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데이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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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액형 실리콘 씰란트 
 

특징과 이점 • 주거용 발코니, 페리메터 등 움직 임 조인트에 적합 
• 중성 경화형 
• 저 모듈러스 씰란트 
• 우수한 움직임 허용치: ± 50% 
• 내후성이 뛰어나며 햇빛, 비, 눈, 오존 또는 혹서 및 혹한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다양한 자재에 접착력이 뛰어남 
• 1액형으로 사용이 간편 
• Gun으로 사용 시 꼬리 끌림 현상 없음 
• 모든다우씰란트와 상응성 우 수 
• 폴리카보네이트와 상응성이 우수하 여 크랙 및 접착불량을 일으키지 않음 
 

응용 분야 • DOWSIL™ 1001 페리미터 실리콘 씰란트는 중성 경화형 저모듈러스 실 
리콘 실란트로서, 다양한 자재에 우수한 접착성을 발휘하며, 내후성이 우 
수하고, 주거용 창호 페리미터 씰링 및 익스펜션 조인트 씰링에 적합하 
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속성 
주의: 아래 수치는 제품 시방용이 아닙니다. 
 
테스트 1 속성 단위 결과 

 경화 전 - 온도 23°C, 상대습도 50%에서 시험   

 색상  백색 

ASTM D 2202 흐름성 mm 0 

ASTM C 679 표면경화시간 분 35 

ASTM C 679 완전경화시간 일 7–14 

CTM 97B 비중  1.52 

 
1. CTM: Corporate Test Method (사내시험규격)로서 요청하시면 입수 가능합니다.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SO: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 
KS : 한국산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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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속성 (계속되는) 
 
테스트 속성 단위 결과 

 경화 후 - 온도 25°C, 상대습도 50%에서 7일 경화 후 시험   

ASTM D 2240 경도 Shore A 31 

ASTM D 412 최대 인장 강도 kg/cm2 17 

ASTM D 412 최대 신율 % 620 

ASTM D 624 최대 인열 강도 kg/cm 11 

ASTM C 711 가용온도 °C -50–150 

KS F 4910 제품 산업 규격  25LM F 

 경화후 – 온도 25°C,상대습도 50%에서 28일 경화 후 시험 12 x 12 x 50 mm T.A (Tensile Adhesion) 조인트 시험체 

 25% 신장 시 인장응력 kg/cm2 3.0 

 50% 신장 시 인장응력 kg/cm2 3.5 

 100% 신장 시 인장응력 kg/cm2 4.0 

 최대 인장 응력 kg/cm2 8.0 

 최대 신율 % 460 

 
제품개요 DOWSIL™ 1001 페리미터 실리콘 씰란트는 1액형 중성 경화형으로서 주거용 

창호 페리미터 씰링 및 익 스펜션 조인트 씰링에 적합한 제품 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압출성이 우수하며 공기중의 수분과 반응하 여 상온에서 신속하게 
경화되어 내 구성이 우수한 탄성체를 형성합니 다. 
 

표준시험규격 다음의 규격을 만족함: 
KS F 4910-2000, 등급 F-25LM 
 

사용방법 자세한 사용법 및 조인트 설계에 대해서는 다우코닝 기술 및 시공지 침서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에는 다우코닝으로 직접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피착재 표면 준비 그리스, 오일, 먼지, 수분, 성에, 기 존 씰란트 및 보호 코팅 등의 이물 질 및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적용절차 • 빽업재, 세팅블럭 및 스페이서 테이프를 설치. 
• 씰란트의 미려한 외관을 고려 하여 조인트에 인접한 표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시공. 

• 비다공성 자재에는 통상적으로 프라이머가 불필요. 다공성 자 재에는 
씰란트 적용 전에 접착 성 테스트 요망. 

• 다공성, 비다공성 자재를 막론하고 최적의 접착성을 확보하 기위해서는 
작업 개시 전에 접 착성 시험이 실시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다우 으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 DOWSIL 1001 페리미터 실리 콘 씰란트를 연속적으로 적용. 
• 씰란트 표면이 경화되기 전에씰란트 표면을 툴링함. 적용된 씰란트는 

15분 이내 또는 표면 경화 전에 툴링해야함. 
• 툴링 직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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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및 보관 30°C 이하에서 미 개봉 상태로 보 관 시,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간 사 
용가능합니다. 
 

포장 
 

300 ml 카트리지 및 500 ml 포일 
 

색상 백색 
 

취급시 주의사항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는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취급 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안전 
보건 데이터시트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십시오. 안전 데이터시트는 다우 
웹사이트(WWW.CONSUMER.DOW.CO.KR)나 영업 및 연구소, 대리점 또는 다우의 
고객 서비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사항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 용할 수 없습니다: 
 
• 오일, 가소제 또는 기타 용제 등이 스며 나오는 자재나 미 경화, 또는 부분 
경화된 고무 가스켓, 또 는 테이프 

• 완전히 밀폐된 공간 
• 항구적 침수가 예상되는 부위 및 땅에 매설되는 부위 
• 자재 표면 온도가 50°C 이상인 경우 
• 성에나 수분이 존재하는 자재 표면 
 
이 제품은 의약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테스트가 불가 합니다. 
 

환경 및 건강 관련 정보 제품 안전을 위해 다우은는 제품 스튜어드십 기관 및 제품 안전 및 규정 

준수협회의 일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www.consumer.dow.co.kr)를 방문하시거나, 다우 

담당자에게 문의 주십시오. 
 

 
 
http://www.consumer.dow.co.kr 품질 보증 – 필독 요망 

이 제품설명서 상의 정보는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 제품의 사용 조건과 방법은 다우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며, 당사 제품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고객이 의도한 최종사용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확인, 테스트하기 위해 본 설명서가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고객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시된 사용 방법에는 어떠한 특허도 침해 하고자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우의 품질 
보증은 제품 출하 시에 다우의 품질 규격을 만족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 보증 위배 사항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유일한 보상은 구매 금액의 환불 또는 품질 보증 내용 에 위배된 제품의 교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다우은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다우은 특히 어떤 특별한 용도나 상품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우은는 우발적 사고나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