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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도시로의 인구집중 대지이용률의 극대화와 제반 기술축적에 힘입,

어건축물은고층화 대형화 복합용도화되고있으며이에따라건축, ,

물의이용밀도는높아지고있다 따라서 건축물의안전성능과관련하. ,

여화재로인한피해를방지하거나극소화하기위한방화대책이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건수에.

대한 인명피해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건물에[1].

화재가 발생하는경우 화재발생실의 크기및 실내가연물량 등에따

라차이가있지만화재발생초기에서화재온도가가장크게상승하는

플래쉬오버까지는약 정도의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20 min

있다 별도의 내화조치가 없는 경우 화재 발생 약 경과 후[2]. , 20 min

에는 구조부재의 내력이건물을 유지할수 없을만큼 저하되어건물

교신저자† (e-mail: msong0422@kangwon.ac.kr)

이 붕괴되는 위험을 초래한다[3]. 따라서 건축 구조물의 변형을 발생

시키는 직접적인 화염의 접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화염의 일시적인

차단 열전달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방법에는 유기, .

질 금속질 및 무기질 단열 피복재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유기질 재, ,

료는 독성물질의 방출 위험이 있고 금속재료는 자체의 열전달이 높,

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용해성 규산염과 같은 무기질의 경우에는 화.

염에대해독성물질의방출이적을뿐만아니라공급면에서도풍부하

다[4]. 화재시주요구조부재의온도상승을억제하는방법에는 부재

의 열용량을 크게 하는 것과 내화 피복에 의해 열을 차단하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는 거의가 후자의 내화피복에

의한방법을사용하고있다 국내내화뿜칠재에대한시험방법으로[5].

는 현재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규정 을 참KS [6], ASTM [7-9]

고한것으로내화뿜칠재의내구성에대한시험방법은정해져있지않

다 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내화뿜칠재의 품질평가가 이루.

어지고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이와 같이 내화뿜칠재에 대한[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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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 건축물은 화재시 화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화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 구조용.

재료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초기의 성능이 열화되기 때문에 이들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내화 피복재는 건축물의 화.

재에 대한 내구성능은 내화피복재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축물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

화피복재로서의 알칼리 규산염의 합성 및 합성한 알칼리 규산염의 물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알칼리 규산염의 종류,

로는 으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몰 비율의 변화를 주어 합성하였다potassium silicate, sodium silicate, lithium silicate , .

합성한 알칼리 규산염의 내화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해도 포비도 열 분석 결정학적 분석 차열성능 및 차염성능, , ,

에 대해 시험하였다 연구결과 합성한 알칼리 규산염의 용해도 포비도는 칼륨 실리케이트 소디움 실리케이트 리튬. , , , ,

실리케이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열분석에 의한 무게 손실은 소디움 실리케이트와 리튬 실리케이트가 칼륨 실리케이,

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차열성능과 차염성능에 대해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소디움. KS

실리케이트 몰 배합으로 나타났는데 내화피복재로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였다3.3 , .

The buildings constructed with steel structure are coated with certified fire resistive material to resist from fire. All the build-

ing materials lose their initial performances as time passes by, so they need some maintenance. The Sprayed Fire Resistive

Material (SFRM) also loses its performance and this performance loss of the SFRM is very important because fire resistance

of buildings depends on SFRM. So this study was aimed to synthesis of alkali-silicates for SFRM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alkali-silicates, K-silicates, Na-silicates and Li-silicates, by exchange of mole ratios as basic factors, tested solubility, in-

tumescence ratios, thermal analysis, powder X-ray diffraction, fire-resistant and heat-resistant.

Keywords: fire-resistant, heat-resistant, SFRM (Sprayed Fire Resistive Material), intumescence, alkali-si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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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M photographs of silica sol.

평가는미국을제외하고내구성을고려하는국가는없으나내화도료에

대한내구성평가방법은유럽과일본에서연구를진행한바있었다 이.

는 내화뿜칠의 경우 실내에 주로 사용하므로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필요가없어내구성에대한평가를고려하지않은것으로판단

된다 그러나내화뿜칠의시공현장을보면시공중이나후에도내부의.

환경조건에의하여영향을받을수도있다 따라서내화뿜칠에영향을.

