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주택을 위한 친환경 방수재 V3
건강한 주택을 위한 안전모드 입니다.

대로방수화학(주)은 친환경 방수재 제조 전문 업체로서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납기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해외의 방수 기술력을 습득하여
국내에 현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차별화된 원자재 구성으로
최고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에 전력을 다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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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O Waterproofing System
내·외벽 방수재

내·외벽 발수제
- 적벽돌, 콘크리트 미장면, 드라이비트
- 내·외벽 코팅방수, 목조·황토주택, 석재건물

지붕 도막 방수재

- 적벽돌, 콘크리트 미장면, 드라이비트, 조적
- 광텍스, 빈티지 인테리어 벽체코팅

- 판넬지붕, 콘테이너, 징크(철판) 슬레이트 지붕
- 슁글지붕, 기와지붕

히드라 - 내·외벽발수코팅제

넬-코트 - 판넬 도막코팅 방수재

웰스코트 - 친환경 수용성 발수제

루프코트 - 슁글 전용 방수재

비트코트 - 다용도 코팅 방수재

옥상 도막 방수재
- 건축물의 옥상바닥, 지붕방수
- 단독 공동주택 다용도실 및 발코니

침투형 방수재

곰팡이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 욕실, 베란다, 보일러실, 타일바닥
- 콘크리트 크랙부위, 옥상바닥 외 침투 가능한 부위

- APT, 빌라 베란다 및 지하실 내부
-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부위

레인코트[KS F 3211]

그린코트 - 수용성 도막 방수재

내·외벽
방수재
무기질
도막
방수재
V3 투게더

고침투 방수재 - 콘크리트용

- 욕실, 테라스, 베란다 비노출 방수
- 각종 건축, 노출옥상바닥 방수

V3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무기질 방수재
- 각종 건축, 노출옥상바닥 방수, 건축 지하 구조물
- 건축 내·외벽 방수가 요구되는 곳
메딕 - 무기질 도막 방수재

탄성무기코트[KS F 4919]

콘-페이스[KS F 4918]

에코코트 - 무기질 도막 방수재

보수·보강제 내·외벽 방수재
- 창틀 실리콘 주위, 바닥크랙
- 신·구 콘크리트, 몰탈(레미탈) 접착제

몰탈 홉합 방수재
- 옥상바닥 방수 및 물매, 공장 주차장바닥
- 미장, 보호몰탈(방통), 콘크리트 내·외벽 견출방수

레미콘 혼합 방수재
- 레미콘 콘크리트 구체방수재 , 지하옹벽 구체방수
- 아파트, 공동주택 등 기초공사, 도로공사, 교가

보수·보강제 내·외벽 방수재
- 철판,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 보수·보강용
-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부위

퍼터씰

파워플러스

구체방수재- 콘크리트타설용

R-750 - 우레탄발포지수제

- 아크릴실링제

몰드-인

- 콘크레트용

R-505 - 에폭시주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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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O Product List
DAERO Waterproofing

KS인증제품

레인코트 [KS F 3211]

탄성무기코트 [KS F 4919]

콘-페이스 [KS F 4918]

메딕

- 건축물의 옥상바닥, 지붕방수
- 단독 주택의 다용도실 및 발코니
- 화장실 및 베란다
- 신축 및 보수가 요구되는 곳

- 강한 탄성이 요구되는 곳
- 각종 건축, 노출옥상바닥 방수
- 토목 구조물의 지하 방수, 정수장
- 욕실, 테라스, 베란다 비노출 방수
- 건축 지하 구조물, 물탱크, 수영장
- 건축 내·외벽 방수가 요구되는 곳

- 건축물 지하 옹벽 및 토목 구조물
- 건축 지하 구조물, 지하철 터널
- 상하수 처리장 : 탱크, 터널
- 직·간접 수압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 및 토목 구조물 내·외벽 방수
- 지하 구조물의 방습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

- 욕실, 베란다 비노출방수
-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코팅
- 옥상, 경보행 베란다 및 발코니
- 크랙발생부위, 각종 건축

파우더 27kg/액상 18L p.12

파우더 25kg/액상 18L p.14

4kg, 18kg/Pail

p.10

비트코트 - 다용도 코팅 방수재

V3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탑-코팅

- 적벽돌, 드라이비트
- 조적, 콘크리트 미장면
- 내·외벽 코팅방수
- 광텍스, 빈티지 인테리어 벽체코팅
- 슁글 지붕 투명방수
- 판넬/철판 투명방수

- APT 베란다 및 지하실 내부
- 빌라 베란다 및 지하실 내부
-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부위

- 도막 방수재 상도 코팅제
- 무기질 옥상바닥 방수 상도 코팅제

9kg, 18kg/Pail

p.34

p.36

파우더 5kg/액상 4L

p.18

V3 투게더

- 건축물 지하 결로 및 곰팡이 방지

4L, 16L/Pail

- 무기질 도막 방수재

4kg, 18kg/Pail

p.38

- 욕실, 타일메지 시공시, 베란다
- 보일러실, 타일바닥
- 콘크리트 크랙부위
- 옥상바닥 외 침투 가능한 모든 부위

4L, 16L/Pail

p.40

에코코트

- 무기질 도막 방수재

- 강한 탄성이 요구되는 곳
- 각종 건축, 노출옥상바닥 방수
- 토목 구조물의 지하방수
- 정수장, 하수처리장
- 욕실, 테라스, 베란다 비노출 방수
- 건축 지하 구조물, 물탱크, 수영장

18kg/Pail

p.20

파워 플러스

스톤코트 - 중성화방지제

그린코트

- 옥상 바닥 방수 및 물매
- 공장 주차장바닥
- 미장, 보호몰탈(방통)
- 콘크리트 내·외벽 견출 방수
- 욕실, 베란다 등 비노출 방수

- 교각 및 교량, 벽면, 암거내부
- 콘크리트 부식방지
- 콘크리트 표면 보호용
- 콘크리트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용
- 내륙 및 해안가의 모든 구조물

- 건물의 옥상바닥
- 아파트의 다용도실 및 발코니
- 단독 공동주택 다용도실 및 발코니
- 화장실, 욕실
- 신축 보수가 요구되는 곳

4L, 9L, 18L/Pail

p.22

구체방수재 - 콘크리트타설용

몰드-인 - 콘크리트용

퍼터씰

- 신·구 콘크리트, 몰탈(레미탈)
- 시멘트 접착시
- 수평몰탈, 무수축몰탈
- 초속경몰탈 접착시
- 몰탈 접착, 석고보드, 목재 접착
- 강도를 요할시, 방수를 요할시

