쉽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전통적으로, Passive Cooling 기술은 건조한 지역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인터텍
의 기술은 그 잠재력을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낮/밤의 온도
차이를 저장하고 방출하여 쉘터 온도를 줄이는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
불어, 인터텍은 냉각 성능을 강화하여 적도지역에 적용 잠재력을 확장하는, 태양-
동력 마이크로 펌프 또는 냉각수와 같은 기술을 채용하는, ‘Hybrid Passive’ 냉각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의 열교환기를 통한 물
의 열 사이펀은 Passive
Cool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동을 위한 이 피동냉각 쉘터
는 내부온도를 20 ℃ 정도 줄
여 외진 지역에서도 계기장비
가 작동 가능하도록 합니다.

Passived Coolded 케비넷은
수냉각기와 결합하여 하이브
리드 냉각시스템을 생성하여
기술의 영역을 건조지대에서
세계의 다른 많은 부분으로 확
장시켰습니다.

첨단 단열은 중동지역의 물 배
관라인 계기장비/SCADA 스테
이션을 위한 이들 쉘터의 주요
특징으로, 낮과 밤의 극한 온도
조건에서 전적으로 피동냉각
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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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고 열악한 환경

복합재료-GRP 케비넷은 세계
에서 가장 큰 해양선박에 방폭
형 공조장치 없이 피동냉각 방
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열대 폭풍을 견디며, 염분이 많
은 환경 및 산 성분 또는 산성
가스의 부식에 내성을 가집니
다.

인터텍의 첨단 설계 능력과 현
장에서 입증된 Passive
Cooled 케비넷/쉘터 설계의
라이브러리는 제안된 보호 솔
루션의 성능 및 비용절감을 신
속히 정량화하도록 합니다.

인터텍은 위험지역의 목적에
적합한 설계의 공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컴팩트 시스템과 달리, 공조 지
역과 비공조 지역 사이에서 공
기 흐름이 교환되는 계면이 없
어, 가압에 의해 방폭 보호 하우
징에 일체형으로 설치될 수 있
습니다.

HAVC가 위험지역에 설치된 쉘
터의 내부에 가열/냉각 및 환기
를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Sunshade은 높은 수준의 보호
를 매우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
며, 다른 분야에서 요구하는 모
든 환경 보호를 제공합니다. 인
터텍의 광범위한 선택범위와
맞춤형 옵션으로 최적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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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림 - 해양 플랫폼 및 플랜트
해양 설비는 오늘날의 인클로저 현장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환경일 것입니다. 수 많은 도전 중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심각한 부식의 위협, 장비 경량화의 요구 그리
고 최소의 유지보수로 매우 긴 장비 수명을 제공해야 하
는 것입니다. 대부분 위험지역에서의 용도로 내화성 및
방폭성의 부가적인 특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클로저 재질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전통적인 금속 인클로저는, 비록 스테인리스라고 하여
도, 해양에서의 부식 가속화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반면
에, GRP는 탁월한 내식성을 제공하여 주목할 만한 수준
의 녹이나 열화는 없으며, 30년 이상의 무보수 수명을 가
집니다. 다른 이점은 젤코트가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두
꺼운 보호 피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텍은 황
산과 같은 부식성 화학물질을 대기에 함유하고 있는 석
유화학산업 환경에서 30~40년 또는 그 이상을 생존한
인클로저나 케비넷의 예들을 문서화하여 제시하였습니
다.

복합재료 GRP 케비넷은 세계
에서 가장 큰 해양선박에 방폭
형 공조장치 없이 피동냉각 방
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열대 폭풍을 견디며, 염분이 많
은 환경 및 산 성분 또는 산성가
스의 부식에 내성을 가집니다.

GRP는 폭풍의 압력파를 견디
는 하우징 구조를, 다양한 복합
재료 특성을 이용하여 최소의
무게 증가로 가능하게 합니다.

스텐레스 스틸보다 더 가벼운
GRP fitness 룸으로 해양플랫
폼에 개장 되었습니다. 인터텍
제조 프로세스는 이런 평범하
지 않은 제품과 파이프나, 다양
한 모양에 구해받지 않게 디자
인이 가능하게 합니다.

