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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를 새롭게 혁신하는 기업 보랄이 모두가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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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드는 기업 보랄이 
지속가능한 건축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보랄은 호주 건축·건설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호주 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700여 개의 현장에서 14,800명의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자재 기업입니다.

보랄은 건축·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건축자재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Better products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합니다

Unrivalled value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Investing for growth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Lifelong solutions  지속 가능한 건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Delighted customers  고객 만족을 지향합니다

BUILD Something Great with Boral

아시아

호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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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선 기술, 보랄이 만들면 혁신이 됩니다

석고보드 전문기업 한국보랄석고보드가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건축자재 분야의 다양한 성과

•국내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

•국내 최초로 FGD(배연탈황석고)를 원료로 하여 석고보드 및 관련 제품 생산

•국내 석고보드 최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마크 획득

•국내 석고보드 최초, 공기청정협회 HB마크 최우수 등급 획득

•국내 석고보드 최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국내 최초 차음석고보드, 방화방수석고보드 생산·출시

•국내 유일 FGD 석고 천장재인 집텍스(Gyptex) 국내 최초 개발·출시

•이 외에도 집본드, 프라임코트(Prime Cote) 등 지속적으로 출시

•단열재 사업 진출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울산, 여수, 당진 등 3개 공장 운영

국내 최초로 기술센터 설립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

울산공장
•1995년 설립, 국내 최대의 석고보드 생산시설 구축

•고기능성 석고보드 석고천장재 생산

여수공장
•1986년 설립, Mixer와 Forming Plate를 국내 환경에 맞게 자체 개발

•각종 석고 제품을 비롯한 본드 제품 등 생산·개발

당진공장
•2002년 최첨단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생산라인 설립

•석고보드·조인트 컴파운드의 주요 시장인 경기지역에 인접, 최적화된 운송 서비스 제공

한국보랄석고보드 공장 및 영업소
지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빌딩 7층 T 02-6902-3100 F 02-6902-3190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14번지 센템리더스마크 1304호 T 051-853-4538 F 051-852-4539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269-3 수옥빌딩 5층 503호 T 053-766-6550 F 053-766-1549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8-1 대우디오빌 2224호 T 062-514-1550 F 062-514-1549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4호 T 042-636-7559 F 042-627-8408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63-49  T 052-260-0146 F 052-261-9115

여수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97-20  T 061-685-2300 F 061-685-2304

당진공장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9 T 041-351-3399 F 041-35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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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한국보랄석고보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웃을 배려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

Boral Services

무석면 제품생산
한국보랄석고보드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친환경 인증서
정부·기관의 친환경 인증마크 3개획득 및 탄소성적표지인증(환경부, 2010년말)

녹색경영
2009년 한국일보 ‘녹색에너지 우수기업’으로 선정

사랑의 집짓기 후원
2000년부터 해비타트에 제품 무상 지원으로 불우 이웃 돕기 참여

KOTRA 보증브랜드(Kotra Seal of Excellence)
2009년 KOTRA 보증 브랜드 업체로 선정

폐석고보드 재활용
폐석고보드를 분리·회수하여 고품질 석고보드로 재생산하는 친환경 재활용 시스템

01
02
03
04
05
06

시험항목

석면
유무시험 

시험결과

석면
미함유

시 험 결 과

시험방법

JIS A
1481-2006

week

석고보드 시공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통해 전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드립니다.

주문생산
주문생산품목 배송기준 : 2주 이내

석고보드 시스템 검토
현장의 석고보드 시스템 도면을

검토해 오류여부를 확실하게 체크합니다.  

주문시간
당일착 주문마감 : 오전11시

익일착 주문마감 : 오후 2시

Optimum Service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지원 서비스

한국보랄석고보드만의 현장기술지원 서비스인
옵티멈(Optimum)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현장 토탈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ustomer Service

주문부터 폐석고보드 처리까지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고객중심 서비스

한국보랄석고보드는 주문시간의 현실화, 배송 서비스 강화,
신속한 폐석고보드 처리, 통합된 고객불만 처리 등 
차별화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통해

고객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석고보드 시공교육보랄 최적화 시스템 제안

신속한 클레임처리

고객불만처리 (제품, 서비스)

현장 세미나 개최

배송서비스 (유료서비스*)

석고보드의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시공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장에 최적화된 석고보드 시스템 및
주요 접합부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클레임 발생 접수 시 2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분석 및 원인파악을
통해 대책을 제시합니다.

고객불만 처리기간 : 1주 이내

현장 Mock-up 시공
현장 Mock-up 시공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을 직접 시연합니다.

폐석고보드 서비스 (유료서비스*)

폐석고보드 수거* 기준 : 2주이내

현장의 특성에 맞춘 세미나를 통해
최적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안내를 실시합니다.

현장의 특성에 맞춘 세미나를 통해
최적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안내를 실시합니다.

±30분

2일 전 주문

1일 전 주문

2일 전 주문

2회 무료 

정시도착

까대기 (팔레트 분할)*

비닐포장 *

비닐랩핑 *

현장소량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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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 제품입니다

0.96kg1.6kg

탄
소
배
출

량 000g

탄
소
배
출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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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oral
한국보랄석고보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합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환경부 고시 제 2009-10호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것입니다.

●탄소성적표지인증이란?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2단계로 구분됩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업과
인증제품 구매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

인증신청 제품의 탄소발자국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를 의미

1단계 
제품의 탄소배출량 인증

인증제품이 저탄소상품임을 의미

온실가스가 배출기준치 대비 감축됨을 의미
2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임을 인증

●한국보랄석고보드 탄소성적 산출

●탄소성적 산출의 필요성 및 효용

제 품 명 : 일반석고보드[9.5T]

제조기업 : 보랄석고보드시스템(주)

인증번호 : C-2010-018

유효기간 : 2010. 12. 21 ~ 2013. 12. 20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탄소성적 산출기준은 일반석고보드[9.5T] 1m2입니다

전과정 단계별 온실가스 발생률(%)

제조 전 단계 37%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선택의 기회 부여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사업자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온실가스 저감

제조 단계 63%

※ 특히, 건축산업에서는 보랄 일반석고보드[9.5T]를 사용하기만 하면 0.8점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공동주택

4 재료 및 자원

4.5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4.5.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사용된 재료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정보의 표시나 내재탄소량 평가 수행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사용되는 자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자재 개발촉진 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여부를 평가

2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x (배점)

평가부분

평가범주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 점

산출기준

평가목적

1급

2급

3급

4급

구분

1.0

0.8

0.6

0.4

가중치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받은 자재를 7종 이상 사용한 경우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받은 자재를 5종 이상 사용한 경우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받은 자재를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받은 자재를 1종 이상 사용한 경우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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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재료 운송 생산 사용 폐기

폐기물
재활용

전과정 탄소성적 산정

CO2 SF6 CH4 N2O NFCs PCFs

제품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1.6kg

탄
소
배
출

량 000g

탄
소
배
출

량

1.6kg

탄
소
배
출

량 000g

탄
소
배
출

량

1.6kg

탄
소
배
출

량 000g

탄
소
배
출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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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간 연출 일반석고보드

Standard Board
벽체와 천장에 효과적인 마감자재입니다

보랄의 일반석고보드(Standard board)는  

벽체 및 천장의 모든 건식공법에 적합한 석고보

드로서,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에 예술적 느낌과 아름다움을 더해

주기 위한 곡면벽체와 곡면천장이 가능해지도

록 돕습니다.

용도
● 아파트, 사무실, 학교 등 건축물의 벽체 및 천장

● 곡면벽체 및 천장 등

● 비내력 칸막이벽 등

	
항목
	 보드두께	

적용규격
  9.5mm 12.5mm 15mm

●물성

3이하

500(51.0) 이상

180(18.4) 이상

불연재료

0.060(0.07) 이상

6.6 ~ 7.8

함수율(%)

  길이방향

 너비방향

난연성

열저항 m2K/W(m2h℃/kcal)

단위면적당 무게(kg/m2)

360(36.7) 이상

140(14.3) 이상

준불연재료

0.043(0.05) 이상

5.2 ~ 5.9

KS F 3504

참고값

KS F 3504

650(66.3) 이상

220(22.4) 이상

불연재료

0.069(0.08) 이상

9.1 ~ 10.1

	 두께	 너비	 길이	 적용규격

●규격

1,800

2,400

2,700

2,400

900

1,200

9.5

12.5

15

(단위 : mm)

휨파괴하중

(N)

About Company Ceiling Compound Insulation      Metal
Plasterboard & System   
석고보드 & 시스템

BORAL PLASTERBOARD KOREA

저탄소 친환경 석고보드 그린첵 카본다이어트

 CarbonDiet
 Greencheck

건물의 전 생애주기 탄소배출량 (Life 
cycle CO2 emission)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보랄의 카본다이어트(Carbon diet)는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서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방식과 다르게, 건축현장에서 필수자재의 성능

을 유지하면서 보다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친환경건축’의 새로운 방

향을 보여줍니다.

