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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UM 2010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주)지음2010은 고객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건축자재 전문회사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투명한 경영’과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으로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를 선도적으로 충족시켜, 감동과 신뢰를 드리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며, 세계화되어

응력분산곡면판

가는 건축분야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최신 기술로 귀사의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음 2010 임직원 일동
섬유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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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Crack reduction method and material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희망을 제시하는 기업

ZIUM 2010
New Technology
www.ectk.co.kr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응력분산곡면판
V-타이 제품
균열 차단판(무근 및 몰탈)
균열방지 전기링
섬유 보강재

내화섬유 (폭열방지)
Polylon Hybrid Fiber
Fiber-α

강섬유 / 스틸조인트
Steel Fiber flooring
Alpha Dowel Joint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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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분산곡면판 ┃국내신기술 744호, 특허 제10-1022708호
응력분산곡면판은 개구부의 주변에 가로와 세로로 배근된 개구부 단부보강철근 또는 보 철근코너내측에 결속

응력분산곡면판의 개요

선으로 설치되고, 누름콘크리트의 시공부에서는 기둥이나 구조체돌출부 전면에 모르터 등으로 고정한 후 누름
콘크리트에 매립되도록하여 응력을 원활하게 전달 분산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각형개구부 코너에서

사인장보강철근

적용기준 (철근콘크리트 설계 구조 일반사항 참조)
- 개구부주위 : 창호 모서리 경사보강근 2-HD13(양면) 이상적용

응력집중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을 제거하고자 균열이 시작되는 부위에 설치하여 응력을 원활하게 전달 분산하

- 계 산 식 : 창호모서리에서 600mm 정착적용 - 1.2m X 철근SIZE별 철근단위중량 X 8EA

고 구속을 완화하므로 사인장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구부 코너내측 우각부에 설치하는 응력분산곡면판과
옥상 및 지하 주차장 바닥의 누름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사인장균열을 제거하고자 우각부의 균열이 시작하는 부

상세도 (외부창호 주위 보강근) - 회사마다 기준이 다름

위에 설치하여 균열을 방지합니다.

창호 모서리 경사보강근 2-HD13(양면)

Ld
＊Ld=안장정착길이
＊미표기 철근은 벽체 배근 알림표 적용

16

Note

0m

m

1. 창호 상하부 벽체가 비내력벽체인 경우에 적용한다

OPEN

이

2. 보강근은 양면 모두 보강해야 한다

내

3. 보
 강근은 HD 13 이상 적용 가능하고, 보강근 수량은 원안을

규격 : 100㎜

150㎜

180㎜

200㎜

250㎜

유지한다

300㎜

예
 ) 2-HD 13을 1-HD 19로 대체 금지.(배근량은 만족하나 균
열제어효과 감소)

기능 ●
 결합돌기 : 벽 두께에 따라 조합
●층진구멍 : 콘크리트 충진 및 일체화

●지지봉 : 간격 및 피복유지
●돌출리브 : 강성 및 부착력 확보

●측면돌기 : 외부면 노출방지

상세도 (아파트 슬래브 자재반입구 철근배근) - 회사마다 기준이 다름

응력분산 분포도 및 인장변형률 비교표

1,000

Ld

사인장 철근 적용시 응력분포도

후타설콘크리트

Ld

절단된 철근갯수 1/2
최소 2-HD 13 (T&B)

300~400

Ld

Ld

절단된 철근갯수/2 (T&B)

<단면도>

U-Bar (철근직경 및 배근간격은 슬래브배근과 동일)

OPEN

모서리 보강철근
1 HD 13 (T&B)(T&B)

Ld
Ld

a

300

<평면도>

응력분산 곡면판 적용시 응력분포도

a＜60

<확대 단면도>

Note
아파트 슬래브에 자재 반입용 개구부 설치시에는 슬래브 응력에 집중되는 벽체 또는 기둥에 인접한 위치는 피해야 하며,
Span의 1/4 지질 또는 중앙부에 개구부위치를 선정해야 함.

