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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1 결로방지용 단열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 시방절

1.3

적용규준

1.4

제출물

이 절은 세대 내 결로방지를 위하여 벽체에 적용하는 복합단열재 및 천장에 적용하
는 단순단열재(이하 결로방지용 단열재)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46010 일반단열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평판열류계법
KS F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열방출률(콘칼로리
미터법)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폴리플로필렌 표면판
2) 산화마그네슘 옥사이드보드(이하마그네슘 보드라 함)
3) 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4)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40510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4.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단열재 30×30cm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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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
어야 한다.
나. 결로방지용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
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결로방지용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복합단열재

2.1.1
2.1.2
가.
나.
2.1.3
2.1.4
2.1.5

복합단열재는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에 파손방지를 위한 폴리플로필렌 표면판 또는
마그네슘보드를 내수성 접착제로 부착한 제품으로서 단열재는 적용부위의 요구 단
열성능 이상을 사용한다.
폴리프로필레 표면판
중공층을 가진 3mm 두께의 난연성(2급) 폴리프로필렌판으로 도배지 부착, 보수의
용이성 확보와 변형방지를 위하여 노출면을 코팅한 제품이어야 하며 무게는 800g/
㎡ 이상이어야 한다.
마그네슘 보드
마그네슘, 목분, 펄라이트를 혼합한 3㎜ 두께의 준불연재료 평판으로서, 흡수율 3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15% 이하, 휨강도 14N/㎟이상이어야 한다.
전·단면에 걸쳐 백색의 보드판(황색사용 금지)을 사용하고 마그네슘보드 양면에는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마그네슘보드의 탄성 및 표면온도 유지를 위해 보
드상단에 격자 장섬유가 들어 있어야 한다. (파쇄하여 확인)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초기 열전도율은 0.031 W/mk 이하 (평균온
도 23±2℃)로 한다.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초기 열전도율은 0.031 W/mk 이하 (평균온
도 23±2℃)로 한다.
접착제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와 표면판의 결합을 위한 접착제는 핫멜트계 등 내수성 접착
제를 사용하여 복합단열재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되 접착열간 간격은 5㎝이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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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순단열재

3.

시공

3.1

적용부위 및 등급

단순단열재는 천장부위에 폴리스티렌 단열재만 설치하는 제품으로서 단열재는 적용
부위의 요구 단열성능 이상을 사용한다.
2.2.1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은 0.031 W/mk 이하(평균온도
20±5℃)로 한다.

가. 외기 또는 계단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내부공간에 접하는 슬래브 및 옹벽의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용하며, 적용지역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최상층 경사지붕 및 발코니 천장에 적용하며, 적용지역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
다.

3.2

바탕준비

3.3

설치

거푸집 설치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된 못 등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용
단열재 설치부위를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가. 결로방지용 단열재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
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고정못 등으로 단열재의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30cm 이내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로성능 저하방지를 위해 단열재 훼손
및 못구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용 단열재를 설치한 후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 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
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용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몰탈 등을 사용하여 훼손깊이까지 충진하고 표면은 평활
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마. 도배 또는 페인트공사를 위하여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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