줄수있는환경조건을분석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알칼리규산염의특성을조사하고이들을이용한방

화 피복재들의 내화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lithium, sodium, pota-

피복재들을대상으로 비율의변화에따른열특성ssium silicate mole ,

용해도 결정구조 및 포비도 등이 내화 피복재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

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과 알칼리 규산염 내화 피복재의 차염성능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사용재료

규산질재료2.1.1.

규산질재료로는 을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은수용silica sol , silica sol

액중에 SiO2가 함유된국내영일화성의 으로하였다30 wt% YGS-30 .

사용된 의 품질 특성을 에 나타내었고 에silica sol Table 1 , Figure 1

의 입자의 형태를 나타내었다silica sol .

알칼리 금속2.1.2.

알칼리 금속은 LiOH H⋅ 2 를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O, NaOH, KOH

에서 사용된 알칼리 금속은 모두 순도 이상의 시약으로 하였85.00%

다 와 는 사의. KOH NaOH SHOWA potassium hydroxide (FW: 56.1,

와 를사용하assay: 85.0%) sodium hydroxide (FW: 40.0, assay: 96.0%)

였고, LiOH H⋅ 2 는 일본 대정화금의O lithium Hydroxide H2O (FW:

를 사용하였다41.96, assay: 95.0%) .

용액 제조2.1.3. Alkali-silicate

용액의 제조는 에각각Alkali-silicates silica sol KOH, NaOH, LiOH

H⋅ 2 를O SiO2/K2O, SiO2/Na2O, SiO2/Li2 의 몰비율이 각각O 2.0, 2.3,

이 되도록 배합한 후 간 교반한2.5, 2.7, 3.0, 3.3, 3.5, 3.7, 4.0 30 min

후 동안 밀폐된 용기에서 방치하여 제조하였다, 3 4 h .∼

철판2.1.4.

포비도 실험을 위한 철판은 크기에 두께는50 mm × 50 mm 1.6

인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차열성 실험을 위한 철판은mm , 300 mm ×

이고 두께는 인 것으로 사용하였다200 mm , 1.6 mm .

합판2.1.5.

차염성실험을위해사용한합판은 크기에두께300 mm × 200 mm

인 일반합판을 사용하였다12 mm .

2.2. 실험방법

용해도 실험2.2.1.

합성한 용액들을 시계접시에 일정량을 담아 실온에alkali-silicates

서 일주일 동안 건조한 후 용해도 실험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용해도.

는 에서 증류수가담긴용기에각시료들이담긴시계접22 500 mL℃

시를 동안 침적시킨 후 실험하였으며 이 증류수는 마다1 h , 5 min

유리봉으로 교반하고 용해 후 시료들을 일간 의 온도에서 건1 110 ℃

조한 후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였고 무게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 침적,

시키기 전 건조한 후 각각 무게를 측정하였다, .

열특성 분석2.2.2.

각각의 시료를 주일 동안 실온에서 건조하여 만든 피막들은 시험1

할 때 까지 비닐 용기에 넣어 밀봉하였다 이 시료들은 비율의. mole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차열중량 분석기(TG-DTA, STA409PC

를 이용하여 사이에서 의 승온Luxx, Germany) 20 800 10 /min∼ ℃ ℃

속도로 가열하여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정학적 분석2.2.3.

각각의시료를전기로에서 에서 열을가하여포비된500 , 600℃ ℃

시료들을 비닐 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준비하였다.

이 시료들을 powder X-ray diffractometer (Ultima + Horizontal

gonio 를 이용하여 고온에서의 규산염화합물의 전이특성 결meter II) ,

정질과비정질에 의한포비 특성및 알칼리규산염의 결정질전이 온

도에 따른 수화 생성물을 측정하였다.

포비도 분석2.2.4. (Intumescent)

합성된 각각의 용액을 크기 두께alkali-silicates 50 mm × 50 mm,

의철판에 의두께로도포한후전기로에서1.6 mm 1 mm 400 , 500 ,℃ ℃

에서 간 가열하여 포비된 두께를 구하였다 포비도는600 30 min .℃

포비된 두께를 초기의 피복두께로 나눈 것으로 이들 각 두께는 화염

시험 전후에 측정하였다.

차열성 실험2.2.5.