상세도 (개구부 (벽체 or 모든) 주변 철근배근) - 회사마다 기준이 다름
건축구조설계지침
[제365호 / 2010. 12. 제정]
건설신기술 수상 및 실적 (건설신기술 제744호)

★ 활용실적 [510개 현장(175만개) 2017. 12. 현재]

★ 성능평가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구조재료 실험실

▷LH : 진주 혁신도시, LH 합숙소, 인천남구

★ 수상내역 ▷2013 한국콘크리트학회장 표창

▷삼성물산 : 강남대치 청실, 강남세곡2지구3단지, 위례A2-5, 마포현석2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2013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금상

▷현대건설 : 광주첨단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원, 울산, 서산힐스테이트

▷2013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감리대상

▷대림산업 :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인천서창(LH), 서귀포시 콘도, 거제 옥포

▷2014 국토교통부 이달의 건설신기술 지정

▷포스코 : 하남 덕풍동, 구리 갈매

▷2015 제5회 친환경주택건설기술 및 신자재개발 국무총리 포상

▷SK건설 : 신동탄 SK, 강남 대치동

▷2016 현대건설기술대전 금상

▷국방부 : 시범적용 결정(2016. 07. 16)

6

Max (600, B급인장)
수직근 끝부분에 U형철근 배근 불필요

1. 구조도면상 개구부 표기가 없는 부분에

수직, 수평보강근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구조도면상의 치수
와 상이한 개구부 설치 시 구조설계자외
협의 후 시공한다.

2-HD16(E,F) 이상에 해당하는 철근을 순간격 4db로 개구부 양쪽에 보강

개구부를
최소화 할것

수평근 끝부분에 U형 철근 배근(5.3.1 일자형 벽체 참조)

2. 보
 강근은 주근 직경 이상을 사용한다
(단, HD16이상)
3. 내측면 철근과 외측면 철근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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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타이 제품 ┃국내신기술 808호
V-Tie를 통한 문제점 해결

- 기둥내부 Cross-tie 과밀화 방지 - 띠철근 배근의 간편화 - 기둥 크기에 관계없는 동일한 제품 적용

내부 크로스타이 설계기준

- 띠철근 풀림현상 방지 - 띠철근 배근의 상호간섭 최소화 -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

설계기준 KCI 5.5.2
한쪽 135도
타단 90도
내부 띠철근

[주근위치 불량으로 양단 90도 가공 및 시공사진]

[기존 기둥의 크로스타이]

시공 오차에 의한 하자

시공 / 구조적 문제점
배근의 난이 및 철근의 과밀화

품질관리 미흡

Human Error → 심각한 구조결함 발생
Cross-tie

한단 135도 타단 90도 → 배근 어려움

V-tie

콘크리트 충진 불충분으로 인한 곰보

설계기준 KCI 5.5.2

●Cross-tie로 배근된 기둥은 대변형에서
90도 후크가 풀림.
●반면, 내진설계용 V-tie로 배근된 기둥은
대변형에서 풀림현상이 없음.
●V-tie는 주철근의 좌굴시점 지연과 연성
확보에 효과적임.
●특히 고축력에서 V-tie의 좌굴시점 지연
및 연성확보효과는 더욱 현저함.

[기존 기둥의 크로스타이]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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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타이 제품 ┃국내신기술 808호

특허 제1712458호, 디자인 3건┃

●엇갈린

2

감리갈등 해소

주근 배근시 효율성 극대
유지

●일정간격

4

구조적 성능확보

V-타이

3

철근배근 정확도

●기능공

부족[외국인/고령화]
배근 영역의 최소화

●과밀배근

6

공기단축

V-타이

타설품질 용이

용
도
시
공
기대효과

지하주차장, 옥상,세대 방통(몰탈) 등 누름 무근콘크리트의 모서리 균열제어
돌출된 모서리 전면에 설치 (모서리에서 2∼3cm 이격)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균열저감

바닥용 (무근)