용도
● 아파트, 사무실, 학교 등 건축물의 천장

● 곡면벽체 및 천장   ● 비내력 칸막이벽 등 

●가벼운 석고보드의 장점

• 효율적인 친환경 건축이란?

건축물의 전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많은 친환경 건축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의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패시브 및 액티브 하우스 기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투입비용 대비 탄소 절감 단가가 향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보랄 석고보드에서는 이러한 탄소 절감 단가를 고려한 효율적인 친환경 건축자재를 공급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시공 현장
작업 능률 및 품질 향상

설계사 및 건설사
건물 자중 감소 및 효율적인 친환경 건축

창고 및 배송
소량 배송 능률 향상

●그린첵 카본다이어트(Greencheck Carbon diet)란?

일반석고보드보다 약 13%의 무게를 줄였지만 제품 본연의 성능을 유지한 초경량 일반석고보드입니다.

경량화를 통해 약 40%의 탄소배출량을 줄였습니다. 

규격(mm) 용도 비고

●규격 및 물성

9.5T x 900 x 1800 건축물의 천장 및 각종 건물의 인테리어 마감 KS F 3504 규정의 GB-R(일반석고보드)를 만족함

[국내외 석고보드 제품별 밀도]

밀도(g/cm3)

두께(mm)

카본다이어트TM

테나스936(판매중단)

일반석고보드

일반석고보드

일반석고보드

(USG社)

울트라라이트 페널

(USG社)

9.5

0.50

0.52

0.54

0.56

0.58

0.60

0.62

12.5 12.7

국가가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 제품입니다

 96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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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의 정의

차음은 외부와의 음의 교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 음원실에서 발생하는 음이 수음실로 전달될 때

전달되는 음을 차단하는 것을 차음이라고 합니다. 벽, 창문, 문과 같은 구조체로 설치하여 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그 효과는 *투과손실(Transmission Loss)로 측정합니다.

*투과손실 : 투과율(차음구조체로의 입사파의 강도에 대한 투과파의 강도 비율) 값에 로그를 취해 ㏈로 나타낸 값

●차음의 원리

차음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질량에 의한 것으로, 면밀도가 증가할 수록 음의 투과가 감소하여 전달되는 음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 원리로 인해 일반보드의 면밀도를 증가시켜 차음성능을 증가시킨 것이 보랄 차음 시스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시 차음성능 개선방법

●차음성능 정도

완벽한 소음 차단 차음석고보드

dBcheck
소음없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듭니다

보랄의 차음석고보드(dBcheck)는 주거시설

의 세대간 벽 및 세대 내의 실간 벽 등 외부로부

터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야 하는 공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

이의 벽체, 호텔 객실간 벽체, 학교 교실간의 

벽체, 기숙사 침실 간의 벽체 및 병원 병실간의

벽체의 차음성능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용도
● 아파트, 콘도, 호텔 등의 주거공간

● 사무실, 학교, 오피스텔, 병원 등의 업무공간

● 쇼핑센터, 영화관 등의 기능성 건축물

	
항목
	 보드두께	

적용규격
  12.5mm 15mm

●물성

3이하함수율(%)

  길이방향

 너비방향

난연성

열저항 m2K/W(m2h℃/kcal)

단위면적당 무게(kg/m2)

500(51.0) 이상

180(18.4) 이상

불연재료

0.060(0.07) 이상

10.3~11.5

KS F 3504

참고값

650(66.3) 이상

220(22.4) 이상

불연재료

0.069(0.08) 이상

12.2~13.8

KS F 3504

	 두께	 너비	 길이	 적용규격

●규격

1,800

2,400

2,700

900

12.5

15

(단위 : mm)

휨파괴하중

(N)

① 석고보드 제품의 물성 개선 및 비중 증대

② 스터드 및 기타 연결재료의 최소한 설치

③ 각 벽체의 독립 구조화

④ 효과적인 공기층의 확보

⑤ 중공부의 적합한 흡음재 설치

⑥ 천장/바닥접합부, 조인트, 배관 관통부의 틈새처리

⑦ 벽체 시스템에서의 떨림현상 차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w+C 30 Rw+C 40 Rw+C 50 Rw+C 60 Rw+C 70 이상

옆집의 소리가 
완전하게 들리는 정도

옆집의 소리가 
약간 들리는 정도

옆집의 큰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정도

큰소리가 들리지 않고
음악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음

모든 소음이 들리지 않고,
큰 음악소리도 들리지 않음

여기 
참 좋네요!

여기 
참 좋네요!

여기 
참 좋네요!

여기...
 참... 좋...

내 말이
 안 들리겠죠?

내...
안...? 

내 말이
 안 들리겠죠?

.... ....

* Rw+C = 건축물 부재의 차음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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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방화 성능 방화석고보드

Firecheck
방화성능이 뛰어나 
어느 공간보다 안전합니다

보랄의 방화석고보드(Firecheck)는 우수한 

방화성능을 가진 석고보드로서, 법적으로 내화

성능을 요구하는 벽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차음석고보드와 함께 차음성능을 향상시

켜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용도
● 칸막이 벽  

    건축물의 내화 칸막이벽 철골의 건식내화 피복

● Shaft Wall 

    레저,상업 업무시설 등의 엘리베이터 홀, 계단벽체

	
항목
	 보드두께	

적용규격
  12.5mm 15mm 19mm 25mm

●물성

3이하함수율(%)

  길이방향

 너비방향

내충격성

내화염성

난연성

열저항 m2K/W(m2h℃/kcal)

단위면적당 무게(kg/m2)

KS F 3504

KS F 3504

500(51.0) 이상

180(18.4) 이상

0.060(0.07) 이상

10.3 이상

650(66.3) 이상

220(22.4) 이상

0.069(0.08) 이상

12.2 이상

1000(102.0) 이상

380(38.8) 이상

0.095(0.11) 이상

20.5 이상

KS 등록진행 중

KS 등록진행 중

	 두께	 너비	 길이	 적용규격

●규격

1,800

2,400

2,700

900

1,200

12.5

15

19

60025

(단위 : mm)

휨파괴하중

(N)

오목부의 지름이 25mm이하이고,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불연재료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

군사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 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12/50 

  초과  2 1.5 0.5  2 1.5 1.5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단위 : 시간)

용도구분	①
용도규모	②

층수	/
최고높이(m)③

벽

외벽

비내력

내력벽

일반
시설

주거
시설

산업
시설

내력벽

보,
기둥

바닥 지붕틀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칸막이벽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샤프트실
구획벽

내벽

비내력

구성	부재

용도

비고 1 

①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에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 높이에 해당될 경우,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http://www.kict.re.kr/minwon)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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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습기 차단 성능 방수석고보드

Moisturecheck
습기를 확실히 차단해 실내가 
쾌적해집니다

보랄의 방수석고보드(Moisturecheck)는 우

수한 방수성능을 가진 석고보드로서 욕실, 주방 

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장지붕 하지

재 및 내부 마감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도
● 습도가 높은 욕실, 주방 등의 벽체

● 지하실 등 장기간 다습한 시공부위

● 욕실, 화장실 등의 세라믹 타일의 벽체

● 공장지붕 하지재 및 내부마감재

	
항목
	 보드두께	

적용규격

●물성

3이하함수율(%)

  길이방향

 너비방향

흡수 시 내박리성

  전흡수율(%)

 표면흡수량(g)

난연성

열저항 m2K/W(m2h℃/kcal)

단위면적당 무게(kg/m2)

KS F 3504

참고값

KS F 3504

360(36.7) 이상

220(22.4) 이상

0.043(0.05) 이상

5.5 ~ 6.5

500(51.0) 이상

300(30.6) 이상

0.052(0.06) 이상

7.4 ~ 8.4

650(66.3) 이상

390(39.8) 이상

0.060(0.07) 이상

9.1~10.1

	 두께	 너비	 길이	 적용규격

●규격

900

1,800

2,400

2,700

9.5

12.5

15
60025

(단위 : mm)

휨파괴하중

(N)

흡수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10 이하

2 이하

준불연재료

KS F 3504

	 두께	 너비	 길이	 적용규격

●규격

900

1,800

2,400

2,700

12.5

15

19
2,4001,200

(단위 : mm)

방화·방수를 동시에 방화방수석고보드

Fire - Moisturecheck
방화와 방수기능을 둘 다 갖춰  
벽체 두께를 줄이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보랄의 방화방수석고보드는 방화와 방수성능을

