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으로 종합카다로그 

숲으로 종합카다로그 

숲으로는 유해물질의 방출을 최소화시킨 국내 최고의 친환경 도료입니다

수성도료 숲으로 KS-QEI 지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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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홈앤웰빙은 특수 에멀젼 수지를 바인더로 한 최고급 수성페인트로서 콘크리트, 몰탈, 석고보드 등에 적합한 내부용 수성도료입니다. 특히 선형고분자를  

이용하여 우수한 탄성으로 Hair Line Crack을 방지하고 친수성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Easy Cleaning 기능을 확보한 최고급 인테리어용 도료입니다.

개 요 

내부용 외부용 기  타

콘크리트, 몰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건물 내벽의 최고급 인테리어용 도료

-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가 우려되는 아이가 있는 집의 마감용으로 적극 추천

- 사람들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오염발생 부위 마감용으로 적극 추천 

    (Easy Cleaning 기능으로 재도장 주기 연장)

     예) 백화점,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용 도 

Hair Line Crack을 방지합니다

선형고분자를 이용하여 일반수성도료 대비 우수한 탄성으로 콘크리트  

소지로부터 발생하는 도막의 미세크랙을 방지합니다.

낙서가 쉽게 지워집니다

친수성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Easy Cleaning 기능이 탁월합니다.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합니다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대기중의 포름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듭니다.

곰팡이 발생을 억제합니다

곰팡이 및 주요세균의 발생 및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기능으로 위생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 징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홈앤웰빙

80 ㎛
(40 ㎛ X 2회 도장)

2회 B, R, S 모든 색 5 ㎡/L

※ 도장방법 : B  붓, R   롤러, S   스프레이

도장사양 

프리미엄급 내부용 도료 

0.9L / 2L / 3.78L / 18L

인장강도 및 신장률 Test

시험항목 숲으로홈앤웰빙 일반수성도료

[인장성능] 인장강도 225.7 (N/㎠)

측정불가
[인장성능] 파단시의 신장률 568 %

[열화처리후 인장성능]
파단시의 신장률(가열처리)

155 %

※ 시험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낙서제거 Test (청수세척)

일반도료 숲으로홈앤웰빙 일반도료 숲으로홈앤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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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KS2급 내부용 도료

내부용

에이스

숲으로골드는 친환경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콘크리트,시멘트 몰탈 등에 도장 가능한 고품질의 내부용 도료입니다. 내구성, 내수성, 내알카리성, 부착성이 

우수하며 특히, 우수한 은폐력과 살오름성으로 작업성이 우수해 신축 및 보수 마감에 적합한 내부용 수성 페인트 입니다.

개 요 

콘크리트나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내부용 마감도료

용 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골드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5.2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친환경 인테리어 도료

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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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인테리어용 고품질 제품입니다.

도막 살오름성(두께), 은폐력, 백색도가 우수하여 일반 수성도료보다  

고품질의 외관을 구현합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환경표지인증서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HB마크) 최우수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 징  

친환경 KS1급 내부용 도료

내부용

3.78 L

KS1급

숲으로KS1급내부용은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바인더로 한 수성페인트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의 소지에 적합한 친환경 내부용 수성도료입니다. 

※ KSM6010-2종-1급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의 마감

용 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KS1급내부용
80 ㎛

(40㎛X2회 도장)
B, R, S 모든 색 4.9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KSM6010-2종-1급

•시공성과 은폐력 우수

•최고 성능의 친환경성과 항균, 항곰팡이 성능 

    (환경표지인증서, HB마크 최우수 등급, 항균/항곰팡이 시험성적서 보유)

특 징

숲으로에이스내부용은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바인더로 한 수성페인트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의 소지에 적합한 친환경 내부용 수성도료입니다.   

