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ENTION
OF
EXPLOSION
Industry-Academic ETRS Center
COURSE INFORMATION PACK

EX(Explosive
Protechtion)
교육

방폭 교육 안내
위험지역(Hazardous Area) 내의 방폭구역에서는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폭발 화재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
니다. 불필요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그에 걸맞는 안전 지식과 숙련된 방폭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IECEx CoPC의 경우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직접 인증해주는 자격증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모든
방폭 자격증은 IEC에서 만든 IEC 60079를 기반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국제방폭인증기구(IECEx)의 공식 인증

교육기관(RTP, Recognized Training Provider) 자격을 획득하여 IECEx CoPC 교육 및 시험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Unit Ex 001부터 Unit Ex 010까지 전 범위를 총괄하여 직종별 맞춤 교육 및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명

방폭 기본 교육

IECEx CoPC Coursee
(Certificate of Personal
Con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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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수강료

사전 대비반
Ex Foundation Course

1일(8시간)

무료

IECEx CoPC 001
(Ex Awareness Course)

2일(12시간)

65만원

IECEx CoPC 002
(Classification Course)

2일(16시간)

200만원

IECEx CoPC 005
(Repair Course)

2일(16시간)

별도문의

IECEx CoPC 003/006
(Technician Course)

2일(16시간)

130만원

IECEx CoPC 004/007/008
(Inspector Course)

2일(16시간)

130만원

IECEx CoPC 009
(Designer Course)

2일(16시간)

95만원

IECEx CoPC 001/002/008/009/010
(Supervisor Course)

7일(56시간)

별도문의

EX(Explosive
Protechtion)
교육

IECEx CoPC - Certification of Personnel Competence
IECEx 에서 발급하는 방폭전문인력 인증 자격증인 IECEx CoPC(Certificate of Personal Competency)는 방폭
구조와 장비 및 전기 설비와 관련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는 IEC Standard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실제 현장에서의 방폭 기술 적용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숙달 과정을 거쳤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방폭과 관련되어 Update 되고 있는 최신 기술 또한 지속적인 학습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합니다.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Unit Ex 001부터 Unit Ex 010까지 총괄하여 직종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Unit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 지역에서의 방폭 기본 원리

위험 지역 구분

방폭 장비 및 배선 시스템 설치

위험 지역에서의 장비 유지 보수

방폭 장비 점검 및 수리

위험 지역 내 혹은 연관 구역에서의 전기설비 테스트

위험 지역 내 혹은 연관 구역에서의 육안 검사 및 정밀 검사

위험 지역 내 혹은 연관 구역에서의 세부 검사

위험 지역 내 혹은 연관 구역에서의 전기 설비 설계

위험 지역 내 혹은 연관 구역에서의 전기 설비 감사 수행

Industry-Academic ETR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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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및
자격요건
IECEx EX-Foundation 과정
교육 개요

국제 방폭 전문가 과정(IECEx CoPC)에 응시하기 전 방폭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
방폭 기본 개념 및 방폭 전문 인력 인증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제공

기대 효과

전 산업군 내 방폭전기기기 유지 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방폭
개념 확립
역량을 입증한 개인에게 한국해양대학교 인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 방폭 분야 초급 인력 양성

교육 대상

방폭 구역 내 업무 희망자 및 종사자

자격 요건

자격요건 없음

교육 내용

국제 방폭 인력 자격 인증 시험 소개 및 국제 규정 안내
방폭의 기본 개념 및 IECEx CoPC Unit 별 특징
IEC 60079 활용법
IECEx CoPC Sample Test 진행 및 시험 풀이
시

간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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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09:00 ~ 09:50

국제방폭자격시험 IECEx & EEHA 소개

10:00 ~ 10:50

IECEx CoPC Unit 및 Assessment 소개

11:00 ~ 11:50

방폭의 정의 및 폭발의 요소

12:00 ~ 12:50

점심시간

13:00 ~ 13:50

위험지역 구분

14:00 ~ 14:50

방폭 기술

15:00 ~ 15:50

IEC60079 활용법

16:00 ~ 16:50

샘플 시험

17:00 ~ 17:50

샘플 시험 풀이

참고" 위 시간은 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

내

한국해양대학교 인증의 교육 수료증 발급

교육과정
안내 및
자격요건
IECEx 001 Ex-Awareness 과정
교육 개요

IECEx 60079 시리즈 및 OD 504에 언급되어 있는 기초 방폭 이론 교육
IECEx OD 504에 근거한 CoPC 발급 - 001 Unit 자격증 발급 교육

기대 효과

전 산업군 내 방폭전기기기 유지 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방폭
개념 확립
역량을 입증한 개인에게 IEC 협회 인증의 방폭 자격증을 발급하여 방폭
분야 초급 인력 양성

교육 대상

방폭 구역 내 업무 희망자 및 종사자

자격 요건

자격요건 없음

교육 내용

폭발물의 특징 및 방폭 구역 분류
방폭의 기본 요건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한 HSE 필수 조건
잠재적 폭팔 구역에서의 방폭 장비 설치 규정 및 책임
방폭 장비 표기
방폭 장비의 외관 검사
이론 평가 진행

평가 방식

이론 평가(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IECEx 001 Unit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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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및
자격요건
IECEx 003/006 Technician 과정
교육 개요

IECEx 60079 시리즈 및 OD 504에 언급되어 있는 기초 방폭 이론 교육
IECEx OD 504에 근거한 CoPC 발급 - 003/006 Unit 합산 자격증
발급 교육