단열재용 (무근)

벽채용 (무근)

매설용 (무근)

바닥에 고정 설치

단열재에 꽂아서 설치

벽, 기둥 모서리 고정

Con'c 타설과정 설치

1. 기포바닥용 (몰탈)

2. 기포바닥용 (몰탈)

3. 기포바닥용 (몰탈)

4. 기포바닥용 (몰탈)

기포 바닥에 고정설치

기포 바닥에 고정설치

기포 바닥에 고정설치

기포, 단열재 바닥에 고정설치

●분리타설로

●철근과밀

5

(무근 및 몰탈)

균열차단판

신청기술을 통한 기둥부재의 성능/장점 극대화

1

균열 차단판

▼50%

콘크리트 재료분리 방지
최소화 콘크리트 타설용이

원가절감
▼30%

V-타이

평균 245초

크로스타이

크로스타이

▼148%
※휨연성비

●크로스타이

90도 풀림 조기좌굴 지연
●기둥의 연성저하 최소화

크로스타이
평균 488초

●원터치

클립이용
●크로스타이 대비 50% 공기단축

●철근물량절감을

통한 CO2 절감
●기준층 대비 30% 비용절감 가능

보완대체

특허 제1373143호, 디자인 제708595호┃
개

균열방지 전기링

요

● 전기BOX 주변에 설치

● 변형구속에 의해 집중되는 응력을 분산 ● 초기 건조수축에 의한 사인장균열을 제어

● 폐쇄형 띠철근의 시공성
→ 시공성 고려한 양단 90도 띠철근 시공후
V-타이 추가시공하는 보완대체
신기술지정증서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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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섬유 보강재
그린화이버의 개요

그린화이버는 몰탈/콘크리트의 경화과정에서 생기는 소성수축 및 건조수축 균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몰탈/콘

Sample

섬유보강재 장점

크리트 중에 그린화이버를 분산시켜 인장강도와 균열에 저항성을 높이고 인성을 대폭 개선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천연섬유로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그 동안 섬유보강재의 최대 문제점인 섬유 뭉침으로 인한 성능저
하, 콘크리트의 작업성 감소, 시멘트 입자와의 부착력 저하등을 없앤 친수성 천연셀룰로즈 섬유보강재입니다. 그린
화이버를 적용한 보강콘크리트는 충격저항성, 마모저항성, 알칼리저항성, 내열성이 탁월하여 압축, 인장, 비틀림,

내충격성

3차원적 입체보강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휨, 화학적반응등의 영향으로부터 구조물의 기능과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콘크리트/모르터용 섬유보강재
입니다.

그린화이버의 물성

그린화이버 (단사형)

재

질

천연 셀룰로우즈 (마섬유 : 황마, 양마)

탄 성 계 수

32 Gpa

비

중

1.2 ~ 1.3g/㎤

녹

는

점

230℃

70㎛

흡

수

율

10% 이내

5~15㎜ (mix 용량에 따라 길이조절)

자외선저항성

우수

400 Mpa

알카리저항성

우수

직
길

경
이

인 장 강 도

그린화이버 시공

일반콘크리트 시공

와이어 메쉬 시공

그린화이버의 규격
UV저항성

● 기본형 : 0.6kg/m3, 0.9kg/m3 ● 고급형(펠렛형) : 0.6kg/m3, 0.9kg/m3, 1.2kg/m3

그린화이버 (펠렛형)

외부 노출 시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UV저항성 높으므로 지속적인 보강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원재료는 나이론이며, 나이론은 일반적으로 폴리아미드 합성섬유의 총칭으로, Amide functional group-CONH

나이론화이버란?

으로 특성화된 폴리머계를 일컫는 이름이며, 당사는 탄소수 6개의 ε-카프로락탐을 중합시켜 만든 chip으로 Tow형
태(섬유다발)의 나이론 6을 일정한 denier로 용융방사하여 요구되는 길이별로 컷팅, 포장,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나이론화이버는 합성섬유이면서도 섬유표면에 친수성을 부여하여 시멘트 매트릭스와의 우수한 친
화력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부착성 및 분산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섬유 자체의 높은 인장력과 뛰어난 탄성계수, 낮
은 신장율, 산/알카리 저항성이 우수 하며 불활성 입니다.

