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인체기능성-“바이오 액체벽지”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친환경 인체 기능성

  인테리어 마감재

첨단 신기술 벤처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기능성 내장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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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 및 기능

원적외선 방출
인체에 유익한 91.5%의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촉진, 몸 속의 노폐물 체외 배출작용

아토피, 비염, 천식 예방 완화
환경(공기 등)의 유해성으로 발병되는 아토피 피부병, 기관지천식 비염 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작용

유해독성물질 차단, 중화
세멘트 독성, 세멘트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라돈 등을 차단하고 마감재 

유해성에서 나오는 유해독성을 중화하여 신선한 공기유지

탈취기능(냄세제거)
실내 공기 중에 있는 각종 냄새, 악취를 제거하고 음식조리시 나는 음색 냄새, 

담배 냄새 등을 탈취하여 항상 신선한 실내공기 유지

온열작용
보온기능으로 겨울철에는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여름에는 토담집 처럼 

신선하고 시원함을 유지 시킨다.

항곰팡이 작용
실내 벽면, 천정 등에 검푸르게 서식하는 곰팡이 서식 방지, 제거하여 

곰팡이균으로부터 전염되는 호흡기 질환 등 질병 예방

유해중금속 불검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납(Ph), 카듀늄(Cd), 비소(As), 수은(Hg), 육각크롬(Cr+6)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인체기능성 마감제

HCHO(폼알데히드)
발암물질 폼알데히드 불검출된 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이다.

난연, 방염기능
화학 제품과 달리 화재시 불에 잘 타지 않으므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색상, 무늬연출
취향에 맞는 바탕색 연추과 벽면, 천정에 다양한 무늬 연출로 개성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아토피예방

중금속
불검출

항곰팡이

천식예방

비염예방

친환경, 인체기능성-“바이오 액체벽지”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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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은 의학용어로써, 새로 지은 주택이나 리모델링하는 기존의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화학물질(VOC),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VAC), 중금속(Pb, Cd, Cr6+, Hg) 

등으로 인하여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어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두통, 눈·코·목 등의 이상, 구토, 어지러움, 

가려움증, 아토피(피부병)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합니다.

주택에 사용된 건축 재료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VAC), 

중금속(Pb, Cd, Cr6+, Hg) 시멘트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 등의 유해물질이 일부는 휘발되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며, 그 오염물질이 ‘새집증후군’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마감재에 사용되는 합판, 접착제, 페놀수지 등에 포함되어 악취가 나거나 눈물, 호흡기관 통증, 기침, 가슴통증, 

천식  발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총칭인 VOC(Volatole Organic 

Compound), VAC, 톨루엔, 키실렌 등을 흡입 또는 접촉 시 눈이나 기도를 자극하는 가소제 등이  있습니다.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인체에 유입되면 중독, 알레르기, 두통, 어지러움, 가려움증, 피부병(아토피)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거나 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새집증후군이란?

새집증후군 발병원인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새집증후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퇴치로 
  우리의 건강을 지킵시다

는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혈액을 정화  

하고 공기중에 있는 HCHO, VOCs,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을 살균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 시킵니다.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퇴치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거나 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 유해성 오염물질 검출 기준 (권고치)

친환경, 인체기능성-“바이오 액체벽지”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친환경, 인체기능성-“바이오 액체벽지”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Bio Liquid wallpaper  |   3

프리바이오브러셔20180518.indd   3 2018-05-21   오후 5:36:22



www.fc31.com

•대한민국 우수발명품 선정(특허정)

•HIT 500상품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술 벤처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혁신 우수기업 선정(서울경제신문)

•일본 친환경마크 최상급 별4개 획득

•한국 녹색제품 친환경 마크 획득(한국환경산업기술원)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획득(국제인증원)

•ISO 14001 환경인증시스템 획득(국제인증원)

•유해성, 안전성 합격(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적외선 91.5% 방출시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환경친화적/인체기능성