동시에 갖춘 다기능성 석고보드로서 세대간의

욕실 및 실외기실 등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동시

에 방수성능을 요구하는 벽체에 적용이 가능하

며 철골조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각종 건축물

의 화장실, 주방 등 에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용도
● 철골조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빌딩 등

● 각종 건축물의 화장실, 주방, 드레싱룸 등

● 습기에 노출이 우려되는 부위의 방화구역

	
항목
	 보드두께	

적용규격

●물성

3이하함수율(%)

  길이방향

 너비방향

                     습윤시

내충격성

내화염성

난연성

열저항 m2K/W(m2h℃/kcal)

단위면적당 무게(kg/m2)

  전흡수율(%)

 표면흡수량(g)

KS F 3504

500(51.0) 이상

180(18.4) 이상

300(30.6) 이상

0.043(0.05) 이상

5.5 ~ 6.5

650(66.3) 이상

220(22.4) 이상

390(39.8) 이상

0.069(0.08) 이상

12.2 이상

10 이하

2 이하

KS 등록진행 중

KS 등록진행 중

휨파괴하중

(N)

건조시

흡수성

오목부의 지름이 25mm 이하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불연재료

 12.5mm 15mm 19mm  9.5mm 12.5mm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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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5114

-

499.2(50.9)

-

25 이하

-

불연재료

-

0.07%

 6mm 시험방법

CRC보드 (참조값)

위생적인 생활공간 방균석고보드

Moldcheck
방균기능이 뛰어나 시공 중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랄의 방균석고보드(Moldcheck)는 시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합니

다.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습식시공시 발생 할 

수 있는 벽체 곰팡이를 억제하여 위생적, 경제

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도
● 고온다습한 현장조건으로 인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확보가 요구되는 장소

● 외부와의 온도차로 결로가 우려되는 부위

● 바닥몰탈 작업부위와 접하여 수분 흡수로 인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석고보드 시공

	
항목
	 보드두께	

적용규격

●물성 ●물성

3이하

KS F 3504

참고값

KS F 3504

 두께 너비 길이 적용규격

●규격

900

1,800

2,400

2,700

12.5

15

(단위 : mm)

완벽한 방수 및 방균 기능 고성능 방수방균보드

AquaLock
습기를 차단하고 곰팡이 발생을 억제합니다

보랄이 개발한 고성능 방수방균보드 아쿠아락

(AquaLock)은 세계특허를 받은 신개념의 특

수원지로 인해 탁월한 내수성 및 방균성을 확보

하였으며, 전용 조인트컴파운드로 줄눈처리를

함으로써 그 자체로 안전한 내수성의 욕실 드라

이월 벽체를 구성합니다. 또한, 결로발생이 우

려되는 아파트 발코니 부위에 시공하면 보다 쾌

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합니다.

용도
● 욕실드라이월

● 아파트 발코니월

 9.5mm 12.5mm

KS F 3504

	 두께	 너비	 길이	 적용규격

●규격

900

1,800

2,400

2,700

9.5

12.5

(단위 : mm)

●곰팡이 발생 예방책

•석고보드에 곰팡이 발생방지를 위해 시공 후 방균도료(발수제) 도포나 비닐보호막 처리가 필요하며, 방균석고보드(Moldcheck)를 함께 사용하시면

   곰팡이 발생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눈, 비 등의 습기 침투방지를 위하여 야적 시 바닥을 포함하여 방수커버를 씌워주시고, 양중 후에는 환기가 잘 되고 

   눈,비에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내수성이 뛰어난 특수원지는 수분침투를 억제하고 자체 방균기능으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합니다.

•욕실 드라이월에서 도막방수 시공은 바닥 및 벽체코너에만 하면 됩니다.

•흡수 시 길이 팽창률이 낮아 타일의 크랙 발생의 우려가 적습니다.

•절단 및 나사 시공이 간편하며 시공이 편리하며 인체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자재입니다.

360(36.7) 이상

140(14.3) 이상

준불연재료

0.043(0.05) 이상

5.2 ~ 5.9

500(51.0) 이상

180(18.4) 이상

불연재료

0.060(0.07) 이상

6.6 ~ 7.8

함수율(%)

  길이방향

 너비방향

난연성

열저항 m2K/W(m2h℃/kcal)

단위면적당 무게(kg/m2)

곰팡이 저항성

흡수성

항목

3이하

KS F 3504

ASTM G 21

KS L 5114

5 이하

0.8 이하

불연재료

시험편에서 곰팡이 발육이 전혀 인지되지 않음 

0.03% 이하

500(51.0) 이상

300(30.6) 이상

650(66.3) 이상

220(22.4) 이상

KS의 
방수보드 기준치

방수보드의
2배 성능

-

-

-

 12.5mm 15mm 비고 시험방법

아쿠아락

휨파괴하중

(N)

시험편에서 곰팡이 발육이 전혀 인지되지 않음 ASTM G 21

함수율(%)

                                    건조 시

                                   습윤 시

                                 전흡수율(%)

                              표면흡수량(g)

난연성

곰팡이 저항성

흡수시 길이 변화율

휨파괴하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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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용 인치규격 석고보드 우드32

Wood32
절단할 필요가 없어 시공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보랄의 우드32는 목조주택시공을 위한 Pre-

cut 제품입니다. 우드32로 인해 더 빠르고 경

제적인 목조주택 시공이 가능 해졌습니다. 절단 

할 필요없이 시공이 가능한  목조주택용 친환경 

석고보드 보랄 우드32는 목조주택 시공 시 비

용절감과 공기를 단축해  드립니다.

용도
● 상업용 팬션 및 숙박시설

● 전원주택 등의 목조건물

●우드32(Wood32)란?

목조주택의 의미를 함축한 [Wood]와 기둥(스터드)간 간격인 16인치(406mm) 두 개를 합한 [32인치]의 합성어로서, 

석고보드 절단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시공이 용이한 보랄의 목조주택용 친환경 석고보드입니다.

●우드32(Wood32)의 장점

•시공의 효율성 : 절단할 필요가 없어 시공이 편리하며, 기존 제품 대비 약 20%의 시공속도가 향상되고, 

   부자재(본드, 타카)의 비용을 17% 이상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성 : 약 20%의 폐석고 처리비용이 절약되며, 절단에 따른 폐석고 발생이 없어 환경친화적입니다.

•깔끔한 마무리 : 스터드 간격을 고려한 석고보드 폭으로 퍼티 마감 전부터 조인트 부분이 깔끔합니다.

82.4%

100% 64.3%

100%

●석고보드 비교 적용 예시 (9.5 x 900 x 1800 vs. 9.5 x 812.8 x 2440)

812.8mm  (32inch) 812.8mm  (32inch)

테나스936 코어 단면기존 석고보드 9.5X900X1800(2400)mm 우드32 9.5X812.8X2440mm

87.2mm 
재단 후 시공

재단이 
필요 없음

횡방향 시공 (%) 종방향 시공 (%)

일반석고보드 (299.9m2 시공시)

우드32 (307m2 시공시)

일반석고보드 (103.3m2 시공시)

우드32 (103.3m2 시공시)

기존 일반석고보드(9.5T X 900 X 1800)와 우드32와의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하였을 때, 

횡방향 시공시 18%, 종방향 시공시 36%의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총계 (인건비, 부자재비, 페석고) 총계 (인건비, 부자재비, 페석고)

36%
82.4%

100% 64.3%

100%

18%

●일반 석고보드(9.5T X 900X 1800)와 우드32의 시공성 및 경제성 비교

규격(mm) 용도 비고

●규격 및 물성

9.5T x 813(32 inch) x 2440 목조주택 벽체 마감 KS F 3504 규정의 GB-R(일반석고보드)를 만족함(규격 제외)

석고보드의 특성과 형태

석고보드
형태에 따른 
분류

Square Board Tapered Board Beveled Board

보랄석고보드를 만나는 순간, 공간의 가치가 한 차원 높아집니다

방수, 방화, 방균, 차음 등 다양한 특성과 형태를 갖춘 보랄석고보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실내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평보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석고보드로 양

단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시공 후, 신

축·변형이 없어 평활한 면을 유지하

므로 벽, 천장, 칸막이 등의 바탕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테파드보드

조인트 컴파운드와 조인트 테이프

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말끔하

게 할 수 있는 일매이음매 처리용

(Flat Wall Joint)으로 양단을경사

지게 성형한 석고보드입니다.

베벨보드

보드의 길이방향 양면으로 45도 경

사지게 하여 이음매 부분을 효율적

이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석

고보드입니다.

보랄석고보드의 
특성

04 06

03

07

환경친화성

보랄석고보드는 재활용이 가능한 

FGD(배연탈황석고)를 사용해 환경

친화적입니다.