차열성실험은 크기의철판에300 mm × 200 mm × 1.6 mm alkali-

용액을 약 두께로 도포하고 뒷면에 을 설silicates 2 mm thermocouple

치한 후 토치램프를 이용하여 화염을 가하고 를 이용하여, data logger

Table 1. Properties of YGS-30

SiO2

(wt%)

M2O

(wt%)
pH

Average particle

size

(nm)

Viscosity

(cps, 20 )℃

specific gravity

(20 )℃
Appearance

YGS-30 30 below 0.5 9 10.5∼ 10 below 20 below 1.200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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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viscosities on alkali-silicates.

동안 철판에 전달되는 온도를 측정하였다1 h .

차염성 실험2.2.6.

차염성실험은 크기의일반적인합판300 mm × 200 mm × 12 mm

에 각 용액을 두께로 도포하여 토치램프를 이용alkali-silicates 2 mm

하여 동안 차염 성능 실험을 실행하였다1 h .

3. 결과 및 고찰

3.1. 점도

합성한 alkali-silicates 합성용액의 비율에 따른점도 측정의결mole

과를 에 나타내었다 점도는 가 가장 높게 나타났Figure 2 . Li-silicates

다 알칼리 규산염의 점도 효과는 피복체에 부착 시 부착 강도 및 흘.

러내림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며 점도가 높으면 피복에는 유리하나,

작업성이불리해질수있다 는붓 로울러와뿜칠시험결과. Li-silicates ,

작업성도 원활하며 부착강도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용해도

용해도는피복재료로서중요한요인이될수있다 즉 피복체에부. ,

착되어 빗물이나 기타 물에 의해 피복 재료가 용해되어 피복한 상태

가 벗겨지면 재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용해도의 결

과는 매우 중요한 피복재료로서의 인자이다 에 알칼리 규산. Figure 3

염의 비율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내었다 의 경우 시료mole . K-silicates

의 비율이 일때용해도에의한무게감량은 이고mole 2.0 27.6% , mole

Figure 3. Effect of solubilities on alkali-silicates.

비율 일때 로용해에의한무게감소비율이적어지는것으로4.0 3.5%

나타났다 이는 비율의 증가가 다중규산염의 입자크기의 증가. mole ,

양이온의 수에 따른 표준전하밀도 감소 규산염막의 수화와 용해도,

감소 및 입자들 사이의 결합 확률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인Si-O-Si

것으로 보인다.

는 낮은 비율에서는 용해도가 높아 약 까지 물K-silicates mole 30%

에 용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낮은 비율에, Na-silicates mole

서는 용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가지 모두 비율. mole

사이에서는 유사한 용해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3.0 3.5∼

있었다.

3.3. 열 특성 분석

를 이용하여 실시한 열 특성 분석 결과를 에Alkali-silicates Figure 4

나타내었다 에 나타낸 비율 의 의 결. Figure 4 mole 3.0 K-silicates TGA

과에서 사이의완만한 무게감소가 보이는데 이것은20 100 silica∼ ℃

수분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 결과에서sol . DTA 100∼

부근에서의 흡열 은 역시 의 수분의 분해 및150 (A) silica sol KOH℃

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근에서의 흡열피크 및. 450 (B)℃

부근의 발열피크는 다중규산염의 기의 구조수의 방출700 silanol℃

및 의 형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alkali-silicate .

의경우 의분석결과와유사한흡열반응을보Na-silicates K-silicates

였으나 부근의 발열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550 ℃

이것은 다음의 생성 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alkali-silicates .

음의 반응에서 은 금속을 뜻한다 또한 는M alkali . Li-silicates 150 ℃

(a) K-Silicates (b) Na-Silicates (c) Li-Silicates

Figure 4. TGA-DTA results for mole ratio 3.0 of alkali-si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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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서 강한 흡열반응 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C)

것 역시 LiOH H⋅ 2 의 분해에 의한 것이고 부근의 발열반응O 550 ℃

은다음의반응에의한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분석결과와잘. XRD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nSiO2 H⋅ 2O nSiO→ 2 + nH2 흡열반응O (100 )℃

2MOH H⋅ 2O M→ 2O + 2H2 흡열반응O (150 )℃

M2O + SiO2 H⋅ 2O M→ 2SiO3 + H2 발열반응O (550 )℃

분석결과전체적으로 에서결합수의증발에의한DTA 100 150∼ ℃

흡열반응을 확인할 수있었는데이것은 의수분의분해에의silica sol

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이의 발열반응은 각각의 알칼리, 400 550∼ ℃

에 의한 의 결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alkali-silicates .