섬유보강재를 사용한 모르터

일반 Plain 모르터

섬유보강재를 사용한 모르터

Polypropylene을 사용한 모르터

균열저감

표면 마감성

기존 와이어매쉬에서는 만들 수 없는 평면 보강에서 3차원적 보강으
로 콘크리트와의 결합체를 형성하고 천연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요구
성능인 고 인장강도, 고탄성 계수를 확보하여 균열을 획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친수성보강재로서 분산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뭉침(Fiver
Balling), 화이버 보풀 노출로 인한 흠이 없어 매끄러운 표면마감이 가
능합니다.

나이론화이버의 물성 (1㎥당 0.6kg)
재질

비중(g/㎤)

인장강도
(Mpa)

탄성계수
(Mpa)

인장신도(%)

용융점(℃)

산/알카리
저항성

함수율
(%)

섬유직경(㎛)

섬유길이(㎜)

100%
nylon6 bright fiber

1.10 이상

700 이상

4,000 이상

25% 이하

210℃ 이상

매우 높음
(불활성)

5% 이내

18~40㎛

6~8㎜

※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기준에 준함.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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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화이버

Polypropylene Fiber Pull out 현상

분산성

부착성

그린화이버는 천연섬유로서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인공 섬유와
는 달리 정전기로 인한 뭉침 현상이 대폭 개선되고 습식 혼합 시 화이
버의 분산이 탁월합니다.

기존 섬유보강재인 인공섬유는 표면이 매끄러움으로 섬유가 매트릭스
에서 이탈하는 현상(PULL-OUT)이 발생될 수 있으나 그린화이버는 불
규칙적인 층상형 구조로서 시멘트 복합체의 매트릭스 내에서 부착을
강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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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섬유

┃polylon hybrid fiber 국내신기술 617호┃Fiber-α (특허 제10-0899838호)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강도 콘크리트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최고층 건축물에 활용

내화섬유의 개요

되는 고강도 콘크리트(400㎫)는 내부조직이 치밀하여 화재 발생 시 고열을 받게 되면 콘크리트 내에 존재하는 물

내화섬유 사용효과

● 고강도, 고성능 콘크리트에서의 화재 발생시 폭열 방지 효과 및 잔존 압축, 휨, 인장강도율 증가
● 도로터널의 라이닝 콘크리트 및 지하구조물(지하철)등의 화재발생 시 폭열 방지 효과

과 공기등이 팽창하여 수증기압을 발생하고 이러한 내부 수중기압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콘크리트의

● 기 설치된 구조물의 보수보강 및 내화성능 향상을 위한 내화 모르타르에 혼입 사용 (고인성 내화 보수 모르타르)

표면이 탈락 하거나 박리하는 폭열현상이 발생하여 건축물이 붕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 콘크리트의 취성거동을 연성거동으로 유도 및 인장 저항능력 증대 국부적인 균열의 생성 및 성장 억제

콘크리트의 폭열현상을 방지하는 내화섬유인 Polylon Hybrid Fiber 와 Fiber-α 를 개발·양산하였고, 특허 및 신기

(충격, 파손에 대한 저항력 증대 구조물의 휨인성 증대 효과)

술 인증을 완료 하였다.

