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모와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외관이 우수한 바닥용 도료입니다.

건축용바닥재

2020.10

662-1705

635-4323

262-4200

550-5601

363-4266

211-5300

943-8211

280-5935

722-7722

(033)

(042)

(043)

(044)

(041)

(063)

(062)

(061)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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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

목    포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2

순    천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

252-0227

453-4530

275-7601

580-5200

287-0811

265-3211

338-9234

726-8870

(053)

(054)

(054)

(051)

(052)

(055)

(055)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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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장유통로 28-17

창    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563

김    해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95 만도위니아건물 4층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40

서    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성    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10

남 양 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72번길 44, 201호

경 기 북 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2014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2

화    성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186

안    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2 메이퀸오피스텔 206호

인    천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26 

원    주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61

728-6800

554-4326

841-0208

235-5001

366-6339

487-7534

582-3567

744-6821

(02)

(031)

(031)

(031)

(031)

(031)

(031)

(032)

(033)

3480-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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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R COATING

FLOOR COATING
건축용바닥재

KCC PAINT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02)3480-5000      고객상담실   080-022-8200

E -mail  w3master@kccworld.co.kr                                  홈 페 이 지   www.kccworld.co.kr

기술자료 검색



깨끗한 환경은 깨끗한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바닥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날로 발전하는 현대에는 다양한 건물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기능성이 뛰어나고 물성이 우수한 바닥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CC에서는 정밀기기를 취급하는 공장, 연구소, 제약회사 등에 사용하는 내약품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방진바닥재, 대전방지용 바닥재, 

주차장 바닥재 및 각종 스포츠 시설에 필요한 탄성바닥재 등 다양한 바닥용 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KCC는 최첨단 설비와 우수한 연구진을 갖추고, 더 좋은 도료를 개발함으로써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닥 깨끗한 환경

KCC PAINT

FLOOR 
COAT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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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폭시 바닥재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마감면에서 충격이나 마모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진(DUST)을 방지하여 항상 바닥면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에폭시계 

고분자 화합물로서 강인한 도막을 형성하여 내수성,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칼리성 등)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라이닝 사양의 경우, 무용제 타입의 자체 평활형 (Self-Levelling) 바닥재로서,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미려한 외관을 나타내는 환경 친화적 도료입니다.

에폭시 방진바닥재
유니폭시코팅, 유니폭시라이닝

Epoxy Coating & Lining Epoxy Coating & Lining

• 건축물의 주차장 바닥

•  병원, 제약회사, 정밀기기 공장, 컴퓨터실, 반도체 공장, 실험실 바닥

• 화학공장, 분진 취급 공장의 바닥

• 기계실, 전기실, 배터리룸, 제품 저장 창고 바닥 

용도

1) 코팅 (박막형)

•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오염성이 강하다.

• 소지에 대한 접착력이 우수하다.

-  콘크리트 및 몰탈 표면에 에폭시 프라이머가 깊이 침투하여 시공 후 소지와의 부착력이 우수

• 미관이 우수하고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다.

• 유니폭시 코팅 도장시 "논슬립파우더"를 1~2 Pack 추가 도장하면 미끄럼 방지 및 소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라이닝 (후막형)

• 내약품성, 내용제성, 내스크래치성, 내마모성 우수

• 충격에 강하다.          - 보행 및 차량 운행시 우수한 내충격성 발휘

• 작업성이 우수하다.    - 도막두께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다. (2~3 mm)

• 환경친화적이다.        -  용제를 거의 함유하지 않은 무용제 타입으로, 환경표지인증서 보유

• KSFS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인증 보유

특징

2) 라이닝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이론소요량
도장방법 비 고

m2/L L/m2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6.2  0.16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도 유니폭시라이닝 2,000 ~ 3,000
0.22 ~ 0.33

(㎡/kg)
3.06 ~ 4.58

(kg/㎡)
RAKE, 
고데

내마모성, 기계적물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 유니폭시라이닝은 소지기공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약 0.5mm 두께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1) 코팅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이론소요량
도장방법 비 고

m2/L L/m2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6.2  0.16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도 유니폭시코팅
50×2회 도장

= 100 ㎛
5.5 0.18 B, R, S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
사양

현장명 적용 자재 소재지

용인 상현마을 수지 센트럴 아이파크

유니폭시코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반포 자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김포 고촌 힐스테이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현 e-편한세상하늘채 인천시 서구 신현동

인천 숭의아레나파크 인천시 중구 도원동

서울 국제금융센터 (IFC)

유니폭시라이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PMK 양산공장 경남 양산시 유산동

YG타워 서울시 중구 다동

해운대 센텀파크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길음뉴타운4단지 e-편한세상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주요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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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폭시레진몰탈 바닥재는 특수폴리머에 실리카 샌드를 혼합한 3액형 바닥재로서 극심한 

마모나 충격의 환경에서도 견딤성 및 부착력이 뛰어나 수축현상이나 균열 등이 발생되지 않는

고강도 바닥마감재입니다.

고강도 에폭시 레진몰탈
유니폭시레진몰탈

Epoxy Resin Mortar Epoxy Resin Mortar

•  옥내 주차장 바닥 

(특히 논슬립이 필요한 코너 또는 램프부위)

• 중장비 통행이 빈번한 공장 및 물류창고 바닥

• 기타 미끄럼 방지가 요구되는 산업 분야의 바닥재

용도

• 내충격성 및 압축강도가 매우 우수하여 중량물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공장 및 창고에 적합하다.