기대 효과

전 산업군 내 방폭전기기기 유지 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방폭
개념 확립
역량을 입증한 개인에게 IEC 협회 인증의 방폭 자격증을 발급하여 방폭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대상

방폭 구역 내 업무 희망자 및 종사자

자격 요건

Unit Ex 001 수료자
관련 분야의 2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필요
작업자 : 전기 설비 3년 이상 실무 경력, 책임자 : 방폭 설비 3년 이상
실무 경력

교육 내용

Unit 001
방폭 구역 내 안전 작업 절차
방폭 구역 요구 조건에 따른 방폭 장비의 선정
방폭 장비 설치에 대한 문서 작성
케이블 포설과 결선에 대한 요구사항
방폭 장비의 Cable Entry에 대한 요구사항, 설치 및 선정
설치 테스트를 위한 측정 장비 사용
테스트 결과 및 작업 종료에 대한 보고
이론 및 실습 평가 진행

평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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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실습 평가(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IECEx 003/006
합산 자격증 발급)

교육과정
안내 및
자격요건
IECEx 004/007/008 Inspector 과정
교육 개요

IECEx 60079 시리즈 및 OD 504에 언급되어 있는 기초 방폭 이론 및
실습 교육
IECEx OD 504에 근거한 CoPC 발급 - 004/007/008 Unit 합산
자격증 발급 교육

기대 효과

방폭 구역 내에서 전기 설비의 검사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방폭
전문 인력 양성
역량을 입증한 개인에게 IEC 협회 인증의 방폭 자격증을 발급하여 방폭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대상

방폭 구역 내 업무 희망자 및 종사자

자격 요건

Unit Ex 001 수료자
관련 분야의 2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필요
작업자 : 전기 설비/유지/보수 3년 이상 실무 경력, 책임자 : 방폭
설비/유지/보수 3년 이상 실무 경력

교육 내용

방폭의 기본 원리
방폭 구역 내 안전 작업 절차
방폭 구역 요구 조건에 따른 방폭 장비의 선정
방폭 장비의 검사 종류 및 등급
방폭 보호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및 오작 사례
검사 결과 및 작업 종료에 대한 보고
이론 및 실습 평가 진행

평가 방식

이론 및 실습 평가(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IECEx
004/007/008 합산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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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및
자격요건
IECEx 009 Designer 과정
교육 개요

IECEx 60079 시리즈 및 OD 504에 언급되어 있는 방폭 이론 및 실습
교육
IECEx OD 504에 근거한 CoPC 발급 - 009 Unit 자격증 발급 교육

기대 효과

전 산업군 내 방폭전기기기 유지 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방폭
개념 확립
역량을 입증한 개인에게 IEC 협회 인증의 방폭 자격증을 발급하여 방폭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대상

방폭 구역 내 업무 희망자 및 종사자

자격 요건

Unit Ex 001 수료자
관련 분야의 2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필요
일반 전기 분야 설치/설계 3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폭발위험지역
설치/설계 3년 이상 경력

교육 내용

Unit 001
방폭 구역 내 안전 작업 절차
방폭 구역 요구 조건에 따른 방폭 장비의 선정
방폭 장비 설치에 대한 문서 작성
케이블 포설과 결선에 대한 요구사항
방폭 장비의 Cable Entry에 대한 요구사항, 설치 및 선정
설치 테스트를 위한 측정 장비 사용
이론 및 실습 평가 진행

평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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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실습 평가(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IECEx 009 Unit
자격증 발급)

교육과정
안내 및
자격요건
IECEx 002/008/009/010 PM Supervisor 과정
교육 개요

IECEx 60079 시리즈 및 OD 504에 언급되어 있는 방폭 이론 및 실습
교육
IECEx OD 504에 근거한 CoPC 발급 - 002/008/009/010 Unit 합산
자격증 발급 교육

기대 효과

방폭 구역 내에서 전기 설비의 검사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방폭
전문 인력 양성
역량을 입증한 개인에게 IEC 협회 인증의 방폭 자격증을 발급하여 방폭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대상

방폭 구역 내 업무 희망자 및 종사자

자격 요건

Unit Ex 001 수료자
관련 분야의 2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필요
일반 전기 분야 설치/설계 3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폭발위험지역
설치/설계 3년 이상 경력

교육 내용

방폭의 기본 원리
방폭 구역 내 안전 작업 절차
방폭 구역 요구 조건에 따른 방폭 장비의 선정
방폭 장비의 검사 종류 및 등급
방폭 보호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및 오작 사례
방폭 장비에 대한 자격증 시스템
폭발 방지를 위한 방법
방폭 장비 표기
방폭 장비의 외관 검사
방폭 장비 검사의 종류 및 등급
Cable 및 결선 시스템
Cable Gland 및 액세서리 선정
Loop Calculation 연습
5~7일 차

평가 방식

이론 및 실습 평가 진행

이론 및 실습 평가(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IECEx
002/008/009/010 합산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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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진

RTP(Recognized Training Provider)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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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방법
◉ 교육신청(온라인신청) : OTTI 홈페이지(www.otti.or.kr)를 통하여 신청 가능

교육 신청

교육 신청서 제출

교육 진행

시험 결과 발표 및
자격증 발급

담당자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 제출, 교육 신청 완료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

평과 결과에 따라
자격증 발급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교육 신청 방법
◉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홈페이지 www.otti.or.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담당자 연락처
◉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단

교육 담당자 : 마지현 연구원
Tel : +82 (0)51 410 5243
Fax : +82 (0)51 405 5247
E-mail : majh11@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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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Tel. 051-410-5243

Fax. 051-405-5247

majh11@kmou.ac.kr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
ETRS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