바이오액체벽지/환경친화적 기능에 대한 언론보도

국·내외 공인 친환경/품질인증 획득

방영

방영

방영

방영

환경친화적/인체기능성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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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LABEL ◆ 원적외선 91.5% 방출 ◆ 곰팡이서식 방지지침 ◆ 탈취율 80%시험

◆ 벤처기업확인서 ◆ 유해성 검사 ◆ 안전성 검사 ◆ 중금속 검사

◆ ISO 9001 ◆ ISO 14001 ◆ 일본환경마크 ◆ 한국환경마크

◆ 특허증 ◆ 특허증 ◆ 특허증 ◆ 우수발명품선정

특허, 인증서, 실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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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해피 홈 (FBO 3020) Bio Happy Home

바이오 액체 벽지(Bio Liquid wallpaper)

제품특성

- 원적외선 91.5% 방출

- 혈액정화작용 / 공기중 세균살균

- 곰팡이 서식방지 및 제거

- 각종 냄새, 악취 중화 / 제거작용

- 시멘트 독성 차단 중화작용

- 아토피, 비염, 천식 예방 및 완화작용

자연의 천연소재 광물성과 식물성을 주 원료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 제조한 친환경 / 인체기능성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이다.

내부용(for inside)

➊ 주  거  부  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내부 벽면, 천정

➋ 상업적인부문 오피스텔, 원룸, 콘도미니엄, 호텔, 모텔, 병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내부벽면, 천정

➌ 공  공  부  문 학교, 관공서, 유치원, 어린이집,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장 등 내부벽면, 천정

사  용  용  도

친환경/별개 인체기능성

- 인체의 혈액을 정화하고 아토피 피부병, 기관지천식, 비염 등을 예방,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신진대사촉진, 원활한 혈액순환, 노폐물 체외배출 작용

- 실내 검푸른 곰팡이 서식방지 및 제거기능으로 곰팡이균으로부터 전염되는 전염병 예방

- 음식 조리시 나타나는 음식냄새, 담배냄새 등 각종 냄새, 악취를 탈취하여 신선한 실내 공기유지

- 화재시 화학제품과 달리 불에 잘 타지 않으며, 유해 독성이 없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시공 전·후 냄새가 거의 없고  원적외선방출 / 냄새를 제거하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 취향에 맞는 바탕면 색상연출, 다채로운 무늬연출로 아름다운 실내 공간을 디자인 할 수 있다.

-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여름에는 시원함, 겨울에는 따스하므로 온도 조절 기능을 한다.

- 낙서, 이물질을 화장지, 물걸레로 가볍게 제거할 수 있다.

  바이오 해피 홈의 효과는?  바이오 해피 홈의 효과는?

•석고보드면：이음새 망사 테이프로 바르고 부분 퍼티 후 2회 바르고 무늬연출 후 은나노 투명코팅

•합판부분면：투명코팅 고르게 바르고 이음새 망세테이프 바르고 부분 퍼티 후 2회 바르고 무늬연출, 은나노 투명코팅

•콘크리트면：부분퍼티로 평활작업 후 2회 바르고 무늬연출, 은나노 투명코팅

•포 장 단 위：10ℓ/통    •시공면적：50~55m2

•시 공 도 구：로울러, 콤프레셔, 에어리스    •희 석 재：맑은 물(부피비 5~10%)

•재도포시간：20℃ 30~60분    •내 부 용(for inside)

  시  공  방  법  시  공  방  법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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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코트 (FC 1010)  Free Coat

바이오 액체 벽지(Bio Liquid wallpaper)

제품특성

- 원적외선 91.5% 방출

- 혈액정화작용 / 공기중 세균살균

- 곰팡이 서식방지 및 제거

- 각종 냄새, 악취 중화 / 제거작용

- 시멘트 독성 차단 중화작용

- 아토피, 비염, 천식 예방 및 완화작용

자연의 천연소재 광물성과 식물성을 주 원료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 제조한 친환경 / 인체기능성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이다.