• 마찰에 의한 소음 감소 및 미끄럼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 무용제 타입으로서 친환경 바닥 마감재이다. (환경마크 보유, HB마크 최우수 등급)

• KSFS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인증 보유

특징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이론소요량
도장방법 비 고

m2/L L/m2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6.2  0.16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유니폭시레진몰탈 3,000 ~ 5,000
0.49~1.06

(m2/kg)
0.94~2.06

(kg/m2)
흙손, 
주걱

마모나 충격에 견딤성이
우수한 바닥재

상도 유니폭시코팅 50 11 0.09 B, R, S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마감재

※ 소지면이 거친곳은 하도를 1회 추가하여 도장합니다.

※ 중도 본도장 직전에 로울러를 이용하여 유니폭시 레진몰탈 수지만 100 ㎛ 두께로 선행도장하면 작업성 및 부착력이 더욱 우수합니다.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
사양

현장명 적용 자재 소재지

삼성물산 본사

유니폭시레진몰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파주 LG디스플레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서초 GT타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 아산병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서울스퀘어빌딩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경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MBC드라마 제작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경북대학교 병원 암센터 대구시 중구 삼덕동

KBS 미디어센터 外 다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주요 
시공사례

배합
비율

구 분

하절용 동절용

주제

칼라샌드 
적용시

주제

일반샌드 
적용시

경화제 샌드

주제

칼라샌드 
적용시

주제

일반샌드 
적용시

경화제 샌드

주차장(경승용차) 
바닥 등 보행 위주의 

산업분야

12.5 13.3

3.67 95

12.5 13.3

3.92 95

중장비 운행 통로,
심한 충격과 마모를 

받는곳
3.67 64 3.92 64

※ 주제와 경화제를 필히 전동 믹서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혼합 후 실리카(칼라) 샌드를 투입하여 혼합하십시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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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폭시엠보라이닝 (후막형) 바닥재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1 유니폭시라이닝 2,000 ~ 3,000
헤라, 
RAKE

유광, 
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 물성 및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제

중도2 유니폭시엠보 200 ~ 300 전용롤러
유광, 
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 물성 및 소음 감소효과가
 우수한 바닥재

상도 유니폭시코팅 50 B, R, S
유광, 
모든색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 유니폭시라이닝은 소지기공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약 0.5 mm 두께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니폭시엠보는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뛰어난 무용제 엠보바닥재로서, 단단하고 강한 

엠보무늬를 형성하여 소음 및 미끄럼 방지 효과가 탁월하고, 전체적으로 개성있는 외관을 

연출하는 바닥재 입니다.

에폭시 엠보코트
유니폭시엠보

Epoxy Embo Coat Epoxy Embo Coat

• 소음감소 효과 및 미끄럼 방지 효과가 요구되는 주자창 바닥용 

    (아파트, 대형마트, 백화점 및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

• 기타 공장 등의 콘크리트 바닥용

용도

• 소음방지 효과가 탁월하다.

주차장에서 차량의 이동 및 코너회전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준다.

• 미끄럼 방지효과가 우수하다.

도막표면의 엠보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효과가 우수하다.

• 내수성, 내마모성, 내화학성이 우수하다.

일반 에폭시 도료와 동일한 수준의 뛰어난 물성을 나타낸다.

• 개성있는 외관연출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엠보무늬로 콘크리트 소지의 요철을 COVER하고 개성있는 외관을 구현한다.

특징

1) 에폭시엠보코팅 (박막형) 바닥재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B, R, S 투명
소지 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유니폭시엠보 300 ~ 500
흙손, 
주걱

유광, 
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 물성 및 소음 감소효과가
 우수한 바닥재

상도 유니폭시코팅 50 B, R, S
유광, 
모든색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유니폭시엠보 도장시 소지기공에 의한 기포발생 및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예방을 위해 약 0.2 mm (200 ㎛) 두께로 스크래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장
사양

현장명 적용 자재 소재지

판교 이노벨리

유니폭시엠보

경기도 성남시

송도 자이 하버뷰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전 도안신도시 한라비발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서울특별시 은평구

반포 리체 (삼호가든 1, 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포 KCC웰츠타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루터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르네상스 호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 
시공사례

08        KCC PAINT FLOOR COATING 에폭시 엠보코트       09



유니폭시마블은 저황변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자체평활(Self-Levelling)이 가능한 

도료로서, 도막의 경도 및 평활성이 우수한 환경친화형 칼라 바닥재입니다. 단단하고 질기면서 

매끈한 외관을 형성하며, 펄 안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칼라 에폭시 바닥재
유니폭시마블

KCC Color Epoxy KCC Color Epoxy

• 인테리어용 칼라 에폭시 바닥재용도

• 작업 방법에 따라 다양한 Pearl 패턴 연출 가능

• 자체평활성 (Self-Levelling) 우수

• 부착성, 내구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우수 

특징

유니폭시마블 주제에 칼라 파우더 한 통(200 g)을 넣고 1차 교반 후, 혼합한 주제에 경화제를 넣고 

전동드릴로 2~3분간 균일하게 혼합합니다.

1) 표면처리 및 하도작업이 완료된 소지면에 혼합된 유니폭시마블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철 레기, 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1차 도장합니다.

