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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1593 도자기질타일 접착 강도 테스트 비교

석고보드 곰팡이 번식 문제

PRIMA flex™vs 석고보드

Applications

시공 상세

제품 특징

프리마 플렉스

프리마 플랭크

제품 규격

제품 물성

※ 상기 규격 외 제품은 주문생산 가능함

※ 상기 시험 결과는 제조사에서 국가기관을 통해 인증받은 수치입니다

·100% 무석면 고강도 섬유강화 시멘트 보드

·계절 변화에 따른 부식, 화학적 변형, 방충에 대한 강한 

   내구성(AS3991기준 부합)

·표면이 미끄러워 다양한 코팅에 적합

·고강도 제품으로 충격에 따른 형태 안정성이 뛰어남

·100% 무석면 고강도 섬유강화 시멘트 사이딩 보드(외장판넬)

·계절 번화에 따른 뒤틀림 현상이 없고 내후성이 우수

·부드러운 표면과 리얼 우드(Woodgrain) 표면으로 구성

·완전 불연재로 기존 우드 사이딩이 갖고 있는 한계점 극복

· 다목적 섬유보강 시멘트보드 (고품질 셀룰로우스섬유, 포틀란트 시멘트, 규사, 물)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장 용도(욕실, 발코니, 세대간 벽)로 활용 

· 지하이중벽, 내외장용 판넬 및 각 마감재의 하지면으로 활용

· 환경 마크 (환경 표지 인증서) 취득 제품

방수 석고보드, 마그네슘 보드, 시멘트 보드 3종류의 바탕재에 타일

을 부착하고 떼어내는 테스트 결과 시멘트 보드의 타일 접합 강도는 

방수 석고보드와 마그네슘 보드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Prima flexTM 보드는 항균성이 우수하며, 테스트 결과 곰팡이 균이 없음이 입증됨(By ASTM G21, ASTM D3273) 

* 습기가 존재할 수 있는 부엌, 세탁공간, 화장실 등에 이상적인 자재입니다. 

일단 천장이 습기에 노출되면 석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페인트 칠이 벗겨짐

지붕이 빗물이 누수 되는 문제로 인해 건축물에 장기

간 습기가 머물게 되면 위 그림과 같이 곰팡이가 번식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함

900 x 1800 900 x 2400 900 x 2700 1200 x 2400 1220 x 2440

3.2mm ● ● ●

4.5mm ● ● ● ●

6mm ● ● ● ●

9mm ● ● ●

12mm ● ●

항목 4.5mm 6mm 9mm 12mm 비고

단위당 중량 6.5kg/㎡ 8.5kg/㎡ 12.5kg/㎡ 16.7kg/㎡ 함수율 7%

밀도 1,390kg/㎥ 함수율 7%

포화상태시 함수율 33% -

휨강도 Dry = 16MPa / Wet = 10MPa MS 1296

내화성

발화성 P등급(불연성) BS 476:Part5

화염 전파성 Index Performance, I < 12 BS 476:Part6

표면 화염 전파성 Class 1(비발화) BS 476:Part7

항균성 Pass ASTM G 21

동결 저항성 Pass AS/NZS 2908.2, MS 1296

열 전도율 0.24W/m.K -

차음 효과 23dB 25dB 28dB 30dB -
욕실, 주방 등 습한 공간 내벽

발코니 벽체, 천정대형 쇼핑몰 등 건물 외벽처리

아파트 세대간벽 및 세대간 탈출구 

지하 이중벽

외부 박공벽과 칸막이 적용 처마와 천정적용

T프레임 시스템 천정적용

·짧은 공기, 적은 시공비로 공사 비용 절감

·환경 마크 (환경 표지 인증서) 취득 제품

·고밀도 섬유강화 시멘트보드로 차음 차단 능력 우수

·검증된 내화성 : BS476(빌딩화재시험) 및 AS(호주인증)
규격에 부합

프리마 플렉스 보드(PRIMA flex™)는 

MS1296 기준에 부합하는 다목적 

시멘트 보드로 다양한 공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외장 판넬(Wall Cladding), 페이샤 보드(Fascia Board), 펜스(Fencing),

   천장(Ceiling), 걸레받이(Skirting)

Applications

제품 규격

Prima flexTM 석고보드

내화성 Fire Resistant YES Yes(불연성)

방수성 Water Resistant YES No

내후성 Weather Resistant YES No

내구성 High Durability YES No

항균성 Mold Resistant YES No

작업성 Workability 우수 우수

유리섬유 함량 No 약간 함유

외벽 적용 External Application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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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7.5mm(9.0mm /12mm (주문공급) 12mm(7.5mm / 9.0mm (주문공급)

230mm

3660mm

230mm

3660mm

TM
PRIMAplank   WOODGRAIN TMPRIMAplank    SMOOTH

7.0mm

209mm

3660mm

TM
PRIMAplank   CE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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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Leng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