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보증
1.	본 제품에 대한 품질상의 요구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의 전화나 영업소로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2.	본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단, 고객의 보관 및 취급 부주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3. 본 제품에 대한 불만 신고시에는 납품전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초고온 내화 단열재

■ 취급 및 보관시 주의사항
1.
2.
3.
4.
5.

눈, 비 등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여 주시고, 파레트 등을 사용하여 수평한 상태로 보관하여 주십시오.
제품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거나 무리하게 취급시 파손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포장지 및 크라프트지 부착물은 불에 탈 수 있으므로 화재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열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역 및 운반시에는 요통재해 방지를 위하여 운반기구나 2인 1조 운반 등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세라믹울 폐자재는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봉지 등에 넣어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Byucksan Ceramic Wool

■ 시공시 주의사항
1.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제품의 절단 및 가공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작업자는 보안경, 안전모, 방진마스크, 장갑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보호구 착용 작업자 외에는 작업장내에 출입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 작업장소는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절단시에는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칼 등의 수동공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 지점 및 Homepage에 비치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하십시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로서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 경고표시

1.	취급시에는 긴 소매의 옷을 착용 후 소매 부위를 조이고 보안경, 안전모, 방진마스크,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분진 흡입시는 호흡기 계통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분진이 피부 및 눈에 직접 접촉되었을 경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문지르지 말고 비누로 물에서 충분히 씻어주십시오.
		 -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자극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제품이 물이나 습기에 젖지 않게 하시고, 만일 젖었다면 건조한 후 사용하십시오.
		 - 젖은 상태에서 전기기구에 접촉하면 감전 될 수 있습니다.
4. 제품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 넘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5. 취급 및 시공 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주십시오.
※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시에는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는 (주)벽산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본사 및 전국지점

■본

www.byucksan.com

사 :•S.S.G: 2260-6242, 6249 •영업 1팀: 2260-6231, 6236 •영업 2팀: 2260-6198, 6241
•F.S.G: 2260-6251~3 •W.S.G.: 2260-6291, 6293 •외단열사업팀: 2260-6053~4

판매원

제조원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대표전화 : 02)2260-6114

No.11 Yihe Road, Yiyuan County, Zibo
Shandong, China, 256120

대표팩스 : 02)2260-6058

대표전화 : 0533-3288764
대표팩스 : 0533-3260656

•상품개발팀: 2260-6071~5 •영업관리팀: 2260-6125, 6182 •기술영업팀: 2260-6203, 6205
■지

점 :•대전 042)628-0823~6 •광주 062)523-0063~5 •대구 053)565-0550 •부산 055)367-7880~3

■영 업 소 : •강원 033)747-2995 •전북 063)214-3493 •마산 055)299-5397

www.byucksan.com

고객의 전화 : 080-021-7272 전국 어디서나 158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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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온 내화 단열재
초고온 내화 단열재 벽산 세라믹울

Byucksan Ceramic Wool

Ceramic Fiber Blanket

내화·단열·보온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화학물질에 강하며
화학적으로 안정된
제품입니다.

최고 사용온도가
각각 1260 ℃, 1430 ℃ 로서
기타 단열재 대비 우수합니다.

안정성

| 열전도율

경제
성

세라믹울

경량
/
시
공
성

저축
열
량

밀도가 매우 낮아
축적되는 열량이 적어
축열로 인한 열손실을
줄여줍니다.

단열 효 과

열전도율 (단위 : W/mk)

종류

용
고온
초

우수한 성능으로
로체의 두께를 줄일 수 있어
유효 면적이 넓어지고
연료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균온도 300℃

평균온도 450℃

평균온도 600℃

100K

0.090 ~ 0.099

0.128 ~ 0.140

0.183 ~ 0.201

130K

0.084 ~ 0.092

0.117 ~ 0.129

0.167 ~ 0.184

160K

0.081 ~ 0.089

0.112 ~ 0.123

0.161 ~ 0.177

*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참조수치

| 표준규격
기존 내화물에 비해 경량이며,
유연성이 우수하여
시공이 어려운 부분에도
시공이 용이합니다.

형태
블랭킷(Blanket)

두께(mm)

폭(mm)

길이(mm)

25

610

7,200

50

610

3,600
* 허용오차 : +4%, -2%

| 성능
고온에서 열전도율이
매우 낮아, 우수한 단열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목

물성
1260 Blanket

1430 Blanket

밀도(kg/m3)

64 100 130 160

색상

백색

안전사용온도(℃)

1260 이하

1430 이하

Bio-Soluble Fiber Blanket

1260 이하

| 용도
• 가정용 열기기 및 전자제품의 단열
• 전기로, 가열로 등의 각종 공업로의 단열 설비
• 요로의 천장 및 벽체의 단열
• 로 내부의 충진 및 Sealing재
• HSRG, 원자력 등의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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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CKSAN MINERAL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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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CKSAN MINERAL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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