스페인 마드리드 윈저 빌딩

중국 CCTV 신축사옥 부속 건물

국토해양부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입법 예고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46호 (2008. 05. 07)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보의 내화성능 관리 기준” 제정(안)

주요골자
● 내화구조의 기둥, 보에 50㎫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KS F 2257-1에 준해 시험하여 3시간 내화성능 확보 필요

특허 및 신기술 획득

● 주철근의 온도 : 평균 538℃, 최고 649℃ 이하
● 관련규정 : 국토해양부령 제36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08. 07. 21)
● 규정내용(50㎫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보)
- 50㎫ ~ 60㎫ :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보강을 하여 구조기술사가 이를 확인,
서명한 경우에 실험 제외 可
- 내화시험 성적서 유효기간 : 3년 (동일조건 시공, 해당 프로젝트의 가장 작은 단면의 기둥 적용)
- 내화성능 인증 콘크리트보다 낮은 설계기준강도 적용시 시험 생략 可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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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섬유

┃Steel Fiber for Flooring

Construction Joint┃

철근을 사용하는 RC SLAB 구조와 달리 강섬유(Steel Fiber)를 이용해 인장강도를 늘리는 공법을 말하며, 강섬유보

S.F.R.C 개요

바닥 보강용 / 스틸 조인트

www.ectk.co.kr

강콘크리트 마감공법이라 칭한다.

강섬유 보강 바닥 슬래브의 개요

Laser Screeding System을 이용해 초평활도 실현이 가능하며, 양질의 마감재를 사용해 고품질 바닥공사가 가능하

Expension Joint

설치 목적

설치 장소

● Expension 기능

● Load Transtering

● 경,중공업 현장

● 일반창고 및 공장

● Level 유지 목적

● 슬래브 이음부의 깨짐 방지

● 물류센터

● 도소매 유통센터

다. 공기단축과 경제성을 고려한 높은 바닥품질이 본 공법의 특징이다.

SFRC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키며 철근배근을 생략하여 SLAB 두께를 감소시킴

SLAB DESIGN

● 철근배근 등의 공정을 단축하여 공기단축 효과
● 철근가공/배근, 레미콘 직접 타설 등 공사비용 절감효과

시작

시작

품질조건

3M

● Load Transferring 을 위해 Plate Dowel System 이 장착되어야 한다. Plate Dowel System 의 사양과 설치 간
격은 현장별 조건에 맞게 검토돼야 한다.
● 상부 Strip Plate 의 두께는 9㎜의 이상을 권장하고 이중으로 설치하며, 두 철판간 Level 편차가 발생하면 안된다.
● 상부 Strip Plate는 Con’c 수축시 변형이 오지 않도록 재질은 SS400 여야 한다.

종료

종료

설치방법

● 기준 Level 에 맞춰 Alpha Fix 에 고정해 1차 설치한다.
● 정확한 Level 은 Alpha Fix 의 Lebeler 를 조정하여 맞춘다.
● Dowel Olate 에 PE Film 을 설치하여 Con’c 타설시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 S.O.P(Slab on Pile)에서는 Pile 간격에 따라 파일상부 주열대에 철근 보강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
- 지내력 10ton/㎡ 확보가 어려운 지반에서 공사 시 적용

취급 종류 : 코스틸 빈드렉스 / HIC 스틸화이버
규
격 : 전 종류

Steel Fiber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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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성능 개선공법 및 자재

Waterproof performance improvement method and material
방수성능 개선공법 및 자재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희망을 제시하는 기업

ZIUM 2010
New Technology
www.ectk.co.kr

방수보호 플래싱공법 및 자재
스텐인레스 방수보호플래싱(LH기준)
아연도금칼라강판 방수보호플래싱(LH기준)
ABS방수보호플래싱
방수마감판 플래싱
방수쫄대(수직단부마감및 보호재 이탈방지)
측면 방수보호 구조물

배수판
바닥 배수판
벽체 배수판

방수층보호시트
지음방수층보호시트 (EVA+PE)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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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보호 플래싱 공법 및 자재