차음성

석고보드는 종이와 석고의 복합재료

로서 동중량의 다른자재에 비해 소음

을 차단하는 차음성능이 뛰어나 쾌적

한 실내환경을 조성해줍니다.

경제성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

고 재질의 중량이 가벼워 시공비, 건

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다

른 벽체에 비해 사용면적이 넓어져 공

간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열성

석고자체는 열전도율(0.14kcal/

mhr°)이 낮아 여름과 겨울에 덥고 찬공

기를 차단하여 열효율을 높여줍니다.

시공성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비중이 낮고 절

단이 용이해 시공이 간편하며, 벽지

와 페인트 등 각종 부재료의 표면처리

가 용이합니다.

방화성

석고에는 자체 중량에 약 21%의 결정

수가 함유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초기 화

재확산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치수 안정성

석고자체는 안정된 결정상태를 지니고 

있어 습도, 온도변화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 시공 후에도 뒤틀림, 처짐, 균열

등 신축, 변형의 염려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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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부위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하게 내화구조 칸막이벽

Fire Resistance
System

건축물의 방화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보랄의 내화구조 칸막이벽은 내화성은 물론 단열성, 시공성, 경량성 등을 갖춘 석고보드 시스템으로

시공부위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1시간

0.5시간

1시간

1.5시간

100 이상

75이상

100이상

124이상

110이상

134이상

126이상

141이상

150이상

118이상

122이상

112.5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BR-12SWB-F

BR-12SWB-FM

BR-12FEW-F

BR-12FEW-FM

BR-12DB-F

BR-12DB-FM

BR-12W-F

BR-12W-FM

BR-15DB-F

BR-15DB-FM

BR-15W-F

BR-15W-FM

BR-19DB-F

BR-19DB-FM

BR-19SS-F

BR-19SS-FM

BR-19WA-F

BR-19WA-FM

BR-159AF

BR-159AFF-F

BR-159AFF-FM

BR-12TSW-F

BR-12TSW-FM

BR-15TSW-F

BR-15TSW-FM

BR-15ASW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CH-스터드 (두께 0.8㎜이상, 75㎜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25㎜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2ply)

+ CH-스터드 (두께 0.8㎜이상, 75㎜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25㎜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2ply)

+ CH-스터드 (두께 0.8㎜이상, 75㎜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25㎜이상, 1ply)

Aqualock(두께 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5㎜이상, 2ply)

+ CH-스터드 (두께 0.8㎜이상, 75㎜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25㎜이상, 1ply)

	 내화성능	 구조명	 벽체두께(mm)	 구조단면	 구조상세

●내화구조 칸막이벽의 성능과 구분 -샤프트월(Shaftwall)

2시간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1.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인 것

       ②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cm(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③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5㎜이상, 1ply)
+ W-스터드 (두께 0.5㎜이상, 74㎜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1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5㎜이상, 1ply)
* 러너 : 타공러너(두께 0.5㎜ 이상,폭 76㎜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양면엇배치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W-스터드 (두께 0.5㎜이상, 74㎜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러너 : 타공러너(두께 0.5㎜ 이상,폭 76㎜ 이상)

아쿠아락 (두께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아쿠아락 (두께15㎜이상, 1ply)

아쿠아락 (두께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9㎜이상, 1ply)

	 내화성능	 구조명	 벽체두께(mm)	 구조단면	 구조상세

●내화구조 칸막이벽의 성능과 구분 - 칸막이벽 (Partition)

1.5시간

2시간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W-스터드 (두께 0.5㎜이상, 74㎜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러너 : 타공러너(두께 0.5㎜ 이상,폭 76㎜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5㎜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두께 1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5㎜이상, 1ply)

About Company Ceiling Compound Insulation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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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는 방화석고보드 마감, FM은 방화방수 석고보드 마감 구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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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시스템 내화 및 차음구조 칸막이벽 ①

Fire Resistance & 
Sound Insulation System

내화성능과 차음성능이 뛰어나며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보랄 내화 및 차음구조 칸막이벽은 내화성은 물론 탁월한 차음효과로 

편안한 생활공간을 약속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공의 효율을 높입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4조 (세대 간의 경계벽 등)    

   1.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②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③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급 기준등급

●차음구조의 성능기준 관련 법규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58dB ≤ Rw+C

53dB ≤ Rw+C〈 58dB

48dB ≤ Rw+C〈 53dB

1등급

2등급

3등급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 공기층 10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W-스터드 (두께 0.5㎜이상, 74㎜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공기층 24mm이상 포함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두께 12.5㎜이상, 1ply)

* 러너 : 타공러너(두께 0.5㎜ 이상,폭 76㎜ 이상)

	 구조명		 벽체두께(mm)	 차음성능	 구조단면	 구조상세

●보랄 1시간 내화 및 차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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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5DSA-F
BR-15DSA-FM

BR-15DSA-S-F
BR-15DSA-S-FM

BR-15WA-F
BR-15WA-FM

165이상

165이상

134이상

1등급

1등급

2등급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 공기층 5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W-스터드 (두께 0.5㎜이상, 74㎜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공기층 24mm이상 포함

+ 방화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러너 : 타공러너(두께 0.5㎜ 이상,폭 76㎜ 이상)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엇갈림배치, 글라스울(24K, 50mm이상)

+ 공기층 5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5㎜이상, 1ply)

	 구조명		 벽체두께(mm)	 차음성능	 구조단면	 구조상세

●보랄 1.5시간 내화 및 차음구조

BR-12DSA-F
BR-12DSA-FM

BR-12DBA-F
BR-12DBA-FM

BR-12WA-F
BR-12WA-FM

160이상

100이상

124이상

1등급

3등급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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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asement
System

보다 경제적으로 천장과 기둥의 철골내화피복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철골구조의 내화피복과 마감을 동시에 만족합니다. 보랄 인케이스먼트 시스템(Encasement)은 방화석고보드를 

이용해서 철골을 둘러싸서 내화성능과 마감을 동시에 만족하는 철골내화피복 시스템입니다.

내화성능과 마감을 동시에 인케이스먼트 시스템안정된 시스템 내화 및 차음구조 칸막이벽 ②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 공기층 4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아쿠아락 (두께 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 공기층 8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아쿠아락 (두께 15㎜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 공기층 2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아쿠아락 (두께 15㎜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W-스터드 (두께 0.5㎜이상, 74㎜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공기층 24mm이상 포함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러너 : 타공러너(두께 0.5㎜ 이상,폭 76㎜ 이상)

기본 19DSA구조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와이어(STS, ø2)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미네랄울(60K, 50mm이상)
+ 공기층 4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미네랄울(60K, 50mm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와이어(STS, ø2)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엇갈림배치, 글라스울(24K, 50mm이상)
+ 공기층 4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글라스울(24K, 50mm이상)
+ 차음석고보드 (두께 12.5㎜이상, 1ply)
+ 공기층 1.5mm이상
+ C-스터드 (두께 0.8㎜이상, 50㎜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두께 19㎜이상, 1ply)

	 구조명		 				벽체두께(mm)	 차음성능	 구조단면	 구조상세

●보랄 2시간 내화 및 차음구조

●인케이스먼트 시스템의 성능과 구분

1시간

내화구조

2시간

내화구조

	 성능구분	 기둥	인케이스먼트	시스템

상품명 : 인케이스먼트 (Encasement) 시스템

구조명 : 기둥-1

두께 : 15mm

구조상세 : 15mm 방화석고보드 1겹 + 채널 + CB클립

나사못(1겹) : Φ3.5 × 32mm (300mm 간격)

상품명 : 인케이스먼트 (Encasement) 시스템

구조명 : 기둥-2

두께 : 30mm

구조상세 : 15mm 방화석고보드 2겹 + 채널 + CB클립

나사못(1겹) : Φ3.5 × 32mm (300mm 간격)

나사못(2겹) : Φ3.5 × 41mm (600mm 간격)

에지 채널

CB클립 600mm 간격으로 설치

15mm 보랄방화석고보드

코너비드

에지 채널

CB클립 600mm 간격으로 설치

15mm 보랄방화석고보드
2겹 (엇갈림배치)

코너비드

에지 채널

CB클립 600mm 간격으로 설치

15mm 보랄방화석고보드

코너비드

메탈앵글

●인케이스먼트 시스템의 성능과 구분

1시간

내화구조

2시간

내화구조

	 성능구분	 보	인케이스먼트	시스템

상품명 : 인케이스먼트 (Encasement) 시스템

구조명 : 보-1

두께 : 15mm

구조상세 : 15mm 방화석고보드 1겹 + 채널/앵글 + CB클립

나사못(1겹) : Φ3.5 × 32mm (300mm 간격)

상품명 : 인케이스먼트 (Encasement) 시스템

구조명 : 보-2

두께 : 38mm

구조상세 : 19mm 방화방수석고보드 2겹 + 채널/앵글 + CB클립

나사못(1겹) : Φ3.5 × 32mm (300mm 간격)

나사못(2겹) : Φ3.5 × 51mm (600mm 간격)
에지 채널

CB클립 600mm 간격으로 설치

코너비드

메탈앵글

19mm 보랄방화방수석고보드
2겹 (엇갈림배치)

About Company Ceiling Compound Insulation      Metal
Plasterboard & System   
석고보드 & 시스템

BORAL PLASTERBOARD KOREA

BR-19DSA-F
BR-19DSA-FM

BR-19DSAd-F
BR-19DSAd-FM

BR-19DSA-S-F
BR-19DSA-S-FM

BR-19DSA-FEH-F
BR-19DSA-FEH-FM

BR-19WA-F
BR-19WA-FM

BR-159AFA

BR-159AFFA-F
BR-159AFFA-FM

180이상

190이상

180이상

180이상

150이상

170이상

180이상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8 29

FEH 
(Fire Escape Hatch)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FEH 시스템은 와이어식 비상탈출구시스템으로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2005년12월2일발효) 법령에 의거 

세대 간에 대피공간 및 피난공간 설치를 위해 석고보드를 활용한 내화 및 차음구조의 피난시스템입니다.

