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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시공 후 오랫 동안 방수 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공 후 우수한 외관을 나타냅니다.

•DOP(dioctyl phthalate), Pb(납) Free 제품입니다.

용도

•옥상 및 지하층의 근린시설 겸용 노출방수

•화장실, 베란다, 다용도실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특징

•DOP(dioctyl phthalate), Pb(납) Free 제품입니다.

• 콘크리트 등 소지와 우수한 부착력을 나타냅니다.

•우수한 기계적 성능(인장, 인열강도, 파단시의 신 

   장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

•옥상 및 지하층의 근린시설 겸용 노출방수

•화장실, 베란다, 다용도실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스포탄 
KS1류 방수재(프리미엄)

스포탄 
노출 방수재 

스포탄 KS1류 방수재(프리미엄)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한 

2액형 도료로 신율과 도막강도가 뛰어나 

크랙과 균열에 대한 견딤성이 우수하며, 

이음새 없이 노출 마감되어 누수를 

방지하는 전천후형 방수재입니다.

(KSF3211-1류 건설용 도막 방수재 규격 만족)

스포탄 노출 방수재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한 2액형 도료로 

신율과 도막강도가 뛰어나 크랙과 균열에 대한 

견딤성이 우수하며, 이음새 없이 노출 마감되어 

누수를 방지하는 전천후형 방수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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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전동교반기가  필요하지 않다.

• 2액형보다 작업성이 우수하다.

• 작업이 수월하며 비전문가도 시공이 가능하다.

• 인건비 절감으로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용도

•옥상 및 지하층의 근린시설 겸용 노출방수

• 화장실, 베란다, 다용도실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특징

•기존 타르방수재의 독성 및 악취가 없다.

•저점도 Self-levelling type으로 적업성이 

    우수하다.

•방수효과 및 탄성이우수하다.

•내구성이 우수하다.

•소지와의 접착력이 우수하다.

•이음새 없는 시공이 가능하다.

•소지 크랙에 대한 견딤성이 우수하다.

용도

•옥상 및 지하층의 비노출방수

•화장실, 목욕탕 등의 비노출방수

•PC아파트 복도 바닥 및 기타부위  비노출방수

모노탄 
1액형 노출 방수재

스포탄 
KS 비노출 방수재

모노탄 1액형 노출 방수재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1액형 도료로서,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견딤성이 우수하고 

2액형 제품보다 작업이 편리한 

전천후형 방수재입니다. 

스포탄 KS 비노출 방수재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기존 비노출 방수재의 

타르(TAR)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독성 및 악취가 없으며, 

저점도로 우수한 작업성을 나타냅니다.

(KSF3211-2류 건설용 도막 방수재 규격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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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바닥용 방수재와 동일한 우수물성

• 흘러내림 없이 수직면에 작업가능

• 롤라, 붓, 흙손 등 여러가지 도장기구로 시공가능

• 비노출 시공시 몰탈과 부착력 양호                   

(KSF3211-2류 건설용 도막 방수재 규격 만족)

용도

•노출 및 비노출 수직면 방수

스포탄 
KS 수직면 방수재

우레탄 방수재
도장사양

스포탄 KS 수직면 방수재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노출형 및 비노출형으로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수직면에도  흐르지 않고 도장이 가능한 

고성능 방수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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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탄 KS1류 방수재(프리미엄) / 스포탄 노출 방수재(3,000 ㎛)

도장구분 도장구분 도장구분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스포탄 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스포탄 KS1류 방수재(프리미엄)  

or 스포탄 노출 방수재

500+2,500

= 3,000
Rake, 헤라 녹색

or

기타

신율이 탁월하고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 도 스포탄 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2액형 방수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모노탄 1액형 노출 방수재 (2,000 ㎛)

도장구분 도장구분 도장구분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스포탄 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모노탄 1액형 노출 방수재
1,000+1,000

= 2,000
R, Rake, 헤라 녹색

or

기타

작업성이 우수하며, 신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1액형 노출 방수재

상 도 모노탄 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1액형 방수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스포탄KS 수직면 방수재 (2,000 ㎛)

도장구분 도장구분 도장구분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스포탄 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스포탄KS 수직면 방수재
500+1,500

= 2,000
Rake, 헤라 녹색

or

기타

신율이 탁월하고 접착력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수직면용 방수재

상 도 스포탄 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2액형 방수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스포탄 KS 비노출 방수재 (3,000 ㎛)

도장구분 도장구분 도장구분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스포탄 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스포탄 KS 비노출 방수재
500+2,500

= 3,000
Rake, 헤라

흑색 or

기타

신율이 탁월하고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비노출형 방수재

상 도 보호몰탈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제 품 명
지촉건조

(25℃)

경 도

(Shore A)

인장강도

(kgf/cm2)

인열강도

(kgf/cm2)

신장률

(%)
구분 및 용도

HB195A 1분 이내 90±5 230±30 70±100 350±100 하이브리드 우레아(방수/바닥용)

PU295A 1분 이내 95±5 210±30 100±100 350±100 순수 우레아 (방수/바닥/방식용)

HB180A 1분 이내 85±5 100＜ 60±5 350%＜ 저온저압 우레아 (방수용)

PU270D 10분 이내 65±5(D) 230±30 125±15 60±20 순수 우레아 (철재수도 강관용)

BR385A 6분 90±5 60±20 55±5 250%＜ 우레아 보수재

•속경화 TYPE
  기존의 도료 대비 속경화 TYPE(지촉건조 : 30초 이내, 경화건조 : 60분 이내)으로 신속한 보수/신축시공을 요하는 

백화점이나 아파트 등에 시공시 공기단축 효과가 뛰어나다.