┃Waterproof protection Flashing method and material

LH 시방

방수 보호판

SUS 방수보호판 / 아연도금 칼라강판공법

플라스틱 방수보호판 공법

스테인리스판과 씰링으로 방수층보호
아연도금칼라강판과 씰링으로 방수층보호

ABS판과 씰링으로 방수층 보호
폴리프로필렌판과 씰링으로 방수층 보호
하이샷시충격완화판으로 수직단부마감과 보호재 이탈방지

Bad

Bad

Bad

방수시트 흘러내림으로 덧 시공

방수보호재 탈착 사례 빈번

Bad

Bad

방수부위 장기노출로 오염 훼손

Good

지하침하에 의한 마감불량

Bad

방수보호재 탈착 사례 빈번

Good

방수 마감판 시공으로 모든 문제 해결

Good

스테인레스 방수보호플래싱사용(SUS) 시공

Good

Good

스테인레스 규격 : 200mm*1000mm*1T
아연도금 칼라강판 규격 : 130mm*1000mm*0.5T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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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방수보호판 규격 : 230mm*1000mm*5T
PP마감판 규격 : 100mm*1000mm*3T
하이샷시 방수쫄대 : 50mm*1000mm*2T

칼라 강판 시공

ABS방수보호플래싱 시공

Good

ABS방수보호플래싱(옥상) 시공

PP방수 마감판 하부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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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방수보호 구조물
기존 시공방법

제품 부분명칭 및 기능
무근 콘크리트
지상 조경구간

무근 콘크리트 변형 응력

→

콘크리트 구조물

→

결로발생부위

→

측면 보호판
무근 콘크리트 크랙 차단판

지하 주차장

빗물(水)

지상 되메우기 구간
물구멍

누름 콘크리트 + 측면보호재

누름 콘크리트

결로방지, 모서리 취약부 보호, 되메우기
충격방지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 보호벽돌

개선방법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측면방수 보호층 시공방법

① 무근콘크리트 크랙 차단판

변경 측면구조물 보호층 시공방법

무근콘크리트가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신축할때 크랙이 발생하고 그 크랙으로 인해

1

방수부위 우수 침투가 되어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랙을 차단하는 기능
2

누름콘크리트 (#8 와이어메쉬-150X150)

누름콘크리트 (#8 와이어메쉬-150X150)

도막 및 복합방수

도막 및 복합방수

② WEEP HOLE(물구멍)
방수

보호벽돌 및 누름 콘크리트

취약

장기노출시 콘크리트 및 측면보호판 신축률이 달라 두판 사이에

부위

틈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물(水)이 방수면에 침투하여 누수가 발

3

행 (원천 차단기능 / 외부로 물을 빼주는 기능)

도막 및 복합방수

무근콘크리트와 측면보호판 사이 틈발생 (우수침투)
THK20MM PE방수보호재
THK1.5MM 측면구조물

부위별 명칭 및 기능
③ 결로방지 및 모서리 보호, 되메우기충격방지 단열재

콘크리트 방수턱

- 모서리 부위가 결로에 취약하여 주차장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결로가 발생하여 마

변경공법 특징

4

- 방수턱, 보호조적등 복합공정 → 단일 건식공정으로 시공이 간편함(원가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감면 곰팡이 발생(하자발생 빈번)
- 모서리 부위 수평,수직면 방수취약 부위 보강(누수발생빈번)
- 되메우기시 뽀족돌등의 방수찍함 방지

- 방수시공시 시공으로 공정단순 및 장기간 방수층 노출로 인한 방수품질 저하 미연방지

④ 무근콘크리트 일체화 키
무근콘크리트가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신축할때 측면보호판과 일체화로 같은 거동
으로 움직여 콘크리트와 측면보호판 사이에 틈을 최소화 하여 무근콘크리트와 일체화
기능을 담당

측면보호판 확대면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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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배수판

배수판

www.ectk.co.kr

┃Drain Plate

Wall Outlet┃

- 고강도 기능성 PET 수지로 내 충격용 및 내열성 자재 사용

배수판의 개요

칼라 벽체배수판의 개요

- 수명이 영구적이며, 지하 누수 및 결로 방지

벽체 배수판

지하구조물 벽면(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의 결로방지, 침투수 및 결로수 유도처리와 벽면의 디자인 마감