2) 다양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철 레기, 흙손 등을 이용하여 2차 패턴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3) 투톤 색상으로 적용하는 경우, 2차 도장 時 다른 색상의 칼라펄을 사용하여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도장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시간

(20 ℃ 기준)

지촉건조 고화건조 완전건조 가사시간 후속도장간격

9시간 26시간 5일 15분 21시간 ~ 5일

도장
사양

• 배합비율

    - 유니폭시마블 14 kg (주제 10.5 kg : 경화제 : 3.5 kg)

    - 펄 파우더 200 g 

• 도장방법

    철 레기 혹은 흙손

혼합법

혼합비율 및
제품 물성

시공
방법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이론소요량 도장 방법 비 고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0.16 (L/㎡)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도
유니폭시마블 + 

펄파우더
1,500~3,000 1.63 ~3.27 (kg/㎡) RAKE, 흙손 

내마모성, 기계적물성이
저황변형 칼라 에폭시 바닥재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 유니폭시마블은 소지기공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약 0.5 mm 두께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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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니폭시 난연 라이닝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방법 비 고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도 유니폭시난연라이닝 2,000~3,000 RAKE, 고데
불연성능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에폭시 마감재

2) 유니폭시 난연 엠보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방법 비 고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도 유니폭시난연엠보 300 전용롤러
불연성능 및 엠보 무늬 형성이 가능한 

에폭시 바닥재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 상도 도장 시, 소지기공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니폭시 난연 제품은 화재 발생 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바닥재 입니다. 

난연 에폭시 바닥재
유니폭시난연라이닝, 유니폭시난연엠보

Epoxy Flame Retardant 
Coating

Epoxy Flame Retardant 
Coating

• 일반 건축물을 포함한 전자, 전기, 반도체 제조시설 바닥

• 가연가스, 유기용제 취급장소 등 불연 성능을 요구하는 장소

용도

• 불연재료에 해당하는 불연 성적서 보유

• 자체평활성 (Self-Levelling) 우수 (유니폭시난연라이닝) 

• 부착성, 내구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우수

특징

도장
사양

• 불연재료(난연1급)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준불연재료(난연 2급)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난연재료(난연 3급)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불연 성능 
구분

발화

일반품

연소 확산 없음

유니폭시난연라이닝, 유니폭시난연엠보

유니폭시난연라이닝, 유니폭시난연엠보

발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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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폭시내산은 일반 무용제 에폭시 바닥재가 가지는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자기평활성 

(Self Levelling)을 나타내면서 황산, 인산, 질산, 염산, NaOH 등에 대한 내화학성이 강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내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내산 에폭시 바닥재
유니폭시내산

Epoxy Chemical Resistance Epoxy Chemical Resistance

• 병원, 제약회사 바닥마감

• 식품공장, 산을 취급하는 화학공장 바닥마감

• 화학실험실, 학교 과학실 바닥마감

용도

• 내산성이 우수하다.

-  일반 에폭시 바닥재 대비 내산성이 우수하다.

•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 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유성 등이 우수하다.

•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다.

-  무용제 에폭시 바닥재와 동일한 인장강도, 압축강도 등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하중을 받는 

   공장바닥재로도 사용가능하다.

특징

현장명 적용 자재 소재지

중외제약 당진공장 (GMP)

유니폭시내산

충남 당진군

베르나제약 송도공장 (GMP)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양유업 천안공장 (HACCP) 충남 천안시

파스퇴르유업 횡성공장 (HACCP) 강원도 횡성군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 대구광역시 남구

화성시 다우케미칼 R&D 센터 경기도 화성시

주요 
시공사례

도장
사양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이론소요량
도장방법 비 고

m2/L L/m2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6.2  0.16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도 유니폭시내산 2,000 ~ 3,000 0.33 ~ 0.49 2.04 ~ 3.06
RAKE, 
고데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중, 상도 겸용 마감재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 유니폭시내산 도장 시, 소지기공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성적서

내약품성 시험성적서 내산성 시험성적서 향균성 시험성적서

20~30 % 산에 24시간 침적 후 상태

내산 에폭시 바닥재 일반 에폭시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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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폭시대전방지는 정전기 발생, 대전, 방전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기충격 쇼크에 의한 

불쾌감, 정전기 스파크에 의한 폭발, 화재사고, 컴퓨터의 오작동, 반도체 부품의 정전파괴 등 

재해 및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전방지용 바닥재입니다.

대전방지 바닥재 수용성 에폭시 바닥재
유니폭시대전방지 수니폭시

Epoxy Antistatic SUNIPOXY

수니폭시코팅은 2액형 수용성 에폭시 도료로서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유성 수준으로

우수하며, 밀폐된 공간에서도 작업성이 우수한(저취)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실내주차장 및 제약, 정밀기기, 전자 산업공장, 병원, 식품공장 등 고도의 방진성을 요구하는 장소의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바닥용 중/상도 

    (단,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 백화 현상 등의 외관불량이 발생할 수 있음.)

용도

• 환경 : LOW VOC, LOW ODOR (냄새)                          • 유성 에폭시 바닥재와의 우수한 부착성

• 기능성 : 우수한 내구성 / 용이한 작업성 / 화재 예방         • 환경표지인증서 보유

특징

• 유광 / 녹색, 회색광택 및 
색상

• 고도의 기능성

-  우수한 대전방지 효과로 방전에 의한 재해를 막을 수 있다.

-  표면저항치가 1Ｘ106 Ω ~ 9Ｘ108 Ω이며 크린룸 클래스 #100에 적용 가능하다.