분석결과 에서는완만하게무게감소약 정도TGA K-silicates ( 20% )

하였고 의 경우에는 보다무게 감소가 급격하게, Na-silicates K-silicates

진행되었고 는 더욱 급격하게 무게감소가 진행되었다 무, Li-silicates .

게감소율은 의 순서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는데 열분해에Li > Na > K ,

의한 무게 감량은 대부분이 결합수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서 내화용

재료로 활용시 화재 초기에 열분해에 의한 수분의 증발이 화재의 진

행을지연시킬수있는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즉화재시초.

기에 에함유되어있는수분의증발은증발에의한화염alkali-silicates

의 확산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재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있다 따라서 부근에서급격한수분의증발이이루어지. 150 ℃

는 가 나 보다는 초기의 화염의 확산Li-silicates K-silicates Na-silicates

지연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결정학적 분석

에결정학적분석 의결과를나타내었다Figures 5, 6 (XRD) . K, Na-sili-

는 까지 비정질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cates 500 , Li-℃

은 에서 이미 결정질 상태로 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silicates 500 ℃

하였다 이것은 의강한결합력에의해결정의생성이뚜렷. lithium ion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비성과 비교하여 보면 비정질.

상태에서 포비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비율에 따라 온도 까지 비정질 상태로 존K-silicates mole 600 ℃

재하는 것을 확인 할수 있는데 의 경우 비정질 상2.0 mole, 3.0 mole

태인것을확인할수있으나 에서는결정질상태인것을확인5.0 mole

할 수 있다.

는 온도 에서 모든 비율에서 결정질로 전이Na-silicates 600 mole℃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는약 에서발열반응이나타나는데DTA Na-silicate 550 ℃

(a) K-Silicates

(b) Na-Silicates

Figure 6. XRD results for alkali-silicates (calcined at 600 ).℃

이는 와 중의NaOH silica sol SiO2 성분이다음과같이반응하여결정

질로 전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NaOH + SiO2 H⋅ 2O Na→ 2SiO3 + 2H2O

이것은 포비성능과 비교하여 보면 온도 에서의 포비성능이600 ℃

온도 에서의 포비성능 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00 .℃

3.5. 포비도

의 비율에 따른 포비도 측정결과를 에Alkali-silicates mole Figure 7

나타내었다 의 경우 에서 비 및 에서 가. K-silicates 400 mole 3.3 4.0℃

장 우수한 포비도를 나타내었으며 에서는 오히려 비, 500 mole 2.5℃

(a) K-Silicates (b) Na-Silicates (c) Li-Silicates

Figure 5. XRD results for alkali-silicates (calcined at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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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에서는 비 에서 가장 우수한 포비도를 나타내었, 600 mole 2.3℃

다 이것으로보아 의경우 온도가 상승할수록작은 비. K-silicates mole

율에서포비도가우수함을알수있다 또한 는전체적으로. Na-silicates

작은 비율에서 포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mole , Li-silicates

의 경우에는 비율이 클수록 포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mole .

의 포비도는 수화물의 열분해에 의한 기공의Alkali-silicates silicates

형성에 의한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에대한 기공형성에대, Na-silicate

한 연구 에서 보고된 부터 까지 열처리 하였을 경우[15] 100 700℃ ℃

계 수화물의 열분해에 의해 기공이 형성된다는 결과와 잘 일치Si-OH

하고 있다.

3.6. 차열 성능 실험

와 에각 의차열성능을나타내었으며Table 2 Figure 8 alkali-silicates

TO는차열성능실험이전의기준온도를뜻하며 는시편, average temp.

이면의 평균온도 는시편 이면의최고온도를뜻한다 본, highest temp. .

Table 2. Heat Isolation of Alkali-Silicates

Potassium silicates Sodium silicates Lithium silicates

mole ratio 2.5 3.3 4.0 2.5 3.3 4.0 2.5 3.3 4.0

TO 29.7 27.8 27.8 27.5 26.7 27.3 27.7 29.2 30.4

average temp. 142.4 166.7 212.3 321.2 149.2 166.1 208.5 241.8 182.3

highest temp. 203.0 183.0 231.1 409.4 198.7 201.9 268.9 340.1 253.4

실험에서는 합성한 비율에 의한 여러 가지alkali-silicates mole type

중에서 임의로 을 선정하여 차열성2.5 mole, 3.3 mole, 4.0 mole type

능실험을하였으며 차열성능실험은두께 의철판에합성한, 1.6 mm

합성용액을 도포한 후의 실험결과이다alkali-silicates 2 mm .