- 콘크리트 충진구조로 내하중성이 우수한 배수재

칼라 배수판

- 경량으로 취급 및 절단작업이 용이하고, 시공이 간단하여 공기단축으로 인한 원가절감

- 주요성분 : 합성수지 + 혼화제

- 공사기간 : 짧다 (공정의 단순화 및 시공의 간편함)

- 시 공 성 : 시공이 간편하여 적절한 현장관리 가능

- 마 감 성 : 외관이 우수하여 별도의 마감 불필요

- 보 수 성 : 강도 우수, 크랙 발생시 부분보수 가능

베이스 및 패널

A형 500×500×30~70T

B형 2,200×730×30~70T

C형 2,200×725×30~70T

규격 : 500×500×70T - 4(EA)/㎡

규격 : 166×166×10(단위㎜) - 36(EA)/㎡

시공 순서
바닥 배수판 비교

기본 배수판 (C형)

기본 배수판 (B형)

기대효과
- 시공시간 단축
- 시공 자재비 절감
- 인건비 절감

- 배수판 연결부 테이프 작업
- 테이프 작업시간 필요
- 배수판에 테이프 접착성 떨어짐

- 배수판 연결부 테이프 작업 용이
- 판과 판사이 겹침 20mm
- 삽입 홈 깊이 30mm 이상

- 벽체 연결부 강제로 구부림 시공 또는 테이프 처리

- 삽입 홈 연결 구조

품질만족

-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

- 바닥에 깔아놓은 이후 서로 이탈되지 않음
콘크리트 타설 시 판 속으로 유입되지 않음

품질만족

배수판 들뜨는 현상 및 벌어지는 현상 발생

① 베이스 부착

② 패널 조립

③ 몰딩마감(완성)

콘크리트 침투 → 콘크리트 침하 현상 발생

- 배수판 재질 : 일반 플라스틱
(강도 및 충격에 약함 - 동절기 파손)

-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
(강도 및 충격에 우수함)

품질만족

시공 사진 (기계실)

시공 순서

시공 사진 (지하 주차장)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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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방수층보호시트

www.ectk.co.kr

┃EVA + PE

- PE + EVA를 이용하여 만든 방수층 보호재로 시공성 및 품질이 우수

제품소개

- 기존 보호재와는 달리 물을 흡수하지 않아 방수층 손상을 주지 않음
- 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의존성,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신장시의 열화성상, 낙구충격강도, 내움푹패임성능,
굴곡저항성능 등 기계적 성능이 우수함
- 최근 대기업 건설사에서 비닐보호재 대체재로 많이 사용함

제품사진 및 포장단위

구분

규격

두께

0.5mm

폭

1,200mm

길이

30m

비고

Roll Type
(롤 타입)

1. 방수층 보호재 기능상실

제안 배경

- 방수보호 기능이 없는 비닐(VINYL) 시공 및 누락

2. 과다한 원가절감
- 방수층 보호재가 필요함에도 과다한 원가절감 ( 주차장 및 지붕누수 하자가 빈번)
- 무근콘크리트 타설전까지 방수시공부위 훼손 심각 (지하주차장 누수하자 보수비용 과다 발생)

방수층 보호기능이 없는 비닐시공

기존 공법과 비교

구분

방수층 보호재 미시공후 무근콘크리트 타설

기존 공법

변경 공법

비닐(VINYL)방수층 보호재

폴리에틸렌(PE)방수층 보호재

지음 방수층 보호재 (PE+EVA)

●가격이 저렴
●시공실적 많음

●일면 접착으로 바람에 날림 적음 ●시공성, 품질이 우수
●시공실적 많음
●기계적 물성이 우수
●완충 및 복원력 뛰어남
●1차적 방수효과
●보호몰탈 대체재로 적합함

●방수보호기능 없음
●형식적 방수보호 시공
●대기업 건설사 사용안함

●수분을 흡수하여 무근크랙
주가발생
●폐기물이 다량발생
●접착면 탈락현상 빈번

시공 사진

장 점

단 점

균열저감공법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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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면 시공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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