-  에폭시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내약품성, 내구성, 부착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 시공 및 경제성

-  스프레이, 레기(RAKE), 롤라 등을 사용, 일반 도장방법으로 간단히 시공이 가능하며, 재도장성이 뛰어나 

유지관리가 편리하여 반영구적 대전방지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

※  추천도막두께 미만의 박막도장 또는 과도막 도장시 도전성이 불량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천도막두께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특징

도장
사양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이론소요량
도장방법 비 고

m2/L L/m2

하도 유니폭시하도 50 6.2 0.16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유니폭시라이닝 2,000 ~ 3,000
0.22 ~ 0.33

(㎡/kg)
3.06 ~ 4.58

(kg/㎡) 
RAKE, 
고데 

내약품성, 기계적 물성 및 
마모나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상도 유니폭시대전방지
50×2회 도장

= 100 ㎛
4.8 0.21 B, R, S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부착력 및 대전방지 효과가 

뛰어난 마감재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 유니폭시라이닝 도장 시, 소지기공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전자, 전기, 컴퓨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바닥

• 크린룸, 무균실, 수술실 등 고도의 방진성을 요하는 장소

• 가연가스, 유기용제 취급장소

용도

현장명 적용 자재 소재지

LG DISPLAY P9

유니폭시대전방지

경기도 파주시

한국노벨 공장 강원도 태백시

동우 광학필름 크린룸 경기도 평택시

KAIST 센터 대전시 유성구

중국 우시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하이닉스 반도체 증축 경기도 이천시

유영제약 공장 충북 진천시

LG DISPLAY P7 경북 구미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송도 베르나 바이오텍 인천시 연수구

중국 광저우 LG디스플레이 중국

주요 
시공사례

저 취포름알데히드
Free

중금속 FreeLOW-VOC

건조
시간

구분 5 ℃ 20 ℃ 30 ℃

지촉건조 4시간 2시간 60분

경화건조 50시간 12시간 6시간

도장
사양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이론소요량 도장방법 비 고

하도 수니폭시하도 40 ㎛ × 1회 도장 7.0 m2/ℓ B, R, S 투명

상도 수니폭시코팅 40 ㎛ × 2회 도장 5.4 m2/ℓ B, R, S 녹색, 회색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 콘크리트 위에 도장시 하도 도장이 필수이며, 기존 에폭시 도막 위에 보수도장시에는 하도 없이 먼지, 이물질 등의 부착 저해 요소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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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탄방진바닥재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마감면에 충격이나 마모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진(DUST)을 방지하여 항상 바닥면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폴리우레탄계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해 강인한 도막을 형성하고, 탄성이 우수하여 방수기능까지 겸할 수 

있는 방수바닥재입니다.

우레탄 방진바닥재
스포탄

Urethane Coating & Lining Urethane Coating & Lining

• 일반 건축물 주차장 바닥 (옥외 시공 가능)

• 정밀기기 공장, 컴퓨터실, 반도체 공장 및 실험실 바닥

• 학교, 일반사무실, 도서실 등의 바닥

• 기계실, 전기실, 배터리룸, 제품 저장 창고 바닥

용도

• 탄성, 보행감이 우수하다.

우레탄계 탄성 포장재로 시공 후 쿠션이 있으므로 보행감이 우수하다.

•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2액형 도포재로서 화학반응 경화형이므로 경화후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 내오염성이 우수하다.

바닥재 시공후 상도 코팅하여 표면에 먼지, 기름, 약품 등이 오염되었을때 제거가 용이하다.

• 내수성이 우수하다.

도막의 소수성으로 인하여 내수성이 우수하다.

• 미끄럼방지(Non-Slip) 시공이 가능하다.

마감 시공시 Spattering 및 실리카샌드 또는 논슬립파우더 혼합시공 등 작업방법의 선택에 따라 

미끄럼방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 미관이 우수하며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다.

시공시 소지 표면의 요철을 메꾸어 주므로 표면을 미려하게 마감할 수 있으며 내부구조 및 주위의 

색상과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특징

우레탄고경질바닥재 (3,000 ㎛) : SHORE A 경도 75~85

도장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횟수

이론소요량
(㎏/㎡)

도장방법 비 고

하도 스포탄하도 50 1 0.13 B, R, S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1차
스포탄고경질
바닥재(실러)

500 1 0.8 RAKE
접착력 및 신장률이 우수한 

탄성 바닥재

중도 2차
스포탄고경질

바닥재
2,500 1 3.6 RAKE

접착력 및 기계적 물성이 뛰어난 
전천후형 탄성 바닥재

상도 스포탄고경질상도 50 1 0.11 B, R, S
내후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마감재

※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는 소지 기공에 의한 기포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약 0.5 mm 두께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도장
사양

현장명 적용 자재 소재지

목동 하이페리온 2차 지하주차장

스포탄고경질바닥재

서울시 양천구

인천 에코메트로 3차 더 타워 인천시 남동구

현대엠코 이노시티 서울시 중랑구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경기도 광명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서울시 동대문구

LG전자 가산 R&D센터 서울시 금천구

현대자동차 북부서비스센터 서울시 도봉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호매실 홈플러스 경기도 수원시

둔산동 SK텔레콤 사옥 대전시 서구

성수동 SK텔레콤 사옥 서울시 성동구

경주 블루모아 리조트 경남 경주시

평택 광동제약 GMP공장 경기도 평택시

일산 SK M-CITY 경기도 고양시

주요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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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양은 철재 주차장의 경량화 공법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우레탄 바닥재 시공방법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하지 않아 주차장 경량화 및 시공비가 절약되며 소지면과 접착력이 

우수하고 진동에 의한 소지 크랙에 대해 저항성능이 뛰어납니다.

옥외 주차장용 
우레탄 바닥재

Urethane Lining Urethane Lining

• 옥외 주차장

• 경량화가 필요한 철골 주차장

용도

•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치 않다.                            • 철골 구조의 경량화로 연약지반에 적용 가능하다.

• 내후성이 우수하여 옥외 적용이 가능하다.            • 철재주차장 진동에 의한 크랙 저항성이 우수하다.

• 방수 겸용이 가능하다.                                     • Non-Slip 시공이 가능하다.