내부용(for inside)

➊ 주  거  부  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내부 벽면, 천정

➋ 상업적인부문 오피스텔, 원룸, 콘도미니엄, 호텔, 모텔, 병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내부벽면, 천정

➌ 공  공  부  문 학교, 관공서, 유치원, 어린이집,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장 등 내부벽면, 천정

사  용  용  도

친환경/별개 인체기능성

- 인체의 혈액을 정화하고 아토피 피부병, 기관지천식, 비염 등을 예방,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신진대사촉진, 원활한 혈액순환, 노폐물 체외배출 작용

- 실내 검푸른 곰팡이 서식방지 및 제거기능으로 곰팡이균으로부터 전염되는 전염병 예방

- 음식 조리시 나타나는 음식냄새, 담배냄새 등 각종 냄새, 악취를 탈취하여 신선한 실내 공기유지

- 화재시 화학제품과 달리 불에 잘 타지 않으며. 유해 독성이 없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시공 전·후 냄새가 거의 없고 원적외선방출 / 냄새를 제거하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 취향에 맞는 바탕면 색상연출, 다채로운 무늬연출로 아름다운 실내 공간을 디자인 할 수 있다.

-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여름에는 시원함, 겨울에는 따스하므로 온도 조절 기능을 한다.

- 낙서, 이물질을 화장지, 물걸레로 가볍게 제거할 수 있다.

  프리코트의 효과는?  프리코트의 효과는?

•석고보드면：이음새 망사 테이프로 바르고 부분퍼티 작업 후 하도칠 1회 고르게 바른 후 1mm두께 시공, 은나노 투명코팅

•합판부분면：이음새 거즈 테이프 바르고 부분퍼티 작업 후 투명코팅 1회 고르게 바른 후 1mm두께 시공, 은나노 투명코팅

•콘크리트면：부분퍼티 작업 후 1mm두께 시공, 디자인아트로 바탕면 무늬연출하고 은나노 투명코팅

•포장단위：20kg/통    •시공두께：1mm  •시공면적：25~28m2

•재 시 공：20℃ 1~2시간    •희 석 재：맑은 물(시공방법 따라 점도조절)

•시공도구：흙손(앙고데), 로울러, 콤프레샤

  시  공  방  법  시  공  방  법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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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액체 벽지(Bio Liquid wallpaper)

환경친화적/인체기능성 바이오액체벽지 전문 생산업체 프리바이오

➊ 주  거  부  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내부 벽면, 천정

➋ 상업적인부문 오피스텔, 원룸, 콘도미니엄, 호텔, 모텔, 병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내부벽면, 천정

➌ 공  공  부  문 학교, 관공서, 유치원, 어린이집,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장 등 내부벽면, 천정

사  용  용  도

황토코트 (FC 2010) Hwang-To Coat

제품특성

황토는 살아있는 흙으로 황토 한스푼에 약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 다양한 효소들이 순환작용을 일으키고 원적외선을 

복사하여 인체에 흡수되므로 인체에 신진대사촉진, 혈액순환 

활성화 노화방지, 만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황토효소 성분에는 카탈리아제, 디페놀옥시디아제, 사카라제, 

프로테이제의 4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 효소들은 독소제거, 

분해력, 비료요소, 정화작용 등의 역활을 하고 있다.

내부용(for inside)

•포장단위：20kg/통 •시공두께：1mm   •시공면적：25~28m2

•재 시  공：20℃ 1~2시간 •시공도구：흙손, 로울러, 콤프레샤

•희 석 재：맑은 물(시공방법 따라 점도조절)

디자인아트 (FBO 3000) Design Art

제품특성

바이오액체벽지인 바이오해피홈, 프리코트, 황토코트로 바탕면 

작업을 완성한 후 로울러의 무늬, 해면무늬를 선택하여 프린트 

로울러에 적당양(2/3)을 투입한 후 벽면, 천정에 무늬를 연출하는 

무늬 연출용 특수 제품이다.