- 창틀 실리콘 주위, 바닥크랙
- 코너 조인트, 타일메지
- 적벽돌메지 외
- 보수· 보강부위
- 크랙충진 및 코팅용

9L, 8L/Pail

p.52

p.28

고침투방수재 - 콘크리트용

히드라 - 내·외벽 발수 코팅제

웰스코트 - 친환경 수용성 발수제

V-100

- 적벽돌
- 콘크리트
- 미장면
- 드라이비트
- 교량, 교면 등

- 콘크리트 내·외부
- 적벽돌
- 목조주택
- 석재건물
- 타일건물 등 외벽 방수용

- 옥상바닥
- 창고바닥
- 주차장바닥 등
- 시공 전 바닥면 침투 및 강화용
- 수용성 방수시 프라머용

18L/Pail

p.42

18kg/Pail

p.44

4kg, 18kg/Pail

p.45

- 바탕강화제

4kg, 18kg/Pail

p.46

넬-코트 - 판넬 도막코팅 방수재

루프코트 - 슁글전용 방수재

- 판넬지붕, 콘테이너
- 징크(철판) 슬레이트 지붕
- 기와 지붕차열·단열
- 방수를 요하는 곳
- 건축물의 샌드위치면

- 슁글지붕 방수
- 기와지붕
- 적벽돌 외벽 방수
- 롤시트 외 방수를 요하는곳

9kg, 18kg/Pail

p.30

- 아크릴실링제

2kg, 4kg/Pail

p.53

R-750 - 우레탄 발포 지수제

R-750 - 전용인젝션 및 패커

R-505 - 에폭시주입제

부직포

- 콘크리트지하 구조물 누수부위 지수
- 진동이 있는 구조물의 균열 누수부위
- 콘크리트 이어치기 조인트 누수부위
- 콘크리트 구조물의 습한 누수부위
- 주차장 램프구간 및 배면 그라우팅용

- 발포 지수제 주입기
- 발포 지수제 전용패커

- 콘크리트 보수·보강용
- 철판 보수·보강용
- 부식에 의한 누수부위
- 누수 보수용

- 폭×길이 : 7cm×100M

10kg, 20kg/Pail

p.54

대/EA

p.54

10kg Set/Steel can

p.56

- 코너·균열 보수용

Roll

엑티원 - 침투식 액상 하드너
- 아파트 주차장바닥
- 공장바닥
- 마트 및 창고바닥
- 실내 주차장바닥

4kg, 18kg/Pail

에어밴드(탈기반)

- 폭×길이 :
- 폭×길이 :
- 폭×길이 :
- 폭×길이 :

- 옥상방수 시 가스 배출용
- 옥상방수 시 수분 배출용

Roll

p.32

V-300프라이머

방수포 - 방수용 부직포
1M×100M(5g)
1.3M×100M(60g)
1.15M×100M(80g)
1M×100M(100g)

9kg, 18kg/Pail

- 무기질 방수 도막방수 프라이머용
- 무기질 수용성 도막방수 프라이머용
- 방수포(부직포) 시공시 프라이머용
- 슁글 방수 프라이머용
- 판넬 방수 프라이머용

p.47

DAERO Etc

- 레미콘 콘크리트 구체방수재
-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 기초공사,
- 지하옹벽 구체방수
- 수영장, 폐수처리장, 정화조
- 터널, 교량, 도로공사, 교가
- 도크, 방파제 등

p.50

4kg, 18kg/Pail

- 욕실, 베란다
- 콘크리트 노후화로 인한 부실한 곳
- 콘크리트 크랙부위
- 옥상바닥 외 침투 가능한 모든 부위

DAERO Repair

18L/Pail

p.26

18kg/Pail

- 수용성 도막 방수재

L : 690 / Ø 105

20L, (28kg)/Pail

p.48

Waterproofing
KS 방수재
V3 레인코트
V3 탄성무기코트
V3 콘-페이스

KS F

레인코트 [KS F 3211]

탄성무기코트 [KS F 4919]

콘-페이스 [KS F 4918]

- 건축물의 옥상바닥, 지붕 방수
- 단독 주택의 다용도실 및 발코니
- 화장실 및 베란다
- 신축 및 보수가 요구되는 곳

- 강한 탄성이 요구되는 곳
- 각종 건축, 노출옥상 방수
- 토목 구조물의 지하 방수, 정수장
- 욕실, 테라스, 베란다 비노출 방수
- 건축 지하 구조물, 물탱크, 수영장
- 건축 내·외벽 방수가 요구되는 곳

- 건축물 지하 옹벽 및 토목 구조물
- 건축 지하 구조물, 지하철 터널
- 상하수 처리장 : 탱크, 터널
- 직·간접 수압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 및 토목 구조물 내·외벽 방수
- 지하 구조물의 방습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

4kg, 18kg / Pail

파우더 27kg / 액상 18Liter

파우더 25kg / 액상 18Liter

KS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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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COAT WATERPROOFING

Rain Coat Waterproofing

습윤면에도 시공이 가능하고
우수한 탄성으로 완벽한 실링 방수를
발휘하는 친환경 도막재

RAINCOAT 레인코트
■

KS F 3211

■ 표면처리

■ 시공방법 [중도/상도 작업]

① 시공면 외의 부분(유리, 자동차 등)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프라이머 양생 후 V3 레인코트를 충분히 교반한다.

② 시공면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② V3 레인코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도포한다.

청소한다.

③ 도포시 두께가 한번에 많이 올라갈 경우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③ 파손부위 및 들뜸부위 등을 확인하고 파취 후 보수·보강한다.

얇게 2~3회 이상 도포한다.
④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를 하며, 3차 도막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 시공방법 [하도작업]
① 표면 처리 후 V-300 프라이머(하도)를 붓, 로울러, 에어리스를 이용
하여 도포한다.

⑤ V3 레인코트 양생 후 V3 탑코팅으로 상도 마감 작업을 한다.
⑥ 양생은 하절기에는 3시간 안에 경화가 되며, 동절기에는 12시간이상

② 모체 상태가 부실할 경우 반복적으로 시공하여 모체 상태를 강화 시켜

소요된다.

준다.

건설용 도막 방수재

③ 크랙, 코너, 육가부위 등은 V3 퍼터씰로 보수한다.

■ 주의사항

④ 보수·보강 완료 후 방수포 작업을 한다.(40평 이상일 경우)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 V-300 프라이머를 시공면에 바르고 부직포를 덧데어 함침이 되도록

②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작업을 피한다.

도포하여 주면 효과적이다.

③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한다.
④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⑤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 시공단면도
⑦ V3 탑코팅제

■ 개요
V3 레인코트는 특수합성 아크릴 고무계 크림 타입의 친환경 수용성 탄성
도막 방수재로 모체(콘크리트, 미장면)와의 부착성 및 내구성, 내수성이
매우 우수하여 습윤면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므로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이며 특히, 탄성 및 방수성이 매우 우수하므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탁월한 방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1성분형 타입의 완벽한
실링 방수를 구현한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으로써 시공이 용이하며 유지

⑥ V3 레인코트 3차도포
⑤ V3 레인코트 2차도포
④ V3 레인코트 1차도포
③ 방수포(부직포)
② V-300(프라이머)
① 모체(콘크리트)

보수가 간편하여 경제적인 측면(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는 매우 우수한

■ 제품구성

탄성 도막 방수재입니다.