※ KSM6010-2종-2급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의 마감용

용 도  

도장사양 

•KSM6010-2종-2급

•시공성과 은폐력 우수

•최고 성능의 친환경성과 항균, 항곰팡이 성능 

    (환경표지인증서, HB마크 최우수 등급, 항균/항곰팡이 시험성적서 보유)

특 징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에이스 내부용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4.6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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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홈앤멀티멜은 다양한 소지 및 각종 구도막에 적용 가능한 인테리어/DIY용 도료로서, 콘크리트, 목재, 철재, 석고보드 및 수성, 에나멜, 락카, 방청하도 등의 

구도막에도 부착력이 우수한 고기능성 친환경 인테리어/DIY용 도료입니다.

개 요 

신규 소지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철재, 목재 

구도막 보수 : 에나멜, 조합, 유성 아크릴, 락카, 수성

용 도  

• 다양한 소지 및 구도막에도 부착력이 우수하여 간편한 인테리어 및 DIY도장 

가능

• 유해물질 및 유해 중금속 등의 함유와 방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도료  

(HB마크 최우수, 환경마크, NP FREE, 중금속 FREE, 저취)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각종 균류에 의한 오염 발생을 최소화

•페인트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어 다중 이용 시설 보수에 적극 추천

•각종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이지클리닝 기능

• 내수성 및 내후성 등이 우수하여 외부 노출 부위에 적용하여도 미려한 외관 

유지 가능

특 징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홈앤
멀티멜

60 ㎛
(30 ㎛ X 2회 도장)

2회 B, R, S 모든 색 6.65 ㎡/L

※ 도장방법 : B  붓, R   롤러, S   스프레이
※ 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 소지조정을 위해 먼지, 유분 제거 및 부착불량 방지를 위해 샌드페이퍼로 샌딩 필요

도장사양  

다용도 친환경 수용성 에나멜 

0.9L / 3.78L

숲으로광택수성은 광택을 요하는 면에 적용 가능한 수성도료로서, 시공후 

은은한 광택으로 세련된 외관 구현이 가능한 친환경 도료 입니다.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으로 마감한 내부용 수성 광택 마감도료

용 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광택수성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5.2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일반수성도료 및 무늬코트와 함께 적용시 개성있는 마감면의 연출이 가능하며 

은은한 광택으로 미려한 외관 연출 및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도막을 보호합니다.

특 징 

친환경 광택 마감도료 

3.78 L / 18L

내 부 용

숲으로인텍스는 고급스러운 극무광을 구현해주며, 스프레이 및 롤러 작업성이 

우수하고 항균. 항곰팡이 기능을 보유한 친환경 극무광 수성도료 입니다. 

(주로 천정용으로 추천)

개 요  

숲으로홈앤듀제로는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바인더로 한 수성 페인트로서,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발코니벽 및 천장 부위에 적용,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친환경 도료입니다.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내벽용 마감도료

용 도  

콘크리트나 시멘트, 몰탈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결로방지성능 및 내곰팡이성을 

강화시킨 건축물의 내부 마감도료

용 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인텍스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4.2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홈앤
듀제로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3.5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친환경 내부용 극무광 도료

친환경 결로방지용 도료

내 부 용

18L

인텍스

극무광 마감처리

눈부심을 방지하고 극무광을 구현하여 측면광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광택차이에 

의한 얼룩현상 없이 고급스런 외관을 구현합니다.

특 징  

다공성 필러를 사용하여 결로방지 성능 우수

다공성 필러는 실내에 발생하는 습기를 포집하였다가 실내습도가 낮아지면 

배출하여 결로를 방지합니다.