•우수한 작업성 
  작업조건에 자유롭게 단기간 내 시공이 가능하고 경사면 및 수직면에 작업이 용이하다.

•친환경 도료
 무용제 TYPE의 VOC Free 제품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환경표지인증서 보유)

•탁월한 경제성 
  하이퍼우레아는 최고의 물성을 지닌 고기능성 순수우레아(PU285A, PU295A),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우레아

(HB195A) 및 저온저압형 하이브리드 우레아(HB180A)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우수한 물성
  인장강도, 인열강도, 내충격성, 신율, 부착강도 등 우수한 물리적/기계적 물성을 나타낸다.

•내수성/내약품성 우수
  제약공장, 식품공장 등 내수성, 내약품성이 필요한 시설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 콘크리트 구조물 노출부위의 방수바닥재(내외부 주차장, 옥상, 방근 부위 등)

•공장 지붕, PCM 지붕, LNG 지붕 보수

• 침수부위(저수조, 하수처리장, 정수장, 옥외수영장, 냉각수조 등) 방수방식재

• 콘크리트 단열방수부위(냉동창고, 빙축열조 등)

•콘크리트 지중 매설부위, 복합형상 구조물

•철재 주차장 外

하이퍼우레아 
방수바닥재

하이퍼우레아는 

KCC 폴리우레아의 제품명으로, 

Isocyanate Prepolymer와 Polyamine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 촉매없이 저온 및 

고습도 조건에서도 도장이 가능한 

고기능성 도료입니다.

10 11KCC PAINT WATER-PROOF COATING 

HYPERUREA

환경표지 인증서

1. 상 호 : (주)케이씨씨

2.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214-81-70045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서초동)

4. 공장·사업장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764

5. 대 표 자 성 명 : 정몽진,정몽익

6. 대 상 제 품 : EL241.페인트

7. 상표명/용도·제공서비스 : 하이퍼우레아 PU295A/방수 바닥재용
페인트(중도, 유성, 외부)

8. 인 증 기 간 : 2016.10.06 부터 2018.09.14 까지

9. 인 증 사 유 : "지역 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3조제2항

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따라환경표지대상제품의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환경표지의사용을인증합니다.
※ 최 초 교 부 : 2014.09.15

제 12631 호

2016년 10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기술 및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 및같은 법시행령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를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사실확인 : 1577-7360

KSF4922 인증서
-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특허증
- 수처리 시설용 다층도료피막, 
   그 도장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수처리시설
- 특허번호 : 제10-1035066호 

환경표지인증서
- 제12631호 
- 인증사유 :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특 징

용 도

제품 구분



하이퍼우레아 
방수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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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UREA
하이퍼우레아

도장사양

주차장 바닥재(콘크리트)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스포탄 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1
스포탄 고경질 중도 

or 스포탄 고경질 바닥재
500 Rake

회색, 녹색

or

기타

접착력 및 신장률이 우수한 탄성바닥재 

중 도 2
하이퍼우레아

PU295A

2,000~

3,000

우레아

전용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상 도 스포탄 고경질 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옥상 방수재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스포탄 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1
스포탄 고경질 중도 

or 스포탄 고경질 바닥재
500 Rake

회색, 녹색

or

기타

신율이 탁월하고 마모나 충격에 견딤성이 강한 방수재 

중 도 2
하이퍼우레아

PU295A, HB195A 中 택일

2,000~

3,000

우레아

전용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상 도 스포탄 고경질 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저온저압 스프레이형 방수재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스포탄 하도 50 Rake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하이퍼우레아 HB180A
2,000~

3,000

저온저압형

도장기

회색, 녹색

or

기타

저온저압 스프레이형 방수재로서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상 도 스포탄 고경질 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철재 바닥용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만능 프라이머 EP1730 50 B, R, S 회색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1
스포탄 고경질 중도 

or 스포탄 고경질 바닥재
500 Rake

회색, 녹색

or

기타

접착력 및 신장률이 우수한 탄성바닥재 

중 도 2
하이퍼우레아

PU295A

2,000~

3,000

우레아

전용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상 도 스포탄 고경질 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저수조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스포탄 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1
스포탄 고경질 바닥재 /