용량/포장

4kg, 18kg/pail

소 요 량

0.5kg/㎡

■ 용도

색

녹색, 회색, 흰색 외 주문생산

- 건축물의 옥상바닥, 지붕 방수

상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공순서도

- 아파트, 단독 주택의 다용도실 및 발코니
- 화장실 및 베란다
- 신축 및 보수가 요구되는 곳

■ 사용도구

■ 특징
- 우수한 인장 및 신장률로 인한 탄성으로 크랙 저항성 및 방수성 탁월

■ 물성 (KSF 3211 기준)
시험항목

- 친환경 수용성 탄성 도막 방수재로써 작업시 안전함
결과

- 모체(콘크리트, 미장면 등)와의 부착성 및 내수성, 내구성 우수

1.5 N/㎟ 이상

- 균열부위 수분 침투 방지 우수

부착성능

0.7 N/㎟ 이상

- 1성분형 타입으로 흐름성이 우수하며 작업이 용이함

파단시 신장율

300% 이상

인열강도

6.9 N/㎟ 이상

② V-300 프라이머 도포

③ 크랙 및 보수 작업

④ 방수포 및 V3 레인코트 1차 도포

⑤ V3 레인코트 도포(3회)

⑥ V3 탑코팅제로 마감

RAIN COAT WATERPROOFING

인장강도

① 표면점검 및 청소

- 수용성 우레탄 방수재
- 습윤면에서도 시공이 가능
- 기후변화에 의한 저항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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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COAT WATERPROOFING

Elastic Coat Waterproofing

모체와의 우수한 부착성과
크랙 및 염분, 알카리 등에 저항성이 우수한
친환경 무기질 방수재

ELASTICCOAT 탄성무기코트
■

KS F 4919

■ 시공방법 [노출 방수]

■ 시공방법 [비노출 방수]

① 시공면 외의 부분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시공면 외의 부분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② 시공면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깨끗이 청소한다.

② 욕실, 화장실, 베란다 외 비노출 방수시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V-300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③ V-300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④ 모체 상태가 부실할 경우 반복 시공하여 모체 상태를 강화 시킨다.

④ 균열, 코너, 육가부위는 V3 퍼터씰이나 방수포를 사용하여 보수·

⑤ 균열, 코너, 육가부위는 V3 퍼터씰로 보수·보강한다.

보강한다.

⑥ 보수·보강 완료 후 방수포 작업을 한다.

⑤ 프라이머 양생 후 V3 탄성무기코트를 교반하여 로울러나 붓 등으로

(방수포 작업시 V-300 프라이머를 시공면에 바르고 부직포를 덧데어
함침이 되도록 도포하여 주면 효과적이다.)

⑥ 작업시 습윤상태는 30% 미만(불량도막의 원인)을 유지해 시공하며

⑦ 프라이머 양생 후 V3 탄성무기코트 분말(27kg) : 액상(18L)을 충분히
교반한다.

도포시 두껍지 않게 얇게 2~3회 이상 도포한다.
⑦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⑧ 교반 후 로울러나 붓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도포한다.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작업한다.

방법으로 시공한다.

도포시 두께가 한번에 많이 올라갈 경우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⑧ 보호몰탈 작업시 방수층에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얇게 2~3회 이상 도포한다.

⑨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⑨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 주의사항

⑩ V3 탄성무기코트 양생 후 V3 탑코팅제로 마감 작업을 한다.

① 제품은 봉합된 상태에서 온도 5℃~35℃에서, 습도 75% 이하의 직사

⑪ 양생시간은 25°C 이상 3시간 안에 경화가 되며, 동절기에는 두배이상
소요된다.(온도와 햇볕에 따라 양생시간은 다를 수 있다.)

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저장 또는 보관한다.
② 기온이 5℃ 이하의 저온이나 38℃ 이상의 고온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⑫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③ 보관시에는 동결에 주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노출 방수 시공단면도

■ 비노출 방수 시공단면도
적용부위 : 욕실, 샤워실, 베란다

■ 개요
V3 탄성무기코트는 변성 폴리머 시멘트계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재로
아크릴에멀젼 수지와 특수 분말로 형성된 2성분형 제품으로 모체와의

⑦ V3 탑코
팅제
⑥ V3 탄성
무기코트 3차

부착성이 매우 우수하며, 크랙(균열) 및 염분, 알카리 등에 저항성이

⑤ V3 탄성
무기코트
2차
④ V3 탄성
무기코트
1차
③ 방수
포

우수하여 어떠한 조건에도 방수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며, 무해한 무기질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으로 누구나 쉽게 시공을 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 용도

용량/포장

분말(27kg) + 액상(18Liter) = 45kg(set)

소 요 량

1.4kg/㎡ (1mm 기준)

- 노출옥상 방수 등 강한 탄성이 요구되는 곳
- 각종 건축, 토목 구조물의 지하 방수,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 욕실(샤워실), 테라스, 베란다 비노출 방수

⑤ V3 탄
성무기

④ V3 탄성
무

코트 3차

기코트 2
차
③ V3 탄
성무기
코트 1차
② V-3
00 프라
이머

② V-3
00 프라
이머

■ 제품구성

⑥ 보호몰
탈

①모
체(콘
크리트
)

①모
체(콘
크리트
)

■ 시공순서도

- 건축 지하 구조물, 물탱크, 수영장, 터널

■ 사용도구

-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내·외벽 방수가 요구되는 곳

■ 특징
■ 물성 (KSF 4919 기준)
시험항목

- 구조물 내·외벽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 단축 효과
결과

- 내열성, 내후성, 내동결 및 염분, 알칼리 등에 대한 저항성 우수

부착강도(표준)

0.8 N/㎟ 이상

- 무기질 성분으로 모체와의 부착력이 매우 우수

부착강도(침지 후)

0.8 N/㎟ 이상

- 콘크리트에 무해하며 무기질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

인장강도

1.0 N/㎟ 이상

인장성능(신장률)

50% 이상

내투수성

이상없음

흡수량

2.0g 이하

습기투과성

4m 이하

내알카리성

이상없음

- 통기성이 우수하여 별도의 탈기반 설치가 필요없음

내잔갈림성

이상없음

- 무취·무독성의 친환경 제품으로 작업이 용이함

내균열성

이상없음

- 구체와의 부착력이 우수하여 들뜸현상이 적음

① 표면점검 및 청소

② V-300 프라이머 도포

③ 크랙 및 보수 작업

④ 방수포 작업

⑤ V3 탄성무기코트 도포(3회)

⑥ V3 탑코팅제로 마감

ElASTIC COAT WATERPROOFING

- 유지보수가 매우 용이함
- 습윤 상태의 모체에도 시공성 우수
- 경화 후 경보행 가능
- 우수한 탄성·내수성·내구성으로 인한 크랙 저항성 및 방수성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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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FACE WATERPROOFING

Con Face Waterproofing

콘크리트 모세관과 공극을
수밀하게 하고 밀도를 높여
물 분자의 침투를 방지하는 방수재

■ 시공방법 [양생 및 보호]

① 시공면의 오일, 이물질, 레이턴스 및 기타 오염 물질을 고압수 등으로

① 공기 순환이 어려운 탱크 등 밀폐된 장소에서는 환풍기 등을 이용
하여 완전 양생 시킨다.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CONFACE 콘 - 페이스
■

■ 표면처리

KS F 4918

② 파손부위 및 균열부위가 있거나 상태가 심할 경우 파취 후 보수·

② 방수 처리된 면은 2일간 3~4회씩 물을 뿌려 습윤 상태가 유지한다.
③ 수영장, 저수조 등은 최소 7일이 경과된 후 담수해야 한다.