특징

시공
단면도

철재 주차장용
사양 비교

6
5

4

3

2
1

제품명 도막두께

1 스포탄고경질상도 100 ㎛

2
스포탄고경질바닥재 500 ㎛

SAND 살포 사양별

3 스포탄고경질바닥재 2,000 ~ 3,000 ㎛

4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 500 ㎛

5 시멘트/콘크리트용 하도 : 스포탄하도 / 철재용 하도 : EP1730 50 ㎛

6 시멘트 / 콘크리트 또는 철판

철재 주차장 경량화 우레탄 바닥재 사양 철재 주차장 일반 도장 사양

비용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없어 가격이 저렴

연약지반에 적용가능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하며 시공비가 고가

연약지반시 추가비용 발생

작업방법 철재 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불필요 콘크리트 타설 필요

내구성

사계절 온도차에 대한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 

옥외 추천가능 / 방수기능 부여 / 

Non-Slip 기능부여 / 진동에 의한 내CRACK성 우수

옥외노출시 수축, 변색, 물성저하, 쵸킹 발생 (에폭시) /

기온차가 심한 경우 내구성 저하 /

진동에 의한 내 CRACK성 저하 / 방수기능 없음

접착성
철판층과의 접착력 우수 

아연도강판 적용가능
콘크리트와 철판 부착성 불량

현장명 적용 자재 소재지

성남 신세계 쉐덴 옥외주차장

옥외주차장용 

우레탄 바닥재

경기도 성남시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점 주차장 부산시 해운대구

잠원동 킴스클럽 주차타워 서울시 서초구

제일모직 의왕공장 바닥 경기도 의왕시

하이원리조트 강원도 정선군

삼성 SDI 옥외주차장 충남 천안시

주요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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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스포츠시설용 바닥재는 폴리우레탄계 수지로서, 안정된 물성으로 각종 경기에 적합한 

표면 마무리를 제공함으로써 경기 중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Floor Coating for Sports 
Facilities

Floor Coating for Sports 
Facilities

• 육상트랙, 학교운동장

• 테니스코트, 배드민턴 경기장

• 실내체육관 (배구장, 농구장, 핸드볼경기장 등)

• 골프장 주변로 포장

• 빌딩 옥상의 방수를 겸한 경기장 시설

• 기타 각종 스포츠 시설의 바닥

용도

• 내구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사용에 변질 노화가 적다.

• 내마모성, 내인열성 등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다.

• 일상의 트레이닝, 각종 경기에 따른 육체의 피로가 적다.

•  콘크리트, 아스콘 등 어떠한 하지(소지)와도 접착력이 우수하며 박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유지관리가 쉬워 경제적이다.

특징

스포츠시설용 
바닥재

※ IAAF란? 국제육상경기연맹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 Federation)

스포탄 
IAAF 인증서

스포탄 
시공 공정도

톱코우트

우레탄칩

3~6 mm 크기의

우레탄칩 살포

엠보스

스포탄 (EMBO) + 

우레탄상도

칩엠보

우레탄칩 +

스포탄 (EMBO) + 우레탄상도

칩엠보

유광 혹은 무광으로 선택하여

평활하게 도장

칩살포

적당한 소형 크기의 칩을

선택하여 살포

미끄럼 방지

적당한 소형 크기의

실리카샌드를 살포

탄성층

육상경기장

스포탄탄성중도

(9~25 mm)

테니스코트

스포탄탄성중도 +

스포탄경질중도 (5~10 mm)

실내경기장

스포탄경질중도 +

스포탄고경질바닥재 (5~10 mm)

롤러스케이트장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 + 

스포탄고경질바닥재 (5~7mm)

육상트랙시설

스포탄칩바인더 +

스포탄경질중도 (5~10 mm)

골프장

스포탄칩바인더 +

우레탄칩 (15~20 mm)

다목적구장

스포탄칩바인더 +

스포탄경질중도 (15~20 mm)

프라이머

시멘트 콘크리트

스포탄하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스포탄아스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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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Coating for Sports 
Facilities

Floor Coating for Sports 
Facilities

시공단면도

학교운동장 

육상트랙

스포츠시설용 
바닥재

육상트랙
시공단면도

테니스코트

5

4

3
2

1 IAAF 인증 사양

12.5 mm 사양

제품명 도막두께

1 스포탄고경질상도 50 ㎛

2 스포탄엠보 0.5 mm

3 스포탄탄성중도 2 mm

4 스포탄탄성중도 10 mm

5 스포탄하도 스포탄하도 : 50 ㎛

제품명 도막두께

스포탄상도 50 ㎛

스포탄엠보 + 우레탄칩 0.3 mm

스포탄경질중도 3 mm

스포탄엠보 0.4 mm

스포탄칩바인더 + EPDM칩 10 mm

스포탄하도 스포탄 하도 : 50 ㎛

사양 1 (육상트랙용 칩바인더 시스템)

제품명 도막두께

스포탄상도 50 ㎛

스포탄엠보 1 mm

스포탄경질중도 3 mm

스포탄엠보 0.4 mm

스포탄칩바인더 + EPDM칩 10 mm

 스포탄하도 스포탄하도 : 50 ㎛

사양 3 (육상트랙용 엠보시스템)

제품명 도막두께

스포탄고경질상도 50 ㎛

스포탄경질중도 3 mm 

스포탄엠보 0.4 mm

스포탄칩바인더 + EPDM칩 10 mm

스포탄하도 스포탄하도 : 50 ㎛

사양 2 (다목적구장용 칩바인더 시스템)

5

6

4

3

2
1

제품명 도막두께

1 스포탄상도 50 ㎛

2 스포탄경질중도 3 mm

3 스포탄탄성중도 4 mm

4 스포탄하도 50 ㎛

5 시멘트 콘크리트

6 지 면

※  스포탄탄성중도는 소지 기공에 의한 기포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해서 약 0.5~0.8 mm 두께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코트라인은 폭 2.5 cm 부터 5 cm 로 한다.