안전한 대피통로 비상탈출구 시스템

●개발배경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에 의거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평상 시에 발코니 공간을 차지 하지 않고, 세대 내 화재발생 시 즉시 옆 세대로 도망갈 수 있는 대피통로 필요

01

03

02

04
01 경량 철공 사이에 런너를 잘라 피난구 보조틀을 만든다. 

02 피난구를 제외한 벽면에 석고보드를 시공한다. 

03 피난구를 만든 후, 절단면을 따라 와이어를 감는다. 

04 피난구와 피난구 보조틀을 결합한다.

●와이어식 비상탈출구 시스템 시공방법

●와이어식 비상탈출구 시스템 시공방법

01

03

02

04
01 손잡이함을 열어 붉은색 손잡이를 잡는다.

02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잡아 당겨 피난구를 피난구 보조틀에서 분리해 낸다.

03 안쪽에 있는 반대편 피난구를 발로 차서 피난구를 분리해 낸다.

04 확보된 공간을 통해 신속히 대피한다.

●와이어식 비상탈출구 시스템 해체방법

●시스템 장점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다 넓은 거주공간을 
   입주자에게 제공합니다.

•석고보드 벽체두께 조절이 쉽게 가능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 1분 이내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석고보드 벽체시공 시 쉽게 구할 수 있는 C-스터드를 사용합니다.

•2시간 내화차음구조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정 받았습니다.

•벽면에는 손잡이함(가로×세로=120mm×60mm)의 흔적만 남습니다.

●적용부위 (주거시설)

A세대 B세대

발코니 발코니

세대간 
경계벽

내화 및 차음구조 인정 경골목구조

Wood Frame 
System

내화 및 차음성능이 뛰어나며 목조건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랄의 경골목구조는 내력벽으로는 국내 최초로 내화 1시간과 차음등급을 인정받은 구조로, 

저층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의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목재스터드 (38mm×89mm 이상, 간격 610mm 이하)
    글라스울 (89mm 이상, 9K 이상)
+ 소음방지채널 (두께 0.5mm 이상, 높이 12mm 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나비 140mm깔도리에 엇갈리게 배치된 목재스터드 (38mm×89mm 이상, 간격 610mm 이하)
    글라스울 (89mm 이상, 9K 이상)
+ 소음방지채널 (두께 0.5mm 이상, 높이 12mm 이상)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목재스터드 (38mm×89mm 이상, 간격 610mm 이하), 글라스울 (89mm 이상, 9K 이상)
+ 공간 25mm 이상
+ 목재스터드 (38mm×89mm 이상, 간격 610mm 이하)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1ply)

  L-W12DI-1  151 이상  1시간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2ply)
+ 목재 스터드 (38mm×89mm 이상, 간격 600mm 이하), 글라스울 (두께 89mm 이상, 9K 이상)
+ 소음방지채널 (두께 12mm 이상, 간격 600mm 이하)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mm 이상, 2ply)

  L-W12DSSI-1  202 이상  1시간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2ply)
+ 나비 140mm 깔도리에 엇갈리게 배치된 목재 스터드 (38mm×89mm 이상, 간격 600mm 이하), 
   글라스울 (두께 89mm 이상, 9K 이상)
+ 소음방지채널 (두께 12mm 이상, 간격 600mm 이하)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2ply)

  L-W12DDSI-1  253 이상  1시간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2ply)
+ 목재 스터드 (38mm×89mm 이상, 간격 600mm 이하), 글라스울 (두께 89mm 이상, 9K 이상)
+ 공간 25mm 이상
+ 목재 스터드 (38mm×89mm 이상, 간격 600mm 이하)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2ply)

  L-WE12DI  176 이상  1시간

외벽마감
+ 옥외면 : 구조용 덮개 (두께 12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또는 11mm 이상의 오에스비 등) 위 방습지
+ 목재 스터드 (38mm×140mm 이상, 간격 600mm 이하)
   글라스울 (두께 89mm 이상, 9K 이상)
+ 옥내면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2ply)

  L-W12DIA 151 이상  3등급

  L-W12DSSIA  202 이상   1등급

  L-W12DDSIA  253 이상  1등급

  L-F12D-1  330 이상  1시간

●경골목구조

바닥콘크리트 (두께 40mm 이상)
+ 바닥덮개 (두께 18mm 이상 구조용 합판 또는 오에스비
+ 목재바닥장선 (38mm×235mm 이상, 간격 450mm 이하)
+ 소음방지채널 (높이 12mm 이상, 간격 400mm 이하)
+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이상, 2ply)
✽동일한 수평보호막(천장면 등)을 갖는 지붕·천장 시스템도 같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구분	 구조명	 벽체두께(mm)	 내화성능	 구조단면	 구조상세

	 구분	 구조명	 벽체두께(mm)	 차음성능	 구조단면	 구조상세

내화	

경골목구조

내력벽

차음

경골목구조

내력벽

내화	

경골목구조

바닥

19t 마감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와이어

19t 바탕방화석고보드
미네랄울 (60㎏/m2), 두께 50mm

About Company Ceiling Compound Insulation      Metal
Plasterboard & System   
석고보드 & 시스템

BORAL PLASTERBOAR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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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랄 메탈 시스템 소개

W-stud system 기존 이중 스터드 시스템과 동일한 성능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줄여줍니다

기존 이중스터드 시스템과 동일한 1등급의 차음성능에 더욱 얇아진 벽체 구성이 가능해졌으며, 

싱글스터드 시스템의 장점인 공정 단순화로 인건비와 자재비를 줄여줍니다. 

우수한 시공성을 갖춘 w-스터드 시스템

●W-스터드 시스템의 장점

•저렴한 설계예가 : 세대간 벽의 경우 기존 이중 스터드 시스템에 비해 약 15% 저렴한 설계예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얇은 벽체 두께 : 차음 1등급 성능의 타 시스템 대비 얇은 벽체 두께(150mm)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며, 벽체 강성 또한 우수합니다.

•우수한 시공성 : 플랜지의 넓이를 50mm로 넓혀 나사못 작업이 용이하며 플랜지의 휘어짐이 완화되어 약 10% 시공시간이 단축됩니다.

●W-스터드 시스템의 특성

형상

두께

규격(mm)

용도

	 구분	 W-스터드	 타공	러너

0.5mm 0.5mm

A : 74, 124   B : 50   C : 36.9   D : 60   E : 30 A' : 76, 126   B' : 40   C' : 1000   D' : 20

C-스터드를 대신하여 석고보드 벽체의 뼈대 형성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는 가로부재로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

단면단면 입면입면

시스템명

분류

적용가능 부위

시스템 세부사항

벽체두께

내화성능

적용가능 건물용도

BR-19WA-F, BR-19WA-FM

2시간 내화 차음 구조

세대간벽

	 차음성능	 1등급

●W-스터드 시스템 구성 및 차음등급

150mm

2시간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등

●W-스터드 (W-stud)란?