보강 한다.
③ 시공면은 시공하기 전 살수처리하여 모체의 함습 상태를 유지 시킨다.

④ 최소 48시간 동안 사람의 보행을 차단하고 비, 강한바람, 동결,
고온과 같은 극심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한다.
⑤ 양생 시간은 내·외부 온도, 습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완전한 성능

■ 시공방법 [배합]

발현은 2~3주가 소요된다.

① 정확한 배합비로 계량한다.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

1성분형

2성분형

분말(25kg) : 물(6~7ℓ)

분말(25kg) : 물(4ℓ) : 액상(1.8ℓ)

■ 주의사항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② 균일하게 될 때까지 교반기로 혼합한다

② 피부에 묻었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③ 시공도구, 작업요건, 외기 온도에 따라 희석 혼합액(액상 : 물)의

③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배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④ 장갑, 보안경 등 반드시 보호장비 착용 후 통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시공한다.

■ 시공방법 [도포방법]

⑤ 제품은 봉합된 상태에서 온도 5℃ 에서 35℃, 습도 75% 이하의

① 모체가 충분히 함습 되었는지 확인 후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양고대나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도포한 후 24시간 이상 건조 시킨다.
② 초벌 도막으로 깨지지 않을 정도로 건조 되었을 때 2차 도포한다.

■ 개요
V3 콘-페이스는 무기·유기질 혼합형 규산질계 분말형 도막 방수재로
접착력, 탄성력, 복원력, 인장성 및 내구성을 발현하는 고성능의 변성
액상 폴리머와 엄선된 실리카 및 활성화학 첨가제가 혼합되는 분말로
구성되었으며, 콘크리트 모세관과 공극을 수밀하게 하고 밀도를 높여
물 분자의 침투를 방지하는 방수재입니다. 또한, 강한 수압에 대한 저항성

■ 시공단면도
③ V3 콘페이스 2성분형 2차도포
② V3 콘페이스 2성분형 1차도포
① 모체(콘크리트)
③

및 화학성분의 지속적인 반응 작용으로 지하실 또는 내·외벽의 한 면
만을 방수처리 하여도 차수가 되는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 제품구성
구

분

분

말

액

상

용량/포장

25kg/Bag

18L/Pail

소 요 량

1.5kg/㎡

0.1L/㎡

①

②

■ 종류
- 무기질 단체형(1성분형)
- 무기·유기질 혼합형(2성분형)

■ 시공순서도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용도
- 건축물 지하 옹벽 및 토목 구조물, 건축 지하 구조물

■ 사용도구

- 지하철 터널 : 콘크리트 라이닝
- 상하수 처리장 : 탱크, 터널, 맨홀
- 직·간접 수압을 받는 콘크리트, 건축 및 토목 구조물 내·외벽 방수
- 지하 구조물의 방습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

■ 물성 (KSF 4918 기준)
종류/결과

① 지하옹벽 철근 파취작업

② 철근 파취작업 후

③ 철근 파취부위 V3 콘페이스 미장작업

④ 지하옹벽바닥 파취작업

⑤ V3 콘페이스 미장작업

⑥ V3 콘페이스 작업완료

1성분형
(무기질 단체형)

2성분형
(무기·유기 혼합형)

부착강도(표준)

1.0 이상/MPa

0.8 이상/MPa

-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

부성능(침지 후)

0.8 이상/MPa

0.6 이상/MPa

- 구조물 내·외벽 모두 시공이 가능

내잔갈림성

이상없음

이상없음

흡수량

7.0 이하/g

2.0 이하/g

압축강도

10 이상/MPa

10 이상/MPa

내투수성

이상없음

이상없음

CONE FACE WATERPROOFING

■ 특징

시험항목

- 무기질 성분으로 모체와의 결합력이 우수

-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 단축 효과가 큼
- 들뜸 현상이 없고 통기성 우수
- 콘크리트 구조물에 침투함과 동시에 방수층 형성
- 식수 무독성 및 염분, 알카리 등에 대한 저항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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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Slurry
Waterproofing
무기질 방수재
V3 메딕
V3 에코코트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

메딕

- 무기질 도막 방수재

- 욕실, 베란다 비노출 방수
-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코팅
- 옥상, 경보행 베란다 및 발코니
- 크랙발생부위, 각종 건축

파우더 5kg / 액상 4Liter

에코코트

- 무기질 도막 방수재

- 강한 탄성이 요구되는 곳
- 각종 건축, 노출옥상 방수
- 토목 구조물의 지하 방수
- 정수장, 하수처리장
- 욕실, 테라스, 베란다 비노출 방수
- 건축 지하 구조물, 물탱크, 수영장

18kg / Pail

파워 플러스
- 옥상바닥 방수 및 물매
- 공장 주차장바닥
- 미장, 보호몰탈(방통)
- 콘크리트 내·외벽 견출 방수
- 욕실, 베란다 등 비노출 방수

4Liter , 9Liter, 18Liter / Pail

무기질 탄성 도막 방수재
무기질 탄성 도막 방수재
몰탈 접착·강도 혼화용 폴리머 방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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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IC COAT ELASTIC SLURRY WATERPROOFING

우수한 탄성 및 균열 저항성으로
탁월한 방수 성능을 발휘하는
무취·무독성의 친환경 무기질 제품

Madic Coat Elastic Slurry Waterproofing

MADIC

■ 시공방법 [비노출 방수]

① 시공면 외의 부분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시공면 외의 부분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② 시공면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깨끗이 청소한다.

② 욕실, 화장실, 베란다 외 비노출 방수 시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V-100 바탕강화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③ V-100 바탕강화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④ 모체 상태가 부실할 경우 반복 시공하여 모체 상태를 강화시킨다.

④ 균열, 코너, 육가부위는 V3 퍼터씰로 보수·보강한다.

⑤ 균열, 코너, 육가 부위는 V3 퍼터씰로 보수·보강한다.

⑤ 프라이머 양생 후 V3 메딕을 교반하여 로울러나 붓 등으로 작업한다.

⑥ 보수·보강 완료 후 방수포 작업을 한다.

⑥ 작업시 습윤상태는 30% 미만(불량도막의 원인)을 유지해 시공하며

(방수포 작업시 V-100 프라이머를 시공면에 바르고 부직포를 덧대어

메딕
■

■ 시공방법 [노출 방수]

함침 되도록 도포하여 주면 효과적이다.)