의 경우 비 에서 모두 기준의 차K-silicates mole 2.5, 3.3 KS F 2207

열성능을 만족하고 있으며 의 경우는 비 이, Na-silicates mole 3.3, 4.0

의차열성능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KS F 2207 . KS F 2207

(a) K-Silicates (b) Na-Silicates (c) Li-Silicates

Figure 7. Effect of intumescence ratio of alkali-silicates.

(a) Temp. of fire (b) K-Silicates

(c) Na-Silicates (d) Li-Silicates

Figure 8. Flame test results of alkali-silicates on the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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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lame temp. of material surface.

Figure 10. Fire test result on the plywood.

의차열성능실험에대한기준치에서평균온도는기준온도(TO) + 140

이하 최고온도는 기준온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 + 180 .℃ ℃

서 및 는 의 차열성능기준치를만족K-silicates Na-silicates KS F 2207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는 대체로 규정에 벗, Li-silicates KS F 2207

어나는 값을 나타내었다 차열성능 실험 결과와 포비도 결과를 보면.

포비도가 우수할수록 차열 성능이 우수하며 포비도가 낮을수록 차열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화염에 의한 열의 전달은,

포비된 부피가 클수록 열의 차단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는 초기 수분의 증발 및 용해도가 낮은 우. Li-silicates

수한 특성이 있으나 화재시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인 차열성능

이 기준치에서벗어나므로 나 보다는내화피KS K-silicates Na-silicates

복재로서의 성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7. 차염 성능 실험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의 일반적인 온도는torch lamp

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균 범위이었으며 까지Figure 9 800 , 800℃ ℃

도달하는시간은 이내였다 본실험에서는각각의11 min . alkali-silicates

중에서차열성능실험결과 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type KS Li-silicates

를 제외하고 열분해에 의한 감량이 크고 용해도가 거의 일정한, Na-

(a) start

(b) 60 min

(c) After Test (60 min), Back

Figure 11. Photos of fire test on the plywood.

를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에서포비도와 용해도를silicates , Na-silicates

고려하여임의로 비율의 합성용액을차염성능실3.3 mole Na-silicate

험용 시료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합성용액을 두께. Na-silicate 12 mm

의합판에약 를도포한후의실험결과를 에화염사진2 mm Figure 10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Figure 11 .

실험 결과 화염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합판 이면의 온도는 최대

를넘지않았으며 화염을가한후 경과에서도목재에화염200 , 1 h℃

이전파되지않아차염성이우수한것을확인하였다 에의. KS F 2207

하면 목재의 이면에서 간 초과하여 지속적인 화염이 없을a) 20 sec

것 목재가 착화되지 않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실험 결과, b) ,

이면에 화염의 전파가 없을 뿐 아니라 착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의 사진을 보면 화염을KS F 2207 . Figure 11

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합판의 표면에서 포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화염이 소화된 상태에서도 포비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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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화재 시 화염의 차단에 의한 내화피복재로서의 알칼리규산염의 내

화특성에대한실험을 위하여 와반응이용이한 족금속이온silicates 1

인 이온과 을 이용하여제조한 의내K, Na, Li silica sol alkali-silicates

화 특성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의 경우 온도가 상승할수록 낮은 비율에서 포비1) K-silicates mole

도가우수하였고 는전체적으로낮은 비율에서포비, Na-silicates mole

도가 우수하였다 의 포비성은약 부터 나타남으. Alkali-silicates 400 ℃

로 인하여 화재 초기부터 화염이 직접 피복체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

하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 경우 표면의 온도가 인 화염2) Na-silicates 3.3 mole steel 800 ℃

을 가한 후 경과에서도 후면의 온도는 최대 를 넘지1 h steel 200 ℃

않아 차열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합판 후면의 온도는 최대 를3) Na-silicates 3.3 mole 200 ℃

넘지않았으며 화염을가한후 경과에서도목재에화염이전파되, 1 h

지 않아 차염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화피복재로서의 의 내화 특성은 차열성능과 차4) alkali-silicates

염성능에 의하며 이는 의 포비도에 의해 결정된다, alkali -silicate .

화재에대한철골부재의안정화를위한내화피복재로써의5) alkali-

성능실험결과철골에의차염성능및차열성능을고려할때silicates ,

배합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Na-silicate 3.3 m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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