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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DEFENSE REGULATION

불연프린트 강판,  안전한 가치를 담다

“ 안전하게 아름답게 ” 

대형 화재 사고 이후 재산,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어 화재에 취약한 창고와 공장에 난연 이상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춘 

마감재와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건축물 내외장재 시장에는 불연소재를 

사용한 자재들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습니다.

DK동신은 다양한 도료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연제품들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불연제품은 난연제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불연 성능을 상향한 제품으로 기존 일반 제품에 비해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작은

불꽃은 스스로 소화시키며 유독가스를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메일을 통해 공유 드리는 당사의 제품들 및 패턴들은 당사 고유한 디자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K동신의 새로운 불연 프린트 강판제품들을 통해

 ‘안전하게 아름답게’

일상 생활을 지키고 각 산업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DK동신의 불연제품들은 불연성, 가스 유해성 TEST결과 상기와 같이 불연 재료 KS기준을 충족하는 불연 

컬러 강판은 고온에서 쉽게 연소되지 않고 유독가스 발생량이 적어 건재 내외장재로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DK동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연기능성이 강화된 프린트 강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난연제 (Flame Retardant) - 불에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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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 제품 사용의 법제화 실시 이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축소되고 

COVID-19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에 따라 실내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건축용 불연 제품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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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아름답게”
2021 PATTERN COLLECTION

국내유일의 불연

프린트 컬러강판

자연스러운 목무늬 패턴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건축물의 내 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들과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던한 컬러와 입체감 있는 디자인을 지닌 세라믹 타일 패턴은 PCM사 최초로 

DK동신에서 개발 한 패턴입니다. 아름다운 외관, 불연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DK동신의 메탈 코르텐은 모던하면서도 빈티지한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패턴들로 

디자인 포인트를 부여하고  불연 기능을 강화하여 내외장재 뿐 아니라 중문에도 

적용하여 내장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PDP 416G PDP 4351 PDP 4455 PDP 435K

2015

47,135

43,222
42,111 40,564

37,135

47,135

법제화 실시 COVID-19 발생

41,231

2017 2018 2019 20202016

ㅣ 출처  스틸데일리 ㅣ

WOOD STONE METAL SUS-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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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스테인리스가 가진 고급스러운 광택과 느낌을 패턴으로 표현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SUS LOOK을 표현한 패턴들로 다양한 색감,다양한 마감을 통해 많은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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