⑦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를 하여 주며 3차 도막도

⑦ 프라이머 양생 후 V3 메딕 분말(5kg) : 액상(4L)을 충분히 교반한다.
⑧ 교반 후 로울러나 붓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도포하여 준다.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⑧ 보호몰탈 작업시 방수층에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포시 두께가 한번에 많이 올라갈 경우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무기질 탄성 도막 방수재 [일반형]

도포시 두껍지 않게 얇게 2~3회 이상 도포한다.

⑨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얇게 2~3회 이상 도포한다.
⑨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 주의사항
① 제품은 봉합된 상태에서 온도 5℃~35℃에서, 습도 75% 이하의

⑩ V3 메딕 양생 후 V3 그린코트 또는 V3 탑코팅제로 마감 작업을 한다.
⑪ 양생시간은 25°C 이상 3시간 안에 경화가 되며, 동절기에는 두배이상
소요된다.(온도와 햇볕에 따라 양생시간은 다를 수 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저장 또는 보관한다.
② 기온이 5℃ 이하의 저온이나 38℃ 이상의 고온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③ 보관시에는 동결에 주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⑫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 노출 방수 시공단면도

■ 비노출 방수 단면도

④ V3 메딕 1차도포

⑦ V3 탑코팅제

③ V3 메딕 1차도포

⑥ 보호몰탈

■ 개요

③ 방수포(부직포)

⑥ V3 메딕 3차도포

② V-100(프라이머)

⑤ V3 메딕 3차도포

V3 메딕 무기질 탄성 도막 방수재는 특수 시멘트와 에멀젼으로 구성된

② V-100(프라이머)

⑤ V3 메딕 2차도포

① 모체(콘크리트)

④ V3 메딕 2차도포

제품으로 내구성이 매우 강하고 탄성 및 균열 저항성이 우수하여 어떠한

① 모체(콘크리트)

조건에서도 탁월한 방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통기성이

⑦

우수하여 습윤면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시공할 수

⑥
④

⑤

있는 무취·무독성의 친환경 무기질 제품입니다.

④
③

■ 제품구성
용량/포장

9kg/set [파우더 5kg + 에멀젼 4Liter]

- 옥상바닥, 경보행 베란다 및 발코니

색

흑색

- 크랙발생부위, 각종 건축

상

소 요 량

①

■ 시공순서도

0.4kg/㎡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①

- 욕실, 베란다 비노출 방수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코팅

⑥

③

②

■ 용도

⑤

■ 특징
- 습윤면에서도 시공이 가능함
- 통기성이 우수하여 별도의 탈기반 설치가 필요없음

■ 사용도구

옥상바닥 노출 방수

균열부위 보수

① 표면청소 및 V-100 프라이머 도포

② 균열 및 보수·보강 작업

③ V3 메딕 액상 투입

④ V3 메딕 파우더 투입

⑤ V3 메딕 교반작업

⑥ V3 메딕 도포

MADIC COAT ELASTIC SLURRY WATERPROOFING

욕실(화장실) 비노출 방수

- 내수성·내구성·부착력 우수/크랙 저항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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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COAT ELASTIC SLURRY WATERPROOFING

ECO-COAT Elastic Slurry Waterproofing

미세공극에 침투력 및 흡수성이 우수하여
탁월한 방수 성능으로 유지 보수에 용의한
무기질계 친환경 방수재

ECO-COAT

■ 시공방법 [비노출 방수]

① 시공면 외의 부분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시공면 외의 부분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② 시공면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② 욕실, 화장실, 베란다 외 비노출 방수시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V-100 바탕강화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청소한다.
③ V-100 바탕강화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④ 균열, 코너, 육가부위는 V3 퍼터씰로 보수·보강한다.

④ 모체 상태가 부실할 경우 반복 시공하여 모체 상태를 강화 시킨다.

⑤ 프라이머 양생 후 V3 에코코트를 교반하여 로울러나 붓 등을 이용

⑤ 균열, 코너, 육가부위는 V3 퍼터씰로 보수·보강한다.

하여 작업한다.

⑥ 보수·보강 완료 후 방수포 작업을 한다.

에코코트
■

■ 시공방법 [노출 방수]

⑥ 작업시 습윤상태는 30% 미만(불량도막의 원인)을 유지해 시공하며

(방수포 작업시 V-100 프라이머를 시공면에 바르고 부직포를 덧대어
함침이 되도록 도포하여 주면 효과적이다.)

⑦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⑦ 프라이머 양생 후 V3 에코코트 분말(9kg) : 액상(9L)을 충분히 교반한다.
⑧ 교반 후 로울러나 붓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도포하여 준다.

무기질 탄성 도막 방수재

도포시 두껍지 않게 얇게 2~3회 이상 도포한다.
방법으로 시공한다.
⑧ 보호몰탈 작업시 방수층에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

도포시 두께가 한번에 많이 올라갈 경우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얇게 2~3회 이상 도포한다.

한다.
⑨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⑨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 주의사항

⑩ V3 에코코트 양생 후 V3 그린코트 또는 V3 탑코팅제로 마감 작업한다.
⑪ 양생시간은 25°C 이상 3시간 안에 경화가 되며, 동절기에는 두배이상

① 제품은 봉합된 상태에서 온도 5℃~35℃에서, 습도 75% 이하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저장 또는 보관한다.

소요된다.(온도와 햇볕에 따라 양생 시간은 다를 수 있다.)

② 기온이 5℃ 이하의 저온이나 38℃ 이상의 고온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⑫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③ 보관시에는 동결에 주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노출 방수 시공단면도

■ 비노출 방수 시공단면도

■ 개요

적용부위 : 욕실, 샤워실, 베란다

V3 에코코트는 폴리머 무기질계 탄성복합 방수재로 함성고분자 라텍스
에멀젼과 무기계 특수 몰탈로 형성된 2성분형 제품으로 모체(시공하고자

⑦ V3 탑코
팅제
⑥ V3 에코
코트 3차
⑤ V3 에코
코트 2차
④ V3 에코
코트 1

하는 부위)와의 부착성이 뛰어나며 크랙 저항성이 우수하여 어떠한 조건
에서도 탁월한 방수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
경제적인 효과(비용절감)가 있을뿐만 아니라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으로

차
③ 부직
포(코너
부위 및
② V-1
크랙부위
00 하도
)

누구나 쉽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 제품구성
용량/포장

18kg/set [파우더 9kg + 에멀젼 9Liter]

색

상

어두운 흑색

- 각종 건축, 토목 구조물의 지하 방수,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소 요 량

약 0.4kg/㎡

- 욕실(샤워실), 테라스, 베란다 비노출 방수

※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출옥상 방수 등 강한 탄성이 요구되는 곳

⑤ V3 에
코코트

④ V3 에코
코

③ V3 에
코코트
1차

3차

트 2차

② V-1
00 하도

①모
체(콘
크리트
)

①모
체(콘
크리트
)

■ 용도

⑥ 보호몰
탈

■ 시공순서도

- 건축 지하 구조물, 물탱크, 수영장, 터널

■ 특징
■ 사용도구

- 내열성·내후성 우수 및 염분·알칼리 등 저항성 우수
- 구체와의 부착력 및 미장면 접착성이 우수하며, 들뜸 현상이 적음
- 통기성이 우수하며 별도의 탈기반이 필요없음