•포장단위：4ℓ/통 •시공면적：350~400m2

•시공도구：프리트 로울러, 해면무늬

•희 석 재：맑은 물 •희 석 비：부피비 5~10%

•디자인아트 시공 후 코팅：20℃ 30분 후

   벽면, 천정 무늬연출용(내부용 - for inside)

친환경/별개 인체기능성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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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 투명코팅 (FBO 3050) Nano Silver Clear Coating

최첨단 나노기술로 제조한 나노입자의 상도용 투명 코팅제로 650여종의 세균을 5분내에 

살균시키는 친환경 기능성 코팅제이다. 실내의 각종 냄새를 제거, 각종 곰팡이균을 제거하여 

곰팡이 서식을 방지하고, 음이온을 방출하여 혈액의 정화작용, 아토피피부병, 기관지천식, 

비염 등을 예방,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낙서, 이물질이 묻었을 시 휴지, 물걸래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 항상 청결한 실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포장단위：16ℓ/통 •시공면적：150~160m2

•시공도구：로라, 스프레이 건내·외부용

바이오 페인트 (FBO 1015) Bio Paints
천연소재로 제조한 친환경 외부용 마감재로 변색이 없고 시공시 냄새가 거의 없으며 저탄소 

무독성 제품이다.

•포장단위：18ℓ/통 •시공면적：80~90m2

•시공도구：로라, 콤프레샤, 에어리스

•희 석 재：맑은물 •희 석 비：부피비 5~10%외부용

콜로이드 광텍스 (FBO 1013) Nano Silver Gloss Paints

•포장단위：16ℓ/통 •시공면적：70~80m2

•시공도구：로라, 콤프레샤, 에어리스

•희 석 재：맑은물 •희 석 비：부피비 5~10%내부용

하도칠(프리코트 하도용) (FBO 1016) Primer
프리코트 하도용으로 프리코트 시공전 바탕면에 고르게 1회 칠하고 프리코트 시공한다. 

제품의 박리현상을 방지하고, 기포방지, 접착력 증가 작용을 한다.

•포장단위：16ℓ/통 •시공면적：140~150m2

•시공도구：로라, 콤프레샤, 에어리스

•희 석 재：맑은물 •희 석 비：부피비 5~10%

콜로이드 실버 (FBO 2310) Colloid Silver
천연 향생제로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을 5분 내에 박멸하고 냄새제거, 항균 작용, 행주 소독, 

무좀예방, 발냄새 제거, 빨래헹굼, 소독, 새집증후군 제거, 곰팡이 제거

•포장단위：1ℓ, 5ℓ, 20ℓ, /통 •시공면적：5ℓ, 230~250m2

•시공도구：로라, 콤프레샤, 에어리스

친환경 인체기능성 내부 마감재로 최첨단 기술로 골로이드 나노 제품으로 시공시 냄새가 

거의 없으며, 시공 후 은은한 광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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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별개 인체기능성

아파트(APT) 시공사진(APT Construction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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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APT) 시공사진(APT Construction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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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별개 인체기능성

학교, 어린이집 시공사진(School, Kindergartens Photos)

친환경, 인체기능성-“바이오 액체벽지”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친환경, 인체기능성-“바이오 액체벽지”친환경, 인체기능성-“바이오 액체벽지”

종이없는 바이오액체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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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어린이집 시공사진(School, Kindergartens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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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P - CR 01  BWP - CR 02

BWP - CR 03 BWP - CR 04

 BWP - R 01 BWP - R 02     

BWP - R 03 BWP - R 04

Free Coat
(fc 1010) 
콤프레셔에 의한 
시공 샘플 

Free Coat
(fc 1010)
 롤러에 의한 
시공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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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별개 인체기능성

관공서 시공사진(Office Construction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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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ttern 프린트 롤러 무늬Desig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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