특 징  

1,000배 확대 SSEM 현미경 사진

일반 수성도료

숲으로홈앤듀제로 시험성적서

주택건설 전문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결로보완성능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3.78 L / 18L



08 09KCC PAINT SUPRO COLLECTION

숲으로 네오실-PLUS는 실리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바인더로 한 고기능성 

외부용 실리콘 도료로서,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하고  발수성 및 통기성이 

뛰어나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켜주는 최고급 외부용 도료입니다.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내벽용 마감도료

용 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네오실-PLUS

60 ㎛
(3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6.7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프리미엄급 외부용 실리콘 도료

외 부 용

16L

네오실-PLUS

소지와 도막간 우수한 부착력을 나타냅니다

자연에서 실리콘들은 유기계 및 무기계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계 도막과 

무기계 건축물 소재간에 강인한 접착력을 나타냅니다.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뛰어납니다

발수성능이 우수합니다

특수 안료 및 수지를 사용하여, 물에 잘 젖지 않으며 물을 매개로 한 오염에  

강합니다.

특 징  

일반도료 숲으로 네오실-PLUS

통기성(수증기투과성)이 우수합니다

특수 수지 및 안료를 적용, 다공성 도막구조를 형성하여 수증기를 투과시킴

으로서 도막의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숲으로 네오실-PLUS 도막표면사진 1,000배율 

 외부수성1급      숲으로 네오실-PLUS 

백색 도료의 황변도차(▵N)

유색 도료의 명도지수차(▵L)

숲
으
로

네
오
실

P
L
U
S

숲
으
로

네
오
실

P
L
U
S

친환경 내부용 방균도료

내 부 용

방균

3.78L / 18L

숲으로방균은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페인트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 내부용 및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요하는 부위에 적합한 실용적인 도료입니다.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내벽용 방균 마감도료용 도  

탁월한 방균 성능으로 곰팡이 및 각종 균류에 의한 오염 발생을 방지하여 

보다 쾌적하고 깔끔한 내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특 징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실크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4.7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친환경 내부용 비닐도료

내 부 용

실크

3.78L / 18L

숲으로실크는 고급 PVA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내부 마감용 도료로서,  

은은하고 미려한 외관으로 고급스런 느낌의 인테리어 마감시 적합한 

제품입니다.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내벽용 마감도료용 도  

평활하고 매끈한 외관을 형성하며, 은은하고 미려한 특유의 광택으로서 

백화점, 호텔, 카페, 레스토랑 등 조명을 잘 받는 내부 인테리어 마감에 

적합합니다.

특 징  

도장사양  

보급형 수성도료

네오

숲으로네오는 PVA 수ㅋ지를 주성분으로 한 대리점 전용 보급형 

수성도료로서, 유해물질이 없고 냄새가 적으며 작업성과 외관이 

우수합니다.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내부용 마감도료 용 도  

•PVA 수지를 적용하여 작업성과 외관이 우수함 

•환경마크 보유, 유해물질 및 중금속 Free, 저취
특 징  

18L

도장사양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방균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5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네오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4.5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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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KS1급외부용은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바인더로 한 수성페인트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의 소지에 적합한 친환경 외부용 수성도료입니다.
※ KSM6010-1종-1급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의 마감용

용 도

친환경 KS1급 외부용 도료

외부용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K1급 외부용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5.1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KSM6010-1종-1급

•시공성과 은폐력 우수

•내후성 향상을 통한 빗물자국 오염 저감

특 징  

KS1급

도료명 KSM6010-1종 -1급 숲으로 듀라센스 숲으로 네오실 - PLUS

1000
시간후

숲으로듀라센스는 Pure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바인더로 한 고내후성 외부용 

수성도료로서, 구도막과의 부착성이 뛰어나고 내후성, 내구성, 방균성이 뛰어난 

외부용 수성도료입니다.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고내후성 외부용 마감도료 

(아파트 재도장용으로 강력 추천)

용 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듀라센스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5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친환경 외부용 고내후성 도료

외 부 용

18L

듀라센스

방균성능이 우수합니다

도료자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재와 도막의 균서식을 방지하는 방균제를 

함께 사용하여 외벽에 발생하는 Algae, Fungus, Yeasts 등의 발생을 차단

합니다.

내후성과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UV나 가시광선영역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Pure Acryl 수지를 사용하여 

내후성 및 내구성이 일반수성도료에 비해 우수합니다.