■ 적용사례

바닥 보수·보강

옥상바닥 노출 방수

욕실(화장실) 비노출 방수

① 표면점검 및 청소

② V-100 프라이머 도포

③ 크랙 및 보수 작업

④ 방수포 작업

⑤ V3 에코코트 도포(3회)

⑥ V3 탑코팅제로 마감

EOC-COAT ELASTIC SLURRY WATERPROOFING

- 무취·무독성으로 작업이 용이하며 습윤면에서도 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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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 COAT CEMENT POLYMER COMPOSITE WATERPROOFING

Poly Coat Cement Polymer Composite

접착력 및 강도가 우수하며 방수효과가 탁월하여
옥상바닥 등 바닥면 공사에 최적화된
독성 물질과 냄새가 없는 친환경 제품

■ 시공방법 [몰탈방수시]

■ 시공방법 [물매작업시]

① 시공면 외의 부분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1) : 물(2~3)을 희석한 후 레미탈 약 100~

② 시공면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POWER
PLUS 파워 플러스

120kg을 배합한다.(물의 양이 적거나 몰탈이 많을 경우 크랙이 발생

청소한다.

할 수 있어 배합량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③ 파손부위 및 들뜸부위 등을 확인하고 파취 후 보수한다.

② 흙손 작업시 엉김(끈적거릴 경우)현상이 생길 경우 물을 희석하여

④ V-100 바탕강화제를 시공부위에 충분히 도포하여 침투 시킨다.

사용한다. (고형분이 높아서 생길 수 있는 현상임)

또는 V3 폴리머 파워플러스(1) : 물(1)을 교반하고 로울러를 이용하여

③ 햇볕이 강한 노출부위(30℃ 이상) 작업시 모체면에 물을 뿌려 열을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식혀 작업하며, 모체면이 부실할 경우 모체강화를 시켜 들뜸현상을

⑤ 크랙, 코너 및 육가부위는 V3 퍼터씰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사전에 방지한다.

⑥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1) : 물(1) : 레미탈 (80kg(2포))의 배합비로 혼합

※ 모든 작업 배합시 시멘트(레미탈)를 조금씩 넣어서 작업에 편리성을

하고 충분히 교반한다. (현장상황에 따라 희석비(물, 몰탈)를 조절하여

찾는다.

사용한다.)

시멘트 접착·강도·혼화용
■ 무기질 폴리머 방수재
■

⑦ 교반 후 작업면에 붓고, 양고대 및 로울러 또는 고무레이크로 고르게

■ 주의사항

펼쳐 원하는 도막 두께를 만든다. (펼칠 때 몰탈의 양이 많은 부분은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작업을 피한다.

⑧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 24시간 양생 후 V3 그린코트나 V3 탑코팅제로

③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한다.

상도 마감한다.

④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⑨ 양생시간은 하절기에는 24시간 안에 경화가 되며 온도와 햇볕에 따라

⑤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⑥ 정해진 배합비를 준수하고, 믹서기(교반기)를 사용하여 혼합한다.

■ 이론 배합비
V3 폴리머 파워플러스 희석비

■ 개요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는 폴리머 무기질계 탄성 복합 방수재로 합성
고분자 라텍스 에멀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토목 구조물의 크랙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고 접착 강도가 뛰어나 옥상, 욕조, 베란다, 샤워실
등 내구성과 고강도 도막 방수가 요구되는 현장에 초강력 몰탈 방수재로
시공시 독성 물질과 냄새가 없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 용도

■ 제품구성

- 옥상바닥 방수 및 물매/공장 주차장바닥

용량/포장

4Liter, 9Liter, 18Liter/pail

- 미장, 보호몰탈(방통)/콘크리트 내·외벽 견출 방수

색

유백색

- 욕실, 베란다, 수영장, 사우나, 식당주방바닥 등 비노출 방수

상

소 요 량

4.5kg/㎡ (3mm 기준)

몰탈배합비

구분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

물

레미탈(몰탈)

시멘트

용도

소요량

토목(견출 방수)

1

1

-

30~40kg

콘크리트 견출 방수

2.5kg/㎡ (1mm)

보호몰탈, 미장

1

2~3

160~170kg

-

욕실, 베란다, 옥상 외

-

물매작업

1

1.5~2

100~120kg

-

옥상 및 물매작업을 요하는곳

-

비노출 방수작업

1

1

80kg

-

베란다, 테라스 외

4.5kg/㎡ (3mm)

옥상 방수

1

1

80kg

-

옥상 방수

4.5kg/㎡ (3mm)

슁글, 노출시트

1

0.5

-

-

프라이머용

0.5kg/㎡

※ 사용 용도에 따라 임의 조정은 가능하며 배합시 몰탈(시멘트)은 작업에 편리성을 고려하여 소량씩 배합한다.
※ 현 배합비는 자체 이론치이며 현장 여건에 맞추어 상응하는 배합을 통해 사용하여 시공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 물의 희석비가 많을 경우 불량 도막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사용한다.

■ 시공순서도

■ 특징
- 접착력 및 강도가 우수하여 옥상 등 바닥면 공사에 최적화된 제품

■ 사용도구

- 기름기 없는 모든 바닥면(철판, 콘크리트 등)접착 가능
- 우레탄, 에폭시 위에도 작업이 가능
-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로 작업한 바닥면에 우레탄, 에폭시 탑코팅 가능

■ 적용사례

슁글방수시 프라이머 도포

물매 작업

옥상바닥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 작업

① 표면점검 및 청소

② V-100 프라이머 도포

③ 균열부위 보수·보강

④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 배합

⑤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 작업완료

⑥ V3 그린코트(회색) 상도 코팅 마감

POLY COAT CEMENT POLYMER COMPOSITE WATERPROOFING

- 크랙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내수성이 뛰어나 비노출 작업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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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lubility Coting

Waterproofing
수용성 도막 방수재
중성화 방지제

V3 스톤코트

수용성 탄성 도막 방수재

V3 그린코트

곰팡이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V3 곰팡이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상도 탑코팅제

V3 탑코팅

그린코트

18kg / Pail

4kg, 18kg / Pail

- 수용성 도막 방수재

넬-코트 - 판넬 도막 코팅 방수재

루프코트 - 슁글 전용 방수재

비트코트 - 다용도 코팅 방수재

V3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탑-코팅

- 판넬지 붕, 콘테이너
- 징크(철판) 슬레이트 지붕
- 기와 지붕차열·단열
- 방수를 요하는 곳
- 건축물의 샌드위치면

- 슁글 지붕 방수
- 기와 지붕
- 적벽돌 외벽 방수
- 롤시트 외 방수를 요하는곳

- 적벽돌, 드라이비트
- 조적, 콘크리트 미장면
- 내·외벽 코팅 방수
- 광텍스, 빈티지 인테리어 벽체코팅
- 슁글지붕 투명 방수
- 판넬/철판 투명 방수