※  아웃코트의 넓이는 공식시합에서는 베이스 라인으로 부터 뒤로 6.4 m 이상, 실제적으로 베이스 라인으로 부터 8 m 이상, 

    사이드라인으로 부터 5 m 이상이 요구된다.

※  포스트의 높이는 1.07 m 이며 넷트의 높이는 중앙에서 91 cm 로 조절한다.

※ 스포츠시설용 바닥재는 현장 조건 및 작업 환경에 따라 도장사양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꼭 당사 기술팀을 통해 적합한 

    도장사양을 추천받으신 후 시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시설용 바닥재는 현장 조건 및 작업 환경에 따라 도장사양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꼭 당사 기술팀을 통해 적합한 

    도장사양을 추천받으신 후 시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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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Coating for Sports 
Facilities

Floor Coating for Sports 
Facilities스포츠시설용 

바닥재

시공단면도

롤러스케이트장

제품명 도막두께

1 스포탄고경질상도 50 ㎛

2 스포탄고경질바닥재 3 mm

3 스포탄고경질바닥재 3.5 mm

4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 0.5 mm

5 스포탄하도 50 ㎛

6 시멘트 콘크리트

7 지 면

※  스포탄고경바닥재는 소지 기공에 의한 기포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해서 약 0.5 mm 두께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공단면도

실내체육관

제품명 도막두께

1 스포탄고경질상도 50 ㎛

2 스포탄고경질바닥재 3 mm

3 스포탄경질중도 4 mm

4 스포탄하도 50 ㎛

5 시멘트 콘크리트

6 지 면

※  스포탄경질중도는 소지 기공에 의한 기포발생을 방지하거나 소지의 오염물질에 의한 하자 발생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해서 약 0.5~0.8 mm 두께로 스크레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6

4

3

2
1

농구코트 핸드볼코트

배구코트

5

6
7

4

3

2
1

시공단면도

골프장보행로

제품명 도막두께

1 스포탄상도 50 ㎛

2 스포탄칩바인더 + 우레탄칩 UY0492 또는 969칩 15 mm

3 스포탄하도 50 ㎛

4 시멘트 콘크리트

5 지 면

※  골프장 보행로, 일반 경기장트랙, 공원 조깅로 등에 주로 적용 시공시 도료와 칩, 안료를 지시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한 후

    바닥에 살포하고 얻고자 하는 도막두께로 흙손과 히팅 롤러(Heating Roller)로 눌러주면서 마감한다.

※ 스포츠시설용 바닥재는 현장 조건 및 작업 환경에 따라 도장사양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꼭 당사 기술팀을 통해 적합한 

    도장사양을 추천받으신 후 시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 스포츠시설용 바닥재는 현장 조건 및 작업 환경에 따라 도장사양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꼭 당사 기술팀을 통해 적합한 

    도장사양을 추천받으신 후 시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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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우레아는 Isocyanate Prepolymer와 Polyamine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생성되며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 촉매 없이 저온 및 고습도 조건에서도 도장이 가능하며, 도막형성이 

매우 빨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통행이 빈번한 곳에 빠른 보수가 가능한 고기능성 도료입니다.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하이퍼우레아

Polyurea Floor Coating Polyurea Floor Coating

•  콘크리트 구조물 노출 부위의 방수바닥재 (주차장, 옥상, 방근 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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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단열방수부위 (냉동창고, 빙축열조 등)          • 콘크리트 지중 매설부위, 복합형상 구조물  

• 철재주차장                                                       • 공장 지붕, PCM 지붕, LNG 지붕 보수

용도

특징

특허증 1

-  수처리 시설용 다층도료피막,   
그 도장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수처리시설

- 특허번호 : 제10-1035006호 

특허증 2

-  폴리우레탄 도막 방수재 조성물 
및 그 조성물을 이용한 스프레이
형 도장방법

- 특허번호 : 제10-1310615호 

KSF4937 인증서

-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특허증 3

- 폴리우레아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방수 시공 방법 

- 특허번호 : 제 10-1857384호

인증서

구분 및 

용도

상온경화형 우레아 순수 우레아 하이브리드 우레아

주차장 /
방수 / 방식  
(바닥용)

주차장 /
방수 / 방식
(수직면용)

우레아 
보수재

주차장 /
방수 / 방식

수도강관용
주차장 /

방수

저온
저압용
(방수)

제품명 BR595A(SL) BR495A BR385A PU295A PU270D HB195A HB180A

경도 90 ± 5 90 ± 5 90 ± 5 90 ± 5 65 ± 5 (D) 90 ± 5 90 ± 5

지촉건조 4시간 6시간 60분 1분 이내 10분 이내 1분 이내 1분 이내

경화건조 10시간 12시간 8시간 1시간이내 1시간이내 1시간이내 1시간이내

인장강도 180± 20 120 ± 20 60 ± 20 210 ± 30 230 ± 30 230 ± 30 100 ＜

인열강도 60 ± 5 70 ± 15 55 ± 5 100 ± 15 125 ± 15 70 ± 15 60 ± 5

신장률 400 ± 50 400 ± 50 250 % ＜ 350 ± 100 60 ± 20 350 ± 100 350 % ＜

제품 
구분

인장강도, 인열강도, 내충격성, 신율, 부착강도 등 

우수한 물리적/기계적 물성을 나타냅니다.