스포탄 KS 수직면 방수재
500 Rake

회색, 녹색

or

기타

신율이 탁월하고 마모나 충격에 견딤성이 강한 방수재 

중 도 2 하이퍼우레아 PU295A
2,000~

3,000

우레아

전용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상 도 스포탄 고경질 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 도

WT3010 50

4

B, R, S

반광 모든색
식수 탱크 오염 방지 및

콘크리트 부식방지

WT3010 50 B, R, S

WT3010 50 B, R, S

WT3010 50 B, R, S

도료명 도료TYPE 가사시간 (20 ℃)
건조시간 (20 ℃)

희석제/희석량(부피비)
지촉 경화 완전

WT3010 수용성 에폭시 5시간 1시간 24시간 7일 물 / 5 % 이하

저수조용
수용성 에폭시 코수멜

WT3010은 수용성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콘크리트 물탱크의 

내부 오염 및 콘크리트의 부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며,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제품은 식수탱크에 사용이 가능한 

도료로 미국 식품위생국(F.D.A)의 175.300 규정을 

만족합니다.

14 15KCC PAINT WATER-PROOF COATING 

WT3010

•유기용제가 함유되지 않아 냄새가 거의 없다.        

•FDA 규격에 의한 DJK 인증 획득                    

•내수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소지와의 접착력이 우수하다.                           

•색상의 선택이 지유롭다.

특 징

• 아파트 공장등의 식수용 콘크리트 탱크 내부용 도

도장 사양

제품 사양



저수조용
무용제 에폭시

16 17KCC PAINT WATER-PROOF COATING 

•무용제 타입의 저취형        

•습기가 있는 지하벽면에 우수한 경화성능   

•소지와의 우수한 접착력

•보수도장이 용이                

•내수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                         

•FDA 규격에 의한 DJK 인증획득

•KSD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의 품질규격 적합

특 징

• 아파트 공장등의 식수용 콘크리트 탱크 내부

•습기가 존재하는 지하실 내부

용 도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EP1775 100 1 B, R 투명 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 도
ET5775 100

2 B, R 유광, 청색 식수오염방지 및 콘크리트 부식 방지
ET5775 100

도장 사양

도료명 도료TYPE 가사시간 (20 ℃)
건조시간 (20 ℃)

희석제/희석량(부피비)
지촉 경화 완전

EP1775 무용제 에폭시 하도 50분 4시간 24시간 5일 무희석 / 요시 TH0375 최대 5 %

ET5775 무용제 에폭시 상도 50분 4시간 24시간 5일 무희석 / 요시 TH0375 최대 5 %

제품 사양

시험항목 단 위 결과치 시험방법

겉모양 - 이상없음  KS F 4921 : 1999

부착강도(표준) N/㎠ 220( * )  KS F 4921 : 1999

부착강도(침수후) N/㎠ 168( * )  KS F 4921 : 1999

내충격성 - 이상없음  KS F 4921 : 1999

투수성 - 이상없음  KS F 4921 : 1999

저온고온반복시험 - 이상없음  KS F 4921 : 1999

탁도 도 0.5이하  KS D 8502 : 2002

색도 도 1이하  KS D 8502 : 200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L 1.7  KS D 8502 : 2002

잔류염소감량 ㎎/L 0.5  KS D 8502 : 2002

냄새 - 이상없음  KS D 8502 : 2002

맛 - 이상없음  KS D 8502 : 2002

CN⁻ ㎎/L 검출안  KS D 8502 : 2002

페놀류 ㎎/L 검출안  KS D 8502 : 2002

에피클로로히드린 ㎎/㎏ 검출안  KS D 8502 : 2002

아민류 ㎎/L 검출안  KS D 8502 : 2002

( * )모르타르판 파단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물리적성질

콘크리트 저수탱크의 부식방지와 

내부오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며, 

습기가 존재하는 콘크리트면 위에 

직접시공이 가능하고, 무용제형으로 

도장작업시 냄새를 최소화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우수한 작업성능을 발휘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EP1775/
ET5775



특징

•시공이 간편한 1액형 수용성 친환경 방수재입니다.

용도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방수재(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바닥)

추천 도막두께 및 포장규격

•1 mm (0.3 ~ 0.4 mm 로 2~3회 도장)

•포장규격-17kg

이론 소요량

•약 2.58 kg/m2 (1 mm 도장시)

- 실제 소요량은 도막 두께 및 소지 흡습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숲으로
탄성방수재

KCC PAINT WATER-PROOF COATING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유니폭시 하도 

또는 스포탄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상도

숲으로 탄성방수재 300 ~ 400 

B,R,S,흙손
흑색

녹색

환경친화적이고 시공이 간편하며 

신축성이 뛰어난 수용성 도막 방수재
숲으로 탄성방수재 300 ~ 400 

숲으로 탄성방수재 300 ~ 400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롤러), S(스프레이)

온도조건 10℃ 20℃ 30℃

도장간격
최소 8시간 6시간 4시간

최대 24시간 24시간 24시간

도장 사양

재도장 간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