특 징

내오염성이 뛰어납니다

Particle size가 작은 안료와 Tg가 높은 수지의 적용으로 도막의 Hardness가 

우수하여 일반수성도료에 비해 내오염성이 우수합니다.

내Chalking 성능이 탁월합니다

도막강도 및 Binding Force가 높아 장기간 경과후에도 도막 Chalking이 

덜하고 구도막과의 부착성이 우수하여 재도장용 도료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6개월 폭로시킨 시편의 외관 숲으로듀라센스일반수성

숲으로 듀라센스 일반도료

균 배양 전 균 배양 후 균 배양 전 균 배양 후

균 배양 안됨 

균에 의해 오염된 외부 건축물 방균성 시험 결과(준용 : ISO 846 - 1997 TMA)

옥외폭로시험 Chalking 시험 옥외폭로 6개월 경과후
(Tape Test)

일반수성 숲으로 듀라센스 숲으로 네오실 - PLUS

18L

친환경 KS2급 외부용 도료

외부용

숲으로에이스외부용은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바인더로 한 수성페인트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의 소지에 적합한 친환경 외부용 수성도료입니다.
※ KSM6010-1종-2급

개 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의 마감용

용 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에이스 외부용
80 ㎛

(40 ㎛ X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4.4 ㎡/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KSM6010-1종-2급

•시공성과 은폐력 우수

•내후성 향상을 통한 빗물자국 오염 저감

특 징  

에이스
18L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퍼티
2 mm 이하

퍼티용 
시공칼

미백색
(무광)

KS M 6010 - 3종 
규격 만족숲으로 퍼티 (N)

※ 두껍게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얇게 여러번 도포해주시기 바랍니다.

※ 숲으로 퍼티(N) : 저점도 타입

도장사양 

크랙 보수용 친환경 퍼티 

내부용/외부용

LOW 
VOC

중금속
 FREE

HCHO
FREE

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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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외부용 고내후성 도료

외부용/유광

18L

듀라센스(유광)

숲으로듀라센스(유광)은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프리미엄 광택 

수성페인트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의 외부 마감 도료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중금속등의 인체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LOW VOC설계를 통해 환경마크를 

취득하였으며, 우수한 광택과 내후성, 내오염성, 저취형 기능등을 보유한 고기능성 

광택 수성도료입니다.

개 요 

콘크리트나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외부 광택 수성 마감도료

용 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듀라센스
(유광)

60㎛
(30㎛ * 2회 도장)

B, R, S 모든 색 6㎡/L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사양 

•고급형 외부용 유광 도료입니다.

    - 내오염성(Self-Cleaning), 내후성(광택유지력), 곰팡이/이끼류 방지  성능이 탁월합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 환경표지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 도료 대비 냄새가 덜 나는 저취형 타입 입니다.

특 징 

친환경 목재용 수성스테인

0.4L / 0.9L / 3.5L

•목재를 보호하는 우수한 발수, 방부성능 및 고내후성

•인체에 유해한 물질 미함유(HB마크 최우수등급, 환경표지인증서 보유)

•건조가 빠르고 냄새가 적어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음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이론도포율

숲으로
홈앤스테인

20 ㎛ B, R, S 지정색 10~12 ㎡/L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 목재 수종, 도장 도구, 도장 방법, 도장 작업자에 따라 도포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

※ 은폐 및 광택향상이 필요한 경우 추가 도장 실시

도장사양 

색 상

크리어 오크

월넛 로즈우드

화이트

※ 원하는 색상에 대한 인캔 조색 가능 

※  상기 Color는 인쇄된 것으로 실제 도료의 Color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숲으로홈앤스테인은 수용성 타입의 목재 보호용 친환경 스테인도료로서, 

목재에 깊숙히 침투하여 자연스러운 무늬결과 질감을 살리면서 목재를 

보호하는 기능(발수, 방부, 고내후성)이 우수합니다.