- APT 베란다 및 지하실 내부
- 빌라 베란다 및 지하실 내부
-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부위

- 도막 방수재 상도 코팅제
- 무기질 옥상 방수 상도 코팅제

9kg, 18kg / Pail

9kg, 18kg / Pail

9kg, 18kg / Pail

- 건축물 지하 결로 및 곰팡이 방지

4Liter, 16Liter / P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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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코팅 방수재

V3 비트코트

- 건물의 옥상바닥
- 아파트의 다용도실 및 발코니
- 단독 공동주택 다용도실 및 발코니
- 화장실, 욕실
- 신축 보수가 요구되는 곳

30

슁글 전용 방수재

V3 루프코트

스톤코트 - 중성화방지제

28

판넬(철판)용 차열·단열·부식방지 코팅 방수재

V3 넬-코트

- 교각 및 교량, 벽면, 암거내부
- 콘크리트 부식 방지
- 콘크리트 표면 보호용
- 콘크리트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용
- 내륙 및 해안가의 모든 구조물

26

4kg, 18kg / Pail

3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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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 COAT WATERPROOFING

Stone Coat Waterproofing

우수한 부착력 및 내구성과 탄성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을 보호하여
수명을 연장 시키는 중성화 방지제

■ 시공방법 [양생 및 보호]

① 시공면 외의 부분 등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양생시간은 25℃ 이상 3~5시간 안에 경화가 되며 동절기에 2배

② 시공부위에 유분, 이끼, 레이턴스, 오물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

STONECOAT 스톤코트
■

■ 표면처리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이상 소요된다.
②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③ 균열부위 등은 V3 퍼터씰이나 보수몰탈로 보수보강 후 양생 시킨다.

■ 주의사항
■ 시공방법 [하도작업]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 시 시공을 피한다.

① 표면 처리 후 V-100 프라이머(하도)를 붓, 로울러, 에어리스 등을 이용

②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작업을 피한다.

하여 시공면에 도포한다.

③ 시공시 장갑이나 보안 안경을 필수로 착용한다.

② 모체 상태가 부실할 경우 반복적으로 시공하여 모체 상태를 강화
시켜준다.

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보관한다.

③ 프라이머 양생 후 V3 스톤코트를 충분히 교반한다.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제

④ 피부에 접촉시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한다.

④ V3 스톤코트를 코너 및 돌출부 등에 주의하여 브러쉬,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시공면에 도포한다.
⑤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⑥ 절대 마셔서는 안되며, 만일 마셨을 경우에는 즉시 토하게 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⑦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한다.

방법으로 시공한다.

■ 시공단면도

■ 시공단면도(지하차도)

③ 스톤코트 2차도포

③ 스톤코트 2차도포

② 스톤코트 1차도포

② 스톤코트 1차도포

① 모체(콘크리트)

① 모체(콘크리트)

■ 개요
V3 스톤코트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제로써 우수한 부착력 및 내구성과
탄성을 갖춘 친환경 무기계 제품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오염 및 산성비 등

①

②

③

콘크리트와 철근을 부식, 산화시키는 물질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콘크리트 및 철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내후성, 내수성, 통기성이 뛰어난

①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및 표면 보호에 우수한 제품입니다.

- 교각 및 교량, 벽면, 암거내부/콘크리트 부식 방지

용량/포장

18kg/pail

- 콘크리트 표면 보호용/콘크리트 중성화, 염해방지 코팅용

색

회색

- 내륙 및 해안가의 모든 구조물

소 요 량

③

■ 용도

■ 제품구성

상

②

■ 시공순서도

0.5kg/㎡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징
- 알칼리, 염분 등에 대한 저항성 우수
- 수용성으로 무취·무독성인 친환경 제품

■ 사용도구

- 우수한 부착력과 탄성으로 완벽한 방수층 형성
- 우수한 내수성과 통기성으로 물 침투 방지
- 콘크리트 노화와 중성화 방지로 건물 수명 연장
-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탁월

■ 적용사례

도로 보호벽(가드)

중앙 분리대

② V-100(프라이머) 시공

③ 균열부위 보수

④ V3 스톤코트 1차도포

⑤ V3 스톤코트 2차도포

⑥ 시공완료

STONE COAT WATERPROOFING

교각/교량

① 시공 전

27

GREEN COAT WATER SOLUBILITY MEMBRANE WATERPROOFING

Green Coat Water Solubility
Membrane Waterproofing

일액형 타입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흐름성이 우수하여 완벽한 실링 방수를
구현한 친환경 수용성 도막 방수재

GREENCOAT 그린코트
■

■ 표면처리

■ 시공방법 [도포작업]

① 시공면 외의 부분(유리, 자동차 등)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프라이머 양생 후 V3 그린코트를 충분히 교반한다.

② 시공면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② V3 그린코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도포한다.

청소한다.

③ 도포시 두께가 한번에 많이 올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얇게

③ 파손부위 및 들뜸부위 등을 확인하고 파취 후 보수한다.

2~3회 이상 도포 한다.
④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를 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 시공방법 [하도작업]
① 표면 처리 후 V-100 프라이머(하도)를 붓, 로울러, 에어리스를 이용
하여 도포한다.

⑤ 양생은 하절기에는 3시간 안에 경화가 되며, 동절기에는 12시간
이상 소요된다.

② 모체 상태가 부실할 경우 반복적으로 시공하여 모체 상태를 강화시켜
준다.

수용성 탄성 도막 방수재

■ 주의사항

③ 크랙, 코너, 육가부위 등은 V3 퍼터씰로 보수한다.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일 경우 시공을 피한다.

④ 보수·보강 완료 후 방수포 작업을 한다.(40평 이상일 경우)

②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작업을 피한다.

※ V-100 프라이머를 시공면에 바르고 부직포를 덧대어 함침이 되도록

③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한다.

도포하여 주면 효과적이다.

④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⑤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 시공단면도
⑥ V3 그린코트 3차도포
⑤ V3 그린코트 2차도포

■ 개요
V3 그린코트는 특수합성 아크릴 고무계 크림 타입의 일체형 탄성 도막
방수재로 내후성 및 내화학성(물, 염분, 황, 인, 자외선 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모체(시공하고자 하는 부위)와의 부착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
어떠한 조건에서도 탁월한 방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1성

④ V3 그린코트 1차도포
③ 방수포
② V-100 바탕강화제
① 모체(콘크리트)

분형 제품으로 누구나 시공이 용의하며 독성물질이 없고, 작업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 제품구성
용량/포장

4kg, 18kg/pail

색

녹색, 회색 외 주문색상 가능

상

소 요 량

■ 용도
- 건물의 옥상바닥/아파트, 단독 공동주택의 다용도실 및 발코니
- 화장실, 욕실/신축 보수가 요구되는 곳

0.5kg/㎡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공순서도

■ 특징
- 흐름성 및 작업성 우수/모체와의 부착성, 내수성, 내구성이 우수
- 1액형 타입으로 작업이 용이함/수용성으로 무독성인 친환경 제품
- 탄성 도막의 탁월한 내후성 및 내화학성 우수(물, 염분, 자외선 등)
- 습윤면에서도 시공이 가능함