스터드의 단면 형상인 W(더블유) 모양에서 유래 되었으며,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White noise(화이트 노이즈 : 백색 소음)를 

효과적으로 차단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 : 백색 소음)란 모든 주파수 영역의 에너지 분포가 동일한 노이즈로 각종 음향측정에 사용되며, 

    W-스터드의 경우 저주파 중주파 대역에서 평균 15dB이상의 음향 투과 손실(Sound Transmission Loss)을 향상 시킴

한국보랄석고보드는 최상의 내화 및 차음성능 확보를 위해 석고보드 뿐만 아니라 

경량철골 자재까지 벽체 시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합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획기적인 메탈 시스템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BORAL PLASTERBOARD KOREA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 19mm 이상 x 2ply 

+ W-스터드 (74mm) 

+ 글라스울 (24K, 50T) 

+ 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 19mm 이상 x 2ply

B

A

C

A'

B'

D

E

C'

D'

한국 보랄 석고보드 메탈 제품군 소개

W-stud system

W-스터드 시스템

세대간 벽체에 단일스터드로 2시간 내화 및    

1등급의 차음성능을 갖춘 시스템

Resilient bar

리질리언트 바

차음성능을 향상시켜 주면서 벽체의 강성을 높여주는 제품

Omega stud system

오메가 스터드 시스템

리질리언트 바와 결합하여 2시간 내화 및 1등급의 차음성능을 확보하며, 

세대간 벽체 뿐만 아니라 세대 내에도 시공이 가능한 시스템

V-brace

V-브레이스

이중스터드로 고층고의 벽체를 시공할 경우 각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약 80%의 최대 벽체 허용 높이를 증대시켜주는 제품

보랄 메탈 시스템의 장점

조용한 공간  
단일 스터드로 기존 이중 스터드 시스템과 동일한 

차음 1등급 벽체 성능을 가짐 

벽체의 강성 증가  
고성능 단일 스터드로 벽체가 일체화되어 
강력한 벽체 강성을 가짐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  
이중 스터드 시스템 대비 자재비 및 인건비가 감소 

보다 가벼운 벽체  
벽체의 하중 감소로 기둥의 단면적 감소 및 
슬래브 두께를 축소하여 설계 가능, 

다양한 평면구성 및 건물 최대 높이 증가 

빠른 시공 속도  
공정 단축으로 시공 속도가 상승 

보다 저렴한 시스템 시공 가격  
기존 이중 스터드 시스템 대비 저렴한 시스템 시공 가격

50%

50%

50%

50%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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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race 이중 스터드 구조 시공 시 벽체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소음전달을 최소화합니다

이중 스터드 구조 시공 시, 벽체의 강성을 증가시켜 최대 허용 높이를 약 80%정도 향상시켜주며,

동시에 소음전달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갖춘 메탈 부자재입니다.

벽체 강성을 높여주는 부자재 V-브레이스

● V-브레이스의 차음성능

V-브레이스 (V-brace)는 특허를 취득한 차음용 부자재 제품으로 구조체를 통한 소음 전달을 효과적으로 저감시켜줍니다.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있는 철판 부분을 절곡하여, 연결부재를 통한 음에너지 전달을 감쇠시켜 소음전달을 최소화시키는 원리입니다.

특히, 석고보드 자체의 물성에 따라 일치효과가 나타나는 주파수대역에서 투과손실의 저하를 방지하여 차음성능이 향상됩니다.

●V-브레이스의 특성

용도

사이즈 100 42

 구분 가로(mm) 세로(mm)

이중 스터드 시스템의 높이 보강용으로 소음 전달을 효과적으로 저감시켜주는 기능성 부자재

Omega Stud
System

국내 최초의 싱글 스터드 시스템으로 차음 성능이 우수합니다.

오메가 스터드 시스템(Omega stud system)과 리질리언트 바(Resilient bar)는 이중스터드 시스템과 동일한 

성능에 시공 속도와 비용을 줄여줍니다. 세대내 벽 시스템의 경우 국내 최초로 차음인정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싱글 구조 오메가 스터드 시스템

●오메가 스터드 및 리질리언트 바의 특성

형상

두께

규격(mm)

용도

	 구분	 오메가	스터드	 리질리언트	바

0.6mm 0.6mm

A : 50, 65, 75, 90, 100, 104, 124   B:45 C:30  D:60  E:15 A':20  B':30  C':45  D':25  E'65°

C-스터드를 대신하여 석고보드 벽체의 뼈대 형성 차음성능 향상을 위해 오메가 스터드 위에 가로로 시공

●V-브레이스(V-brace)란?

이중스터드 구조로 시공 시, 스터드 간에 고정하여 벽체의 최대허용 높이를 약 80% 증대 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각파이프 보강 시공보다 단가가 약 10%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V-브레이스는 이중 스터드 사이의 공기층이 최소 6mm 부터 최대 60mm까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오메가 스터드 (Omega stud)란?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 중 마지막 문자로 끝, 최후라는 뜻입니다.

즉, 오메가 스터드 시스템은 석고보드 벽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음과 관련하여 최후의 결정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질리언트 바 (Resilient bar)란?

리질리언트 바 (Resilient bar)는 탄성바라고 하며, 차음성능 향상을 위해 북미 지역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목조주택 시공 시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집안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메탈 부자재입니다.

단면

입면

단면

입면

BORAL PLASTERBOAR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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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석고 천장재 집텍스 클래식

Gyptex Classic
뛰어난 시공성에 효율적이고 고급스런 
천장 마감이 가능합니다

석고 천장재 집텍스 클래식(Gyptex Classic)

은 뛰어난 시공성과 품질, 그리고 우수한 치수

안정성으로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

제적이고 효율적인 천장 마감을 위한 최선의 가

치를 집텍스 클래식이 제시해 드립니다.

용도
● 상업용 건물  

● 학교

● 아파트형 공장 

● 사무실

●물성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치수 (mm)

함수율 (%)

휨파괴하중 (N)

내변퇴색성 (호)

불연성

9.5

3 이하

360 이상

3호 이상

불연자재

KS F 3504

KS F 3504

KS F 3504

KS F 3504

KS F 3504

Metal 
Ceiling  
천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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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L PLASTERBOARD KOREA

항 VOC 석고 천장재 집텍스 에코

Gyptex Eco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분해 능력이 
뛰어나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킵니다

집텍스 클래식의 우수한 제품 품질 및 시공 품

질과 더불어 실내 공기질 향상 성능이 추가된 

프리미엄 천장재입니다. 집텍스 클래식과 다른 

패턴이 적용되어 공간의 고급화에 일조합니다.

용도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상업용 건물, 사무실

● 실내 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는 천장

●친환경 집텍스 에코의 장점

제품관련 장점 1.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흡착·분해 성능이 강화되어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킵니다.

  2. 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기능성 건축자재 최우수 등급 획득

※ 흡·탈착 시험 결과, 집텍스	에코는 청정건강주택 “우수”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경제적인 집텍스 클래식의 장점

•고급스런 마감을 위한 면취 처리로 평활도 및 조인트 마감이 완벽합니다. •HB마크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입니다.

•석면 등의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 없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가볍고 강도가 우수하여 시공이 용이합니다.

•불연 인증제품으로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나사못 시공 시 분진이 적어 시공자의 눈을 보호합니다.

•M-바 공법에 적합한 자재로 추가적인 자재 및 공법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EASY

7.68kg

탄
소
배
출

량 8.42kg

탄
소
배
출

량 7.68kg

탄
소
배
출

량 8.42kg

탄
소
배
출

량

(단위 : ㎍/m2h)

흡착율 : 

   공기 중의 포름알데히드를 천장재가 흡착하는 비율 
   (비율이 클수록 우수) 

적산흡착량	:

   28일간 누적된 포름알데히드의 총량 
   (지속성능의 개념을 포함)

흡착율

적산흡착량

●집텍스 에코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탈착 시험결과 

82.1%

1102.1
3299.1

5468.5

14442.6

7833.1

20807.3

26851.280.3% 81.2% 85.5%

68.6% 68.3% 65.1%

1일 3일 5일 7일  14일 21일    28일    

재방출 (mg/m2h)

0.006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100㎍/m3
70㎍/m3

이 수치는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값으로서, 

3 X 3 X 3m실의 천장에 집텍스 에코를 시공할 경우

실내 공기 중에 부유중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30%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텍스	에코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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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실내공간 아트사운드

ArtSound
흡음성능과 더불어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보랄의 아트사운드(ArtSound)는 흡음성이 뛰

어난 유공석고보드입니다. 마감 후에는 고급스

러운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자재로서 흡음성과 

인테리어적인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

입니다.

용도
● 상업용 건물의 사무실 및 복도와 공용장소

● 강당,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

●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

●특징

•우수한 흡음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감 후 우수한 미관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석면 등 인체 유해요소가 없습니다. •불연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성

	 패	턴	 제품설명	 유공타입	 유공크기	 두	께	 NRC	(아트사운드)	 NRC	(글라스울,	배후시공시)	 사이즈

R15-1

R12-2

S10-8

원형 일등분

원형 이등분

사각 팔등분

원형

원형

사각형

지름 15mm

지름 12mm

가로 10mm x 세로 10mm

12mm

12mm

12mm

0.59

0.56

0.51

0.7

0.65

0.59

1200x2400mm

1200x2400mm

1200x2400mm

T-바용 석고천장재 집톤

Gyptone
시공이 간편하고 시공 후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보랄의 집톤(Gyptone)은 처짐 우려가 없는   

석고 천장재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T-바 시스템용 석고 천장재로 설치가 간편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용도
● 상업용 건물, 사무실

● 학교 및 교회 등의 강당, 휴게실 및 로비

● 레스토랑, 병원, 영화관 등의 천장용

●종류

•페인티드 미나톤 (Painted Minatone)
   미려함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 합니다.

