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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성능과 최저 도막 두께로 경제적인 내화도료 
건축물의 철골 기둥 및 보에 적용되어 화재 시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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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

● 목    포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2

● 순    천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

● 대    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11

● 구    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103

● 포    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95

● 부    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28

● 울    산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17

● 창    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563

●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40

● 홈씨씨인테리어 인천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26 

● 홈씨씨인테리어 목포점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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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 성    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10(금곡동)

● 경 기 북 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8

●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2

● 인    천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26 

● 원    주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61

● 강    릉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35

● 대    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50

● 청    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30 스타로미안 7층

● 천    안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정구길 40

● 당    진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719

● 전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곡로 84

2015-8500

제품의 사양 및 공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책자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 기술진과 사전에 상담바랍니다.

1시간용 내화도료

1시간용 내화도료



 내화 도료

 내화 구조의 적용대상 (건축법시행령 제 56조)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 별표1)

 내화 구조

화재 시 철골의 내력(인장강도, 압축강도) 저하로 인한 건물붕괴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로, 고온에서 발포를 통해 단열성능이 향상되어 철골로의 

열전달을 차단해 줍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바닥, 지붕 등)에 있어 일정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합니다. 

※내화도료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만족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331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 3조)

용도구분

층수/최고높이
보/기둥 내화구조

성능기준(시간)
일반시설 주거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

용 시설 중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통신

용 시설 外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外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外

12층/50 m 이상 3

12층/50 m 미만 2

4층/20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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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에 의한 수지연화

촉매제, 발포제의 반응

가스방출에 의하여 발포

발포층 표면부터 흑색탄화

흑색탄화층 백색으로 변화

100 ~ 200 ℃

250 ~ 450 ℃

450 ~ 600 ℃

600 ~ 900 ℃

9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유흥 주점,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옥외 관람석의 경우는
1,000 ㎡ 이상

바닥면적 합계 : 200 ㎡ 이상

공장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장 제외

바닥면적 합계 : 2000 ㎡ 이상

건축물의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의료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식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함

바닥면적 합계 : 400 ㎡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 관련시설,
발전시설, 교도소, 감화원, 

묘지관련시설 제외

바닥면적 합계 : 모든 건축물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外

바닥면적 합계 : 500 ㎡ 이상

 특성

 추천 도장시스템

 내화 도료 상도 추천 색상

 일반물성

•시공성 및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특수 첨가제의 사용으로 건조가 빨라 시공이 용이하며, 
    우수한 내크랙성과 높은 부착강도로 내구성 또한 우수합니다.

•우수한 내화성능을 제공합니다.
    화재시 인화성이 없어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십배 이상 발포하여 철골로의 열전달을 막아줍니다.

구분 제품명
건조시간(hr/20 ℃) 건조도막

두께(㎛)
도장
횟수

재도장간격 용도 희석제
지촉건조 고화건조

하도
(3종 중 택일)

EP170
KSM 6030-1종

IZ180N

3
4

30분

6
16

경화건조24

50
50
60

1 -
에폭시계 방청도료

일반 방청도료
무기징크계 방청도료

024
012, KSM6060 - 1종

0614, 0608

실러
(IZ180(N) 적용시)

EP170QD 30분 4 40 1 -
수포현상 방지를 
위한 Mist Coat

053

중도
FIREMASK
SQ-1150

2 12 650 1~2회
12시간 이상

(20 ℃, 85%이하)
1시간 내화도료 002(하), 003(동)

상도
(4종 중 택일)

유크릴 내화상도
UT6581

센스멜 조합
모아코트 만능우레탄

10분
2
2

25분

1
24
14
12

50 1 -

속건형 아크릴 상도
우레탄 상도

조합페인트 상도
 다용도 우레탄 상도 

029(하), 003(동)
037U, 0624

012, KSM6060-1종
029K, 스포탄희석제

구분 물성 비고

불휘발분 68±2 KS M 5000-2113

인화점 25 ℃ 밀폐식

저장기간 12개월 건냉암소 보관

건조시간
지촉 2시간, 
고화 12시간

KSM 5000-2511

부착강도
보 : 157 N/㎠

기둥 : 143 N/㎠
KSM ISO 4624 : 2007

(DOLLY TEST)

이론  도포율 17. 14 ㎡/18 L 이론치 (LOSS 미고려)

▶ 본 도장사양은 내부용으로서, 옥외 폭로 부위 적용시 및 기타 세부 사항은 KCC TSD(02-3480-5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색상은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국내 최저 도막두께로 
인정 획득한 경제적인
1시간용 내화도료입니다.

보, 기둥 : 0. 70 mm
                       하도(0.05㎜)포함

NA483 LA561 C304 F807500 E80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