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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Performance

금호 ENERPOR의 특징

에너포르의 성능 및 물성

금호 ENERPOR는 종래의 발포폴리스티렌에 결정구조상

에너포르의 단열 성능

복사열 흡수 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

•열전도율

보호에 부합되는 신개념의 단열재 원료입니다.

금호 ENERPOR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에 흑연을 도입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대비 열전도율을 10~20%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신기술 제품입니다.

”

에너포르의 특징
에너포르 주요 물성

“자연이 먼저 느끼는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
슬림한 구조와 스타일, 친환경 소재에 뛰어난 단열 효과와 항균 효과까지!
자연을 담은 친환경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가 고품격 인테리어 공간으로 바꿔드립니다.

•흡수율
금호 ENERPOR는 유사제품과는 다르게 종래의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의 특성인 Close Cell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단열재의 생명인 흡수율을 비롯한 압축, 굴곡강도는
기존 물성을 유지함으로써 완벽한 차별화를 이루었습니다.

에너포르의 단열 효과
단열 효과는 열에너지의 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인
열전도율로 표시할 수 있고,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통과하는
열 흐름이 차단됨을 의미하므로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호 ENERPOR는 동일한 비중의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을 10%~20% 향상시킨 신기술 제품으로
“가”등급 단열재의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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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로 탄생한 친환경 신소재 - 에너포르

03

Merit

Application

기존 단열재 대비 에너포르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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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ENERPOR는 친환경 단열재입니다.

세계는 “탄소 제로 그린홈” 올인 …

금호 에너포르(ENERPOR)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대비 단열 성능을 10~20% 향상시킴으로써

녹색성장 시대가 시작됐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연료절감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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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포르의 적용 분야 - 단열재

외측벽 단열은 에너포르가 지켜줍니다.

금호 ENERPOR는 친환경 첨가제만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금호 에너포르(ENERPOR)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변성 프레온계 발포제를 사용하지 않아

주택 부문에서 “탄소 제로 주택”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른바 “그린 홈”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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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ENERPOR는 친환경 웰빙 단열재입니다.
금호 에너포르(ENERPOR)는 낮은 흡수율을 보유함으써 세균이나 부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금호 ENERPOR는
그린 홈의 필수조건인 완벽한 단열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절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벽 단열을 비롯한 내벽, 층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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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지붕 단열 등 모든 부위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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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등급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W/mK)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비드법 2종 단열판 : 1호, 2호, 3호, 4호

가

0.034이하

•압출법 단열판 : 특호, 1호, 2호, 3호
•경질우레탄 단열판 : 1종1호, 2호, 3호 및 2종1호, 2호, 3호
•기타 : 단열재로서의 열전도율이 0.034W/mK 이하인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드법 1종 단열판 : 1호, 2호, 3호
나

0.035~0.040

•암연 단열판 : 1호, 2호, 3호
•유리면 단열판 : 2호
•기타 : 단열재로서의 열전도율이 0.035~0.040W/mK 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라

0.047~0.051

금호 에너포르는 “가” 등급의 비드법 2종 단열판에 해당합니다.

•비드법 1종 단열판 : 4호
•기타 : 단열재로서의 열전도율이 0.041~0.046W/mK 이하인 경우
•기타 : 단열재로서의 열전도율이 0.047~0.051W/mK 이하인 경우

Research &
Development

Application

에너포르의 적용 분야 - 층간음 차단재

연구개발

금호 ENERPOR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인간의 보행, 물건의 낙하, 어린이

금호 EPS 수지는 국내 합성수지 Maker의 개척자인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최초로 생산을 시작하였고,

들의 뜀이나 달림, 가구의 이동에 의해 발생한 고체전달음을 바닥충격음이라 하는데, 금호 ENERPOR는

포장완충재, 단열재, 어상자, 컵 용기, 부자 등의 여러가지 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충재로서 표준 바닥구조를 비롯한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금호 ENERPOR는

ENERPOR, PE/PS 발포체, 저발포, Color 제품 등 특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의

층간 단열에도 탁월하여 연료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품질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공정 개발을 포함한 친환경 고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단열 특성이 우수한 신개념 EPS 개발

기준층 거실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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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을 통한

고부가 신제품

경쟁력 확보

판매 비중 확대

▲

▲

▲

에너지, 전자재료,

시장의 품질선도

고급화된 신시장 개척

정밀화학, 기타

완충재의 성능평가 기준

구 분

바닥설치용
완충재

성능평가항목

성능평가기준

시험규격

밀도

-

KS M ISO 845

동탄성계수

40MN/㎥ 이하

(손실계수)

(0.1~0.3)

흡수량

4%v/v 이하

KS M ISO 4898

Property

Unit

Test Method

가열 후 치수안정성

5% 이하

KS M ISO 4898

Bead Size Class

mm

가열 후 동탄성계수

가열 전 +20% 이내

KS M ISO 4898

Blowing Agent

(가열 후 손실계수)

(0.1~0.3)

KS F 2868

Residual Styrene

두께

5mm 이상

-

Monomer

동탄성계수

150MN/㎥ 이하

KS F 2868

미래성장동력 확보

제품 물성
KS F 2868

측면 완충재

Normal Molded
Density Range
Optimum Expansion
Multiple

Grade
EPOR 20 I

EPOR 16 I

Kumho

0.7~1.5

0.9~2.0

wt %

Kumho

≒ 5.2

≒ 5.2

wt %

Kumho

≤ 0.4

≤ 0.4

g/l

Kumho

20~25

20~25

Times

Kumho

40~50

4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