•어쿠스틱 페인티드 (Acoustic Painted)
   흡음성능이 요구되는 학교, 공연장, 교회, 도서관 등에 적합합니다.

•비닐 엘레포일 (Vinyl Elefoil)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습도에 강하며 문양이 공간의 안정성을 더해 줍니다.

●특징

•친환경성
   인체에 해가 없는 무석면 천연 석고천장재 입니다.

•내구성
   T-바 천장재의 약점이었던 처짐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치수안정성
   온도, 습도 등의 외부 영향에 강한 제품입니다.

•용이한 유지보수

●물성

 구분 시험결과 적용 규격

폭

길이

두께

함수율

흡음성 (NRC)

처짐

변색

603±1

603±1

9.0±0.3

2% 이하

0.21 (어쿠스틱 페인티드)

최대 1.6mm

없음

KS L 9105

페인티드 미나톤 어쿠스틱 페인티드 비닐 엘레포일

82.5

163

81.5

81
.5

170

85

85
S10-8

82.5

163

81.5

81
.5

170

85

85

R12-2

82.5

163

81.5

81
.5

170

85

85

R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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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울 흡음천장재 엑시톤 & 엑시텍스

Excitone &
           Excitex
한국보랄석고보드의 엑시톤과 엑시텍스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의 새로운 대안을 제
공합니다.    

엑시톤과 엑시텍스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선

택의 폭을 넓히는 제품입니다. 안정적인 치수와 

높은 강도는 시공성 향상에 일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차수 코팅이 되어 있어 누

수로 인한 제품 처짐, 변색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입니다. 

●제품 포장 단위 및 물성

●엑시톤(Excitone)과 엑시텍스(Excitex)의 차이?

•엑시톤(Excitone)은 제품 모서리 부분이 직각 처리된 제품으로 천장틀(M-바 시스템)에 9.5T 일반석고보드 한 겹 시공 후, 

   엑시톤(Excitone)을 시공하여 마감합니다.

•엑시텍스(Excitex)는 제품 모서리 부분이 면취 처리된 제품으로 천장틀(M-바 시스템)에 직접 시공하여 마감합니다. 

600

규격 : 12 x 300 x 600mm(면취)

12

600

규격 : 12 x 300 x 600mm

12

제품명

엑시톤(Excitone)

엑시텍스(Excitex)

두께(mm)

12

12

규격(mm)

300 x 600

300 x 600

포장단위

18매/박스

18매/박스

비고

모서리 직각 처리

모서리 면취 처리

난연성능

60 이상

0.2

불연 재료

 항목 단위 KS L 9105 엑시톤(Excitone), 엑시텍스(Excitex)

밀도

휨파괴하중

Kg/m3

길이

두께

N

500 이하

±0.5 이하

±0.5 이하

365

이상 없음

이상 없음

217 (길이방향)

함수율

열저항

흡음성능

%

mm치수허용차
폭

직각도

M2K/W

NRC

3.0 이하

±0.5 이하

1 mm 이하

0.19 이상

0.5

이상 없음

이상 없음

198 (너비방향)

0.5~0.6

38x12x1.2T @900
캐링채널

M바 @300

엑시텍스 300X600X12T

앵커 & 앵커볼트

캐링채널
M바 클립

행어

더블 M바 @300

행어볼트&너트
Ø9T @900

38x12x1.2t @ 900

12T 엑시텍스

38x12x1.2T @900
캐링채널

M바 @300

엑시톤 300X600X12T

앵커 & 앵커볼트

9.5T 일반석고보드 1겹

캐링채널
M바 클립

행어

더블 M바 @300

38x12x1.2t @ 900

12T 엑시톤

행어볼트&너트
Ø9T @900

9.5T 일반석고보드 1겹

300 300 300300 300 300 300300

38x12x1.2T @900
캐링채널

M바 @300

엑시텍스 300X600X12T

앵커 & 앵커볼트

캐링채널
M바 클립

행어

더블 M바 @300

행어볼트&너트
Ø9T @900

38x12x1.2t @ 900

12T 엑시텍스

38x12x1.2T @900
캐링채널

M바 @300

엑시톤 300X600X12T

앵커 & 앵커볼트

9.5T 일반석고보드 1겹

캐링채널
M바 클립

행어

더블 M바 @300

38x12x1.2t @ 900

12T 엑시톤

행어볼트&너트
Ø9T @900

9.5T 일반석고보드 1겹

300 300 300300 300 300 300300

38x12x1.2T @900
캐링채널

M바 @300

엑시텍스 300X600X12T

앵커 & 앵커볼트

캐링채널
M바 클립

행어

더블 M바 @300

행어볼트&너트
Ø9T @900

38x12x1.2t @ 900

12T 엑시텍스

38x12x1.2T @900
캐링채널

M바 @300

엑시톤 300X600X12T

앵커 & 앵커볼트

9.5T 일반석고보드 1겹

캐링채널
M바 클립

행어

더블 M바 @300

38x12x1.2t @ 900

12T 엑시톤

행어볼트&너트
Ø9T @900

9.5T 일반석고보드 1겹

300 300 300300 300 300 300300

38x12x1.2T @900
캐링채널

M바 @300

엑시텍스 300X600X12T

앵커 & 앵커볼트

캐링채널
M바 클립

행어

더블 M바 @300

행어볼트&너트
Ø9T @900

38x12x1.2t @ 900

12T 엑시텍스

38x12x1.2T @900
캐링채널

M바 @300

엑시톤 300X600X12T

앵커 & 앵커볼트

9.5T 일반석고보드 1겹

캐링채널
M바 클립

행어

더블 M바 @300

38x12x1.2t @ 900

12T 엑시톤

행어볼트&너트
Ø9T @900

9.5T 일반석고보드 1겹

300 300 300300 300 300 300300

●엑시톤(Excitone), 엑시텍스(Excitex) 시공방법

•엑시톤(Excitone) 설치
    9.5T 일반석고보드를 20mm 나사못을 이용하여 설치한 후 엑시톤(Excitone)의 
    후면에 본드를 칠한 후 타카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타카핀 사용 개수 1매당 18~20개)

•엑시텍스(Excitex)의 설치
    2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에 고정한다.

●특징

•불연인증제품으로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HB마크 인증 제품입니다. 

•강도가 우수하여 시공이 용이합니다.  •나사못, 타카 시공 시 분진 낙하가 적어 시공자의 눈을 보호합니다.

 •석면 등의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 없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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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티의 새로운 최강자 프라임코트

Prime Cote
뛰어난 성능의 에멀전 퍼티입니다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프라임코트(Prime 

Cote)는 줄퍼티, 올퍼티, 크랙메꿈 등의 마감

작업에 사용 가능한 다용도 제품으로 작업성, 

샌딩성이 특히 우수하여 시공성이 탁월합니다. 

또한 수축률, 크랙 저항성 등의 품질이 우수하

여, 내구성이 좋습니다. 

부착력이 뛰어난 석고보드용 접착제 집본드

Gypbond
부착력이 뛰어나며 인체에 무해합니다

보랄의 집본드(Gypbond)는 완벽하고 경제적

인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벽, 시멘트 벽돌이나 

블록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제품으로 작업

성이 뛰어나며 접착강도가 우수합니다.

용도
● 콘크리트 바탕면

● 시멘트 벽돌

● 블록면

●특징

•강력한 부착력

   보랄의 집본드는 콘크리트, EPS 및 아이소프라임 등 모든 바탕면에서

   강력한 부착력을 가짐으로써 시공 후 탈락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사용량

   보랄의 집본드는 기존 석고본드에 비해 혼수량이 증가하여,

   동일한 사용량으로 보다 많은 석고보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경화시간

   보랄의 집본드는 안정되고 균일한 가사시간(2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석고보드 부착 및 석고보드 시공에 있어 겉마름에 따른 부착력 저하 현상이 없습니다.

•친환경 석고본드

   보랄의 집본드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인 FGD (배연탈황석고)를 사용하여

   제조된 친환경 제품입니다.

•포장단위 : 25Kg / 포

●제품 종류 및 특징

	 구분	 프라임	코트	내부용	 프라임	코트	외부용	 프라임	코트	조인트	 아쿠아락	퍼티

종류

단위

용도

특징

25kg·5kg

건물 내부에 사용하는 수성 에멀젼 퍼티로 

시공성, 메꿈성, 샌딩성이 우수하여, 

 고급도장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시공할 수 있는 다용도 제품입니다.