우수한 물성

하이퍼우레아는 최고의 물성을 지닌 

고기능성의 순수우레아 (PU295A) 및 경제적인 

하이브리드우레아(HB195A)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탁월한 경제성

작업조건이 자유로워 단기간 내 시공이 가능하고 

경사면 및 수직면에 작업이 용이합니다.

우수한 작업성

제약공장, 식품공장 등 GMP, HACCP 관련 

시설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수성/내약품성 우수

무용제 TYPE의 VOCs Free 제품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친환경 도료

일반 작업도구 (Roller/Rake)로 도장작업이 

가능하며 초속경화형 타입과 동등한 기계적 

물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온경화 TYPE

기존 도료 대비 초속경화 TYPE (지촉건조: 30초 

이내, 경화건조: 60분 이내)으로 신속한 보수/신축 

시공을 요하는 백화점이나 아파트 등에 시공 시 

공기단축 효과가 탁월합니다.

초속경화 TYPE

28        KCC PAINT FLOOR COATING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29



Polyurea Floor Coating Polyurea Floor Coating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19 18c
IP

K N

하이퍼우레아

일반 Airless Spray와 달리 주제 (PTA)와 

경화제 (PTB)가 도장건에서 만나 고온, 

고압하에서 충돌혼합하여 분사되는 방식임

(압력조건 : 2,000 psi 이상, 온도조건 : 70 ℃ 이상)

하이퍼우레아 
전용도장기

시공장비 본체

A부 이동폄프

제습기

A부 (ISO.)

Gun 호스

B부 이동폄프

제습기

B부 (Re3 in)

2액 충돌혼합 스프레이 건

고온 고압용 히팅호스

1

6

3

2

4

5

8

7

9

10

하이퍼우레아

옥상방수재 (콘크리트)

구 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스포탄하도 50 B, R, S 투명
소지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1차 스포탄노출방수재
500 ~ 

1,000
RAKE

회색, 

녹색

or

기타

접착력 및 신장률이 우수한 

탄성바닥재

중도 2차

 선택1) 

상온경화형

하이퍼우레아 

BR595A(SL)

2,000 ~ 

3,000
RAKE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상온경화형)

 선택2) 

초속경화형

하이퍼우레아 

PU295A, HB195A

中 택1

2,000 ~ 

3,000

전용 

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초속경화형)

상도 스포탄고경질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논슬립 질감 구현을 위한 

   논슬립 파우더 적용 가능

도장
사양

주차장 바닥재 (콘크리트)

구 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스포탄하도 50 B, R, S 투명
소지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1차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 500 RAKE

회색, 

녹색

or

기타

접착력 및 신장률이 우수한 

탄성바닥재

중도 2차

 선택1) 

상온경화형

하이퍼우레아 

BR595A(SL)

2,000 ~ 

3,000
RAKE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상온경화형)

 선택2) 

초속경화형

하이퍼우레아 

PU295A, HB195A

中 택1

2,000 ~ 

3,000

전용 

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초속경화형)

상도 스포탄고경질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논슬립 질감 구현을 위한 

   논슬립 파우더 적용 가능

※ 옥외 주차장은 소지면 상태에 따라 추천되는 중도1차(바탕조정재)가 상이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술부에 문의 바랍니다. 

※ 중도1차(바탕조정재)는 반드시 추천 도막두께로 도장바랍니다

철재 바닥용

구 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EP1730 50 B, R, S
백색, 

회색

소지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1차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 500 RAKE

회색, 

녹색

or

기타

접착력 및 신장률이 우수한 

탄성바닥재

중도 2차

 선택1) 

상온경화형

하이퍼우레아 

BR595A(SL)

2,000 ~ 

3,000
RAKE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상온경화형)

 선택2) 

초속경화형

하이퍼우레아 

PU295A, HB195A 

中 택1

2,000 ~ 

3,000

전용 

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초속경화형)

상도 스포탄고경질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논슬립 질감 구현을 위한

   논슬립 파우더 적용 가능

저수조

구 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스포탄하도 50 B, R, S 투명
소지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1차
바닥면 -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 

수직면 - 스포탄KS수직면방수재

500 ~ 

1,000
RAKE

하늘색 

or 

기타

접착력 및 신장률이 우수한 

탄성바닥재

중상도 하이퍼우레아 PU295A
2,000 ~ 

3,000

전용 

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초속경화형)

 상도
(외부노출시) 

스포탄고경질상도 50 B, R, S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수처리 시설용 (내오존방수)

구 분 제품명 도막두께
(㎛)

도장
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스포탄하도 50 B, R, S 투명
소지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1차
바닥면 - 스포탄고경질바닥재(실러) 

수직면 - 스포탄KS수직면방수재

500 ~ 

1,000
RAKE

하늘색 

or 

기타

접착력 및 신장률이 우수한 

탄성바닥재

중도 2차 하이퍼우레아 PU295A
2,000 ~ 

3,000

전용 

도장기

기계적 물성 및 신율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초속경화형)

상도 KT40 50 B, R, S
내화학성, 내오존성, 내후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 방법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30        KCC PAINT FLOOR COATING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31



Polyurea Floor Coating Polyurea Floor Coating

폴리우레아 방수바닥재

적용부위
사진

건축용 바닥재

지하주차장, 공장바닥 등 

각종 건축물의 마감재

옥상 방수재

아파트 및 각종 건축물의 

옥상 방수재

침지부위 방수

각종 건축물의 침지부위 

방수

수처리 시설

저수조(청수탱크), 수영장, 

폐수처리장

주요
시공사례

현장명 적용 자재 소재지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주차타워 PU295A 경기도 수원시