전통적인 금속 Ex d 인클로저
는 수분의 축적과 부식이 발생
하기 쉽습니다. 대체품 Ex e 및
Ex p 인클로저는 내식성과 신
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재
질인 GRP를 이용하여 쉽게 제
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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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스트림 - 석유화학/화학 플랜트
정유 및 가스플랜트에서 현장장비를 보호하는 것은 심각
한 문제입니다. 산성 원유 및 산성 가스과 같은 대부분의
매질은 부식성입니다. 해안에서는 염소 및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문제를 증가시킵니다. 더구나, 신뢰성과 내구
성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플랜트는 고도로 자동화
되어 있고, 계기장비 또는 하우징의 고장은 심각한 경제적
또는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클로저는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사람
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쉘터는 폭풍에서 생존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원격제어 밸브와 같은 비상정지시스템의 요소
들은 화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GRP는 특히 우수한 내식성을 제공하여 영향을 주는
녹이나 재질 열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화
학 매체의 부식에 내성을 가집니다. 복합재료 적용과
결합된 첨단 단열재는 인터텍 인클로저가 안정된 내부
환경으로 신뢰성 있는 운전을 보장하며, 특정 위치에
서 최적화된 보호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방폭성 또
는 내화성과 같은 다른 특별한 요건은 추가적인 적용
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고유의 복합재료 GRP 구조 기
술은 인터텍이 경량 쉘터로 해
양(또는 육상) 설비의 엄격한
화재 보호 및 안전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요건은 REI 120, 1709(H90/
H120 및 SAES-B-009(위))를
포함합니다. 암면으로 제작된
내부 코어(아래)는 탄화수소
화재의 경우에도 내부 온도를
60 ℃ 이하로 2시간까지 유지
할 수 있습니다.

GRP 구조는 무선통신 계기장
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고
도로 자동화된 공정 플랜트에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안테나는 인클로저 내부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오일 및 가스 플랜트에서 분석
기는 중요한 설비이며, 많은 새
로운 형식의 더 작은 온라인 분
석기가 접근 불가능 지역에 흔
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고객맞
춤형 인클로저는 그러한 적용
을 단순화 시켜줍니다. 자리를
적게 차지하면서 경량인 ‘핫 박
스’는 140 ℃를 유지하며 공정
용 탑에 쉽게 개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개의 별도 분석기와 샘플 상
태조정 기능을 갖는 소형의 인
클로저(어스튜트에서).

독성 가스 플랜트용 특별 기밀
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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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장 유틸리티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료의 적용

개스, 전기장비, 통신장비

날씨는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강우
량, 눈, 바람의 증가와 이상 온도가 나타나는 등 기상의 연간주기가 상당히 변화
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공정에의 적용 경험과 더욱 외딴 지역으로 진입하여
운영하게 되는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긴 수명을 가지는 현장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제안은 도로, 철도 및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국가의 유틸리티
및 조직에서 이용하는 전통적인 옥외용 인클로저 재질 및 구조기술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의 복합재료 GRP 재질의 내재적인 적용성은 어떤 인클로저도 각각 또는
복합적인 특정 환경적 도전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진보된 단열 성
능은, 하우징을 매우 낮은 온도 또는 높은 온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모
든 적용 시나리오에서 중요합니다. 인터텍의 하우징에서 열적 최단경로가 없는
것(작은 인클로저에서 케비넷 또는 쉘터까지 어떤 사이즈의 하우징이라도)과 단
열 수준을 사용자맞춤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유틸리티 적용에서 그 밖의 중요사항으로는 케비넷 및 쉘터가 서로 다른 종류의
장비에 대해 컴퓨터 장비를 위한 온도조절지역에서 물이나 유압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구획까지 다양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구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이동통신기지국을 위한 경량
케비넷 및 쉘터, 외딴 지역 또
는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이송
을 단순화, 옥상 설치를 위해
헬리콥터를 이용 하는 것과 같
은 작업

지하 가스 저장소 설비 위의 장
비 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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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장비

물산업

도로, 철도길, 공항

두꺼운 내장 단열로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샌드위치 구조 – 동
결을 방지하는데 소형 히터만
필요.

외피에 금속이 없는 GRP 케비
넷 구조는 고전류의에서 와전
류 손실을 제거합니다.

트램 및 가로등 제어장치를 위
한 도로변 케비넷

두꺼운 폼 단열재로 구성된 샌
드위치 구조는 지상 계측장비
케비넷의 안정적인 운전 환경
을 제공합니다.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진 케비
넷은 수로 갑문을 제어하는 전
자 및 유압 시스템을 수용합니
다. 장식적인 외피는 레저 공간
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줍니
다.

극도의 단열 및 피동냉각은 담
수화 해수를 이송하는 배관 네
트워크의 펌프 제어 및 계기장
비 쉘터를 태양 에너지 만으로
가동하도록 해줍니다.

특수구조원리를 이용하는
GRP 케비넷은 활주로에 인접
된 위치의 장비에 취약성을 제
공합니다. 금속이 전혀 없는 구
조는 충돌 시 스파크의 위험을
제거하며, 레이더/무선통신의
간섭을 최소화 합니다. GRP는
또한 초경량이며 화재 난연성
을 가집니다.

터널 제어 장비를 위한 GRP
케비넷은 다습하고 부식 환경
에서 긴 수명을 위해 최적화
되었으며, 연기가 적게 발생하
는 수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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