25 kg

외부용에 비해 시공성 및 샌딩성이 우수하고 경

제적인 준외부용 에멀젼 퍼티로 

석고보드등의 이음매에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25kg·5kg

작업성이 뛰어난 건축 외부용 수성퍼티로 

내균열성, 내수성 및 부착성이 우수하여 

이음매 및 외부 마감면에 사용됩니다.

25 kg 

고성능 방수 드라이월(아쿠아락 시스템) 

전용 이음매 처리 에멀젼 퍼티로

 욕실 및 외부발코니 등 

간접적으로 물이 닿는 부위에 사용됩니다.

Metal 
Compound   
컴파운드

Plasterboard & SystemAbout Company Ceiling Insulation      

손쉬운 작업성 고운 면처리 샌딩성 우수한 강도 내균열성 내수축성 경제성 메꿈성내수축성 우수한 강도내수축성내수성

BORAL PLASTERBOAR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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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Metal Plasterboard & SystemAbout Company Ceiling
Insulation       
단열재

글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2종

보랄 단열재 소개
제품명 제조사 관련 규격(KS상 제품분류) 등급 공급 제품

글라스울 (Glass Wool)

미네랄울 (Mineral Wool)

   

네오폴 (G-EPS)

벽산/하니소

벽산

벽산

EPS Korea

나

나

가

가

매트, 보드, 프리매트, G/C

펠트, 보온판, 블랭킷

평판

평판

KS L 9102 (글라스울 보온판)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KS M 3808 (압출법 보온판)

KS M 3808 (비드법 2종)  

아이소프라임 (IsoprIme)  
구. 아이소핑크 (IsopInk) 

●주요 단열재의 장단점 및 성능비교    

밀도
(kg/m3)

흡수율
(g/100cm2)

내화염성

용융점

기계적 강도

장점

단점

열전도율
(w/mK)

180이하

0.0045

거의 없음

준불연

약함

단열성 우수 
흡수성 및 흡습성이 

거의 없음 
준불연성

파손에 약함
시공이 어려움
가격이 비쌈

-

특호
(압축강도 25이상) : 0.027

1호
(압축강도18이상) : 0.028

2호
(압축강도14이상) : 0.029

3호
(압축강도10이상) : 0.031

거의 없음

난연성

-

강함

경량•강도•단열성 
우수 /

흡수성 및 흡습성이 
거의 없음

경시현상 (시간에 따른 
단열성능 저하) /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

구분 진공단열재
(Ex. FS VIP)

압출법 보온판
(Ex. 아이소핑크)

비드법 1종
(Ex. 스치로폴)

비드법 2종
(Ex. G-EPS)

경질우레탄
보온판 2종

미네랄울 글라스울

15~30 15~30 25~45 71~300 24~120

1호 (30K) : 0.036

2호 (25K) : 0.037

3호 (20K) : 0.040

4호 (15K) : 0.043

1호 (30K) : 0.031

2호 (25K) : 0.032

3호 (20K) : 0.033

4호 (15K) : 0.034

1호 (45K) : 0.023

2호 (35K) : 0.023

3호(25K) : 0.02

1호 (71~100K) : 0.037

2호 (101~160K) : 0.036

3호 (9161~300) : 0.038

24K : 0.038

32K : 0.037

48K : 0.036

64K : 0.035

1.5~3 1.5~3 0.5~1.0 높음 매우높음

난연성 난연성 난연성 불연성 불연성

190 190 - 600 350

강함 강함 약함 약함

단열성•경량•강도• 
방습성•방수성• 
시공성•내약품성 

우수

비드법 1종에 비해 
열성능이 9%정도 
우수 / 기타 성능은 
비드법 1종과 동일

단열성 우수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 / 가격이 비쌈

내열성 높음 / 차음성능 우수

흡수성이 높음 / 시공성이 나쁨
숙성이 제대로 안된 제품의 경우 

과도한 수축 팽창이 일어날수 있음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 두께

구분

공동주택의	측벽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두께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두께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두께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
(열관류율	기준,	0.36W/m2K)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
(열관류율	기준,	0.49W/m2K)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
(열관류율	기준,	0.27W/m2K)

요구	두께	(mm) 요구	두께	(mm) 요구	두께	(mm) 요구	두께	(mm) 요구	두께	(mm) 요구	두께	(mm)

진공단열재 (Ex. FS VIP)

경질우레탄
보온판 2종

압출법 보온판 
(Ex. 아이소핑크)

비드법 1종
(Ex. 스치로폴)

비드법 2종
(Ex. G-EPS)

글라스울

미네랄울

1호

2호

3호

특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4호

1호

2호

3호

4호

24 K

32 K

48 K

64 K

60 K

85

85

85

85

85

85

85

100

100

100

115

85

85

85

85

100

100

85

85

100

60

60

60

60

60

60

60

70

70

70

80

60

60

60

60

70

70

60

60

7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40

140

140

160

120

120

120

120

140

140

120

120

140

15

55

55

70

65

70

70

75

90

90

95

105

75

80

80

85

95

90

90

85

90

15

40

40

50

45

50

50

55

60

65

70

75

55

55

55

60

65

65

60

60

65

15

80

80

95

90

95

100

105

120

125

135

145

105

110

110

115

130

125

120

120

125

•열관류율 계산 :  콘크리트 200mm + 단열재(  ) mm + 석고본드 10mm + 석고보드 9.5mm, 중부지역 기준

BORAL PLASTERBOAR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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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OCI의 신개념 단열재 FS VIP (흄드 실리카 진공단열재)

●Keenergy 4.5 System이란?

OCI에서 제조하는 FS VIP는 흄드 실리카 심재에 특수 재질의 외피를 적용하여 高진공의 조건을 형성한 최고의 단열성능을 자랑하는 신개념 단열재입니다.

단열재에서의 열전도율은 내부의 공기와 습기 함유에 따라 단열효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습기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열전도율을 높여 열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열재 내부의 공기분자 흐름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높은 단열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TIP

Keenergy는 한국보랄석고보드 단열재 제품군의 브랜드명으로 Keep + Energy의 합성어입니다.

브랜드는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건출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4.5는 흄드 실리카 진공단열재 열전도율인 0.0045 w/mk를 의미합니다.

심재

외피재 내부 진공 처리 Heat Seal

●OCI FS VIP

흄드 실리카를 주원료로 한 열전도율 0.0045W/mK 이하의 신개념 단열재

●흄드 실리카

낮은 열전도율 : 열전달을 방해하는 입자내 수많은 미세공간과 삼차원 가지 형태의 표면 특성
친환경성 : 99.8% 이상의 고순도 실리카 제품으로 식품첨가물로도 사용

●심재

역할 : 형태 유지 및 가스 분자 이동을 방해하여 열전달 최소화
종류 : 흄드 실리카

●외피재

역할 : 제품 내외부 경계에서 가스와 수분 유입 1차 방어

●OCI FS VIP의 구성

●OCI FS VIP vs 기타 단열재

EPS XPS Urethane Aerogel OCI FS VIP

30mm

240mm

8배 높은 단열 성능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최적의 공간 활용
● 8배	이상의	단열	성능
OCI FS VIP는 열전도율값이 0.0045W/mK 이하로, 동일 두께 기준 '가'등급 단열재(열전도율 0.034W/mK 이하) 

시공시보다 약 8배 이상 단열 성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8배	이하의	두께	감소
기준 '가'등급 단열재(열전도율 0.034W/mK 이하) 대비 1/8로 단열벽체의 두께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XPS

0.031W/mK

EPS
0.036W/mK

Polyurathane
0.025W/mK

Aerogel

0.015W/mK

OCI FS VIP
0.0045W/mK

240mm

173mm

100mm

30mm 206mm

앵커 삽입 위치 먹매김 드릴링 앵커 삽입

OCI FS VIP 부착 조인트 부위 테이핑 CR 브라켓 및 보호캡 결속

M-bar 결속 석고보드 설치 Keenergy 4.5 System 시공 완료

01 02 03

04 05 06

07 08 09

Keenergy 4.5 System은 내단열 시공 시 기존의 진공 단열재가 갖고 있는 최종 마감자재 시고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쉽게 석고보드 마감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한국보랄석고보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Keenergy 4.5 System 시공

BORAL PLASTERBOARD KOREA

초고효율 단열 시스템 Keenergy 4.5 System



자연과 사람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건축자재 보랄

세계적인 기업 보랄, 이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보랄은 건축, 건설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호주,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700여 개의 현장에서
14,800명의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자재 기업입니다.
보랄은 건축, 건설 산업의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미래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적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건축자재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