신촌 현대 백화점 철재 주차장 PU295A 서울시 서대문구

롯데호텔 주차장 PU295A 서울시 중구

통영, 인천 LNG 현장 PU295A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전시관 PU295A 인천시 중구

수원 롯데몰 PU295A 경기도 수원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PU295A 서울시 강남구

송파 파크하비오 PU295A 서울시 송파구 

바닥재
사양별 비교

구 분 에폭시 (유니폭시) 폴리우레탄 (스포탄) 폴리우레아 (하이퍼우레아)

경화 시간 보통 보통 매우 빠름

저온 경화성 보통 양호 매우 우수

경도 초고경질 연질 경질

강도 매우 강함 강함 강함

탄성 (신율) 탄성 없음 매우 우수 우수

고온 안정성 매우 우수 우수 우수

내화학성 매우 우수 양호 우수

도장방법 롤러, RAKE 롤러, RAKE
충돌 혼합식 스프레이

(상온경화형은 롤러, RAKE)

※ 배합 및 시공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하이퍼우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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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크리트는 3액형 고강도 폴리우레탄 레진몰탈 제품으로 중랑물의 이동이 빈번하며  

각종 유기산, 알칼리, 오일 및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누출이 잦은 구역의 바닥재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크리트 바닥재
KCC 크리트

KCC Crete

•  중량물의 통행이 잦거나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적용

    (식품공장, 냉동/냉장창고, HACCP, GMP 시설 등)

용도

• 습한 바닥에 시공 가능 (함수율 10 % 이내)          • 콘크리트와의 부착성 우수

• 불연성능 보유                                             • 항균성, 항곰팡이성, 내약품성 우수

• 내한성 및 내열성 (-40 ℃ ~ 120 ℃), 내화학성, 내충격성 우수

특징

식품공장 냉동/냉장 창고 주차장

적용
사례

제품 LINE UP 
및 물성

구분 및 용도 일반 바닥면
냉동/고온 
작업장

수직면, 바닥이음부
(걸레받이)

코팅용

제품명 KCC크리트
KCC크리트 

미장용
KCC크리트

 수직용
KCC크리트

 코팅재

마감면 매끈한 표면 거친 표면 (미장면) 약간 거친면
코팅면

(표면에 따라 다름)

적용온도 -20 ℃ ~ 80 ℃ -40 ℃ ~ 120 ℃ -40 ℃ ~ 120 ℃ -20 ℃ ~ 120 ℃

두께 4~6 mm 6~10 mm 4~9 mm 0.2~0.4 mm

시공방법 스퀴즈 미장 쇠흙손 미장 특수미장 롤러

인장강도 7.0MPa 이상 5.0MPa 이상 4.0MPa 이상 7.0MPa 이상

압축강도 47.0MPa 이상 52.0MPa 이상 40.0MPa 이상 -

가사시간 20~25분 (20 ℃)

양생시간 12시간 이상 (20 ℃) - 경보행, 72시간 이상 (20 ℃) - 완전양생

소요량 2 kg/㎡ (1mm) 2.17 kg/㎡ (1mm) 2.18 kg/㎡ (1mm) 0.29 kg/㎡ (0.2 mm)

※ 적용 도장사양 및 조건에 따라 해당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KCC 하드플로어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몰탈을 강화시키는 소듐 실리케이트계 제품으로, 

콘크리트 표면강화 및 먼지방지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바닥재입니다. 

콘크리트 표면강화제
KCC 하드플로어

KCC Hardfloor

•  표면상태가 좋지 않거나 물리적 내구성이 낮은 소지면에 도포하여 표면강화의  구현이 필요한 곳

    (물류창고, 공장, 주차장 등)

콘크리트 강화 공법

1. 바탕처리 완료 후 저압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침투될 수 있도록 1~3회 

   도포한다. (도포 후 1~2시간이 지나도 표면에 스며들지 않고 고여있는 부분은 제거)

2. 분진 발생이 심하거나 비정상적인 다공성 바닥, 조기 광택이 필요한 바닥의 경우 시공 횟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폴리싱 공법

1. 황삭작업 (다이아몬드 메탈 날 #30, #60 메쉬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닥면을 평탄하게 갈아 내거나 

   골재가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표면처리)

2. 연삭작업 (다이아몬드 메탈 날 #120, #170 매쉬 등을 이용하여 황삭이 된 콘크리트 바닥면을 단계별로 

   연마하여 고운 바닥면이 되도록 표면처리)

3. 1차 강화작업 (콘크리트 강화 공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4. 1차 연마 작업 (건식용 래진패드 #50, #100, #200 메쉬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단계별로 연마)

5. 2차 강화작업 (콘크리트 강화 공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6. 2차 연마, 광택 작업 (건식용 래진패드 #400, #800, #1500, #3000 메쉬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단계별로

   연마 및 광택 처리)

• 내구성 및 내마모성 증가                  • 내충격성 및 내약품성 증가

• 방진 효과                                    • 수분에 의한 들뜸 현상이 없음

• 시공성과 경제성 우수

용도

특징

물류창고 공장바닥 주차장

적용
사례

시공방법 및 
제품물성

색 상 소요량 건조시간 희 석 마모감량

투명
0.3 ~ 0.7 ㎏/㎡
(1~3회 도포)

5시간 (20 ℃)
무희석 또는

표면 상태에 따라 
물과 1:1 혼합

3,000 ㎎ 이하
(LH 전문시방서)

※ 소요량은 바닥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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