개 요  특 징 

DIY용 목재, 실내외 인테리어 목재, 기타 모든 목재 시설물용 도 

숲으로퍼티는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바인더로 하여 제조된 퍼티로서, 

시공이 편리하고 부착력이 탁월한 친환경 퍼티입니다.
개 요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이 없고 VOC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재입니다.

•냄새가 적고, 작업성이 용이합니다.

    - 저취
    - 작업성 용이

특 징 

건축물의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건물 내·외부의 가는 틈새 및 

흠집의 눈메꿈 및 충진재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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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전 제품은 환경표지인증서를 취득한
친환경 도료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VOC 함량 
기준을 만족합니다.

구분 제품명 페이지 제품개요 적용부위

내부용

숲으로홈앤웰빙 03 미세 크랙 방지, Easy Clean, 항균 등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석고보드 등
내부

숲으로골드 04 내부 인테리어 전용

숲으로KS1급내부용 05 KSM 6010-2종-1급의 물성 기준 만족

숲으로에이스내부용 05 KSM 6010-2종-2급의 물성 기준 만족

숲으로홈앤멀티멜 06 다양한 소지에 도장 가능한 고급 인테리어용

숲으로광택수성 06 광택도료의 미려한 외관 구현

숲으로인텍스 07 고급스런 극무광, 우수한 작업성, 항균.항곰팡이 기능 (천장용)

숲으로홈앤듀제로 07 결로 발생 억제

숲으로실크 08 고급 PVA 수지를 사용하여 외관 우수

숲으로방균 08 곰팡이 발생 억제

숲으로네오 08 보급형 도료

외부용

숲으로네오실-PLUS 09 우수한 내후성, 내오염성 및 발수성능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외벽

숲으로KS1급외부용 10 KSM 6010-1종-1급의 물성 기준 만족

숲으로에이스외부용 10 KSM 6010-1종-2급의 물성 기준 만족

숲으로듀라센스 11 내후성, 내구성, 방균 성능 우수

숲으로듀라센스(유광) 12 외부용유광수성

기타
숲으로홈앤스테인 13 우수한 발수, 방부성능 및 고내후성 목재 시설물(DIY, 인테리어용)

숲으로퍼티 13 크랙 및 눈메꿈용 친환경 퍼티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석고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포름알데하이드 (HCHO) 톨루엔

2.5 0.02(2017년~) 0.08

※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 제1항관련)

2. 실내 공기질 관리법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 mg/m²*h)

국내 환경 규제 동향

일반 철재용 VOC 함량

1) 상도(上塗)마감용 (락카계 제외) 470이하

2) 상도마감용 (락카계) 230이하

3) 하도방청용 (락카계 제외) 440이하

4) 하도방청용 (락카계) 230이하

일반 철재용 VOC 함량

1) 하도용 (락카계 제외)
수성 200이하

유성 450이하

2) 하도용 (락카계)
수성 200이하

유성 570이하

3) 상도용 (락카계 제외)
수성 200이하

유성 450이하

4) 상도용 (락카계)
수성 200이하

유성 570이하

5) 스테인 (수성) 150이하

6) 스테인 (유성) 300이하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용 VOC 함량

1) 수성 무광 35이하

2) 수성 광택 70이하

3) 수성하도 (下) 30이하

4) 수성퍼티 40이하

5) 유성외부 (불소계 제외) 450이하

6) 유성외부 (불소계) 400이하

7) 유성내부 200이하

8) 유성하도 190이하

9) 유성퍼티 50이하

1. 대기환경보전법 (VOC 함유량 기준 : g/L)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용 VOC 함량

1) 유성 상도 1액형 480이하

2) 유성 상도 2액형 480이하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100이하

4) 유성 중도(中塗) 2액형 70이하

5) 유성 하도 550이하

6) 수성 35이하

가정용 도료 VOC 함량

1) 수성 35이하

2) 유성 300이하

가정용 도료 VOC 함량

1) 발수제 100이하

2) 다채무늬도료 150이하

3) 투명도료 5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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