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이 가능하여 공기 단축 및 작업 품질 확보가 가능한
고내구성 3시간 내화도료

2016. 09

내화 도료의 개요

FIREMASK 3003 기본 물성

화재 시 철골의 내력(인장강도, 압축강도) 저하로 인한 건물붕괴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로, 고온에서 발포를 통해 단열성능이 향상되어 철골로의
열전달을 차단해 줍니다.

가열에 의한 수지연화

100 ~ 200 ℃

촉매제, 발포제의 반응

250 ~ 450 ℃

가스방출에 의하여 발포

450 ~ 600 ℃

발포층 표면부터 흑색탄화

600 ~ 900 ℃

흑색탄화층 백색으로 변화

900 ℃ 이상

우수한 성능으로 내화구조 인정을
취득한 3시간용 내화도료
(철골 보, 기둥용)
▶ 인정 두께 : 보 - 14.45 ㎜, 기둥 - 14.35 ㎜

내화도료 발포 전

내화도료 발포 후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 별표1)
용도구분
층수/최고높이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 시설 중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外

주거시설

산업시설
12층/50 m 초과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外

비고

내화성능

3시간

KS F 2257-1, 6, 7

부착강도

5 MPa 이상

KS M ISO 4624

고화건조(25℃)

15시간 이하

KS M 5000

가스유해성

9 분 이상

KS F 2271

인정
도막두께

보 : 14.45 ㎜
기둥 : 14.35 ㎜

하도 0.05 ㎜ 포함

FIREMASK 3003 특징

단열효과로 철구조물 보호

내화도료 발포 후

물성

건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바닥, 지붕 등)에 있어 일정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합니다.
※내화도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만족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84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 3조)

내화도료 발포 전

구분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外

장기 내구성

도막을 선제작(보드, 타일 형태)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의 시공이 가능함.
→ 현장 시공 비용 절감 및 공기 단축

철골과의 부착성과 강도가 우수하여
장기간 경과시에도 유지/보수 비용
절감 가능함.

친환경성

짧은 양생기간

용제 미함유 (SVR 100%) 타입으로서,
시공 및 경화시 용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이 없음.

기존 아크릴 타입 및 뿜칠재에 비해
완전 경화시간이 짧아 공기 단축 및
품질 유지에 유리함.

FIREMASK 3003 도장사양
보/기둥 내화구조
성능기준(시간)

구분

제품명

하도

에폭시계 방청하도
(EP170)

3
중도

12층/50 m 이하

2

4층/20 m 이하

1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합니다.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수한 시공성

상도

FIREMASK 3003(보)
Mesh : Nexweb

도막
두께

도장
색상
방법

0.05㎜ B,R,S

UT6581(K1)
모아코트 만능우레탄
UT2578

0.05㎜

상도

갈색, 내수성, 소지 침투력이
회색 우수한 방청하도

14.40㎜

S

FIREMASK 3003(기둥)
14.30㎜
Mesh : Nexweb

비고

회색

B,S 모든 색

※①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② 1회 약 7㎜ 까지 도장 가능하며, 재도장 간격은 25℃ 기준으로 약 15시간

내화도료
Ceramic Fiber 메쉬
내화도료
방청하도
철골

화재 발생시 철구조물을
보호하는 발포성 내화도료
(중간 지점에 Mesh 부착)
부착성과 내후성이 우수한
우레탄계 마감 도료(택일)

③ 전용 도장기 필요

도막두께 : 보 14.45 mm / 기둥 14.35 mm
도료타입 : 에폭시계 도료
용도 : 고층 건축물 또는 유류시설물

※중도(내화도료) 도장시 인정두께 중간 지점에 메쉬 부착
: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도막 구조를 형성시켜 시공 후 내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하며, 화재시 철 구조물에 전달되는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내화 발포층의 균열이 심부(철 소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3시간 내화도료 적용 대상

(아래 예시 外 12층 50M 초과의 모든 건축물)

내화 피복재 비교
내화 뿜칠

초고층 건축물

대형 공장

내화 도료

● 부착/접착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 무용제 타입으로서 환경 친화적

● 시공 후 지속적인 분진 발생 → 인체 유해

● 고내구성(장기간 유지 가능)

● 피복 두께가 두껍고 외관이 불량함.

● 다양한 색상의 상도를 적용하여 미려한 외관 구현 가능

● 옥외 시공 불가

● 속경화, 고강도 → 선시공 공법으로 공기 단축

대형 병원
※보다 상세한 내용은 KCC 홈페이지 기술자료 검색 및 기술부 문의(02-3480-5867)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