■ 적용사례

베란다·발코니 작업

옥상바닥(그린) 작업

옥상바닥(회색) 작업

① 표면점검 및 청소

② V-100 프라이머 도포

③ 코너 및 균열부위 보수·보강

④ 방수포 작업

⑤ V3 그린코트 도포

⑥ V3 그린코트 도포완료(3회)

GREEN COAT WATER SOLUBILITY MEMBRANE WATERPROOFING

- 균열부위 수분 침투 방지 우수

■ 사용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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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COAT WATERPROOFING

Nel-Coat Waterproofing
Heat Shield · Insulation System

샌드위치 판넬 및 철 지붕 등
일체형 도막을 형성하는 실링 방수재로
노후된 지붕의 방수 및 수명연장

■ 표면처리

■ 시공방법 [양생 및 보호]

① 시공면 외의 부분(자동차 등)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양생시간은 하절기 3시간 안에 경화되며 동절기에는 건조가 		

② 시공면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NEL-COAT

늦어질 수 있다.(온도와 햇볕에 따라 양생시간이 다소 차이가

청소한다.

있을 수 있다.)

③ 청소 후 균열부위 및 파손부위, 판넬지붕 삼각의 연결부위(지붕의

②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꼭짓점)는 반드시 부직포나 탄성이 있는 실링제로 보완한다.(판넬/

넬-코트

철판은 수·팽창이 심하여 연결부위가 터질 수 있으므로 반듯이

■ 주의사항

작업을 한다.)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②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작업을 피한다.

판넬, 징크(철판)용
■ 차열 · 단열 부식 방지 코팅 방수재
■

■ 시공방법 [도포작업]

③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한다.

① 시공면의 모체 상태가 부실한 경우 V-100 프라이머 작업을 한다.

④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② 프라이머 양생 후 V3 넬-코트를 충분히 교반하여 붓, 로울러, 에어

⑤ 반드시 원액으로 사용하고, 희석제 사용시 수돗물을 사용하며

리스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도포한다.

희석비는 3% 미만으로 사용한다.

③ 도포시 두껍게 작업하지 말고 얇게 2~3회 이상 도포하여야 효과를

⑥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고, 삼켰을 경우 의사의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상담을 받도록 한다.

④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⑦ 지붕 시공시 낙하 되지 않도록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방법으로 시공한다.

■ 시공단면도

■ 개요
V3 넬-코트는 특수합성 아크릴 고무계 크림타입의 차열·단열·부식

④ V3 넬-코트 3차도포(추천사항)

방지 도막 방수재로 견고하고 미려한 색상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③ V3 넬-코트 2차도포

판넬과 징크(철판)의 특성상 지열이 높아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

② V3 넬-코트 1차도포

하기 위해 중공세라믹을 첨가하여 차열·단열 성능을 높여 온도차를

① 판넬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제품입니다. 또한 모체면과의 부착성과 내후성
및 내화학성(물, 염분, 인, 자외선 등)이 매우 우수한 무취·무독성의
친환경 제품입니다.

■ 제품구성
용량/포장

9kg, 18kg/pail

색

청색, 적갈색, 흑색(검정), 녹색, 회색 외 주문색상

- 판넬 지붕, 콘테이너, 징크(철판) 슬레이트 지붕

프라이머 : 0.3kg/㎡

- 기와 지붕차열·단열 및 방수를 요하는 곳

넬코트 : 약 0.5kg/㎡

- 건축물의 샌드위치면

상

소 요 량

■ 용도

■ 시공전후 비교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징
■ 사용도구

- 작업성, 부착성이 우수하고 은폐력이 우수하여 다양한 색상 구현가능
- 내수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 수분 침투방지로 인한 부식방지
- 수용성으로 무독성이며 냄새가 없는 친환경 제품
- 지촉 건조시간이 빠르므로 후속 작업이 빠른 시간내에 가능

■ 적용사례

- 1액형 타입으로 시공이 용이함

판넬 공장 시공

H빔 철골 시공

판넬 시공 전

철판 시공 전







슬레이트 지붕 시공 후

판넬 시공 후

철판 시공 후

NEL-COAT WATERPROOFING

철판(징크) 상판 시공

슬레이트 지붕 시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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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COAT WATERPROOFING

Roof Coat Waterproofing

우수한 탄성과 접착력으로
슁글 보수 부위를 교체하지 않고
바르는 슁글 전용 방수재

■ 시공방법 [양생 및 보호]

① 시공면 외의 부분(유리, 자동차 등)에 커버링 작업을 한다.

① 양생시간은 하절기 3시간 안에 경화되며 동절기에는 건조가

② 시공면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ROOFCOAT 루프코트
■

■ 표면처리

늦어질 수 있다.(온도와 햇볕에 따라 양생시간이 다소 차이가

청소한다.

있을 수 있다.)

③ 슁글 지붕틈새의 들뜸부위 및 파손부위 등은 부직포나 실링제 등으로

②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보수·보강한다.

■ 주의사항
■ 시공방법 [시공/도포작업]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① 슁글 지붕의 모체 상태가 부실한 경우 V3 폴리머 파워 플러스로 프라

②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작업을 피한다.

이머 작업을 하여 모체 상태를 강화 시켜준다.

수용성 탄성 도막 방수재

③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한다.

② 프라이머 양생 후 V3 루프코트를 충분히 교반하여 준다.

④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③ V3 루프코트를 붓,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도포한다.

⑤ 반드시 원액으로 사용하고, 희석제 사용시 수돗물을 사용하며

④ 도포시 두껍게 작업하지 말고 얇게 2~3회 이상 도포하여야 효과를

희석비는 3% 미만으로 사용한다.

극대화 시킬 수 있다.

⑥ 피부에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하고, 삼켰을 경우 의사의 상담을

⑤ 1차 도막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도포하여 주며, 3차 도막도 같은

받도록 한다.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지붕 시공시 낙하 되지 않도록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 시공단면도
④ V3 넬-코트 2차도포
③ V3 넬-코트 1차도포

■ 개요
V3 루프코트는 슁글 지붕의 이탈되는 부위를 교체하지 않고 보수부위에
바로 바르는 특수합성 아크릴 고무계 크림 타입의 탄성 도막 방수재로써
모체면과 부착성 및 내수성, 내구성이 뛰어나 어떠한 조건에서도 탁월한

② V3 폴리코트(프라이머)
모체 상태 부실한 경우
① 슁글 지붕

방수 성능을 발휘하는 1성분형 제품으로 시공이 용의하며 독성 물질이
없어 작업시 냄새가 없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 용도

■ 제품구성

- 슁글 지붕 방수, 기와 지붕

용량/포장

9kg, 18kg/pail

색

적갈색, 녹색 외 주문색상

상

소 요 량

0.4kg/㎡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벽돌 외벽 방수, 롤시트 외 방수를 요하는곳

■ 시공전후 비교

■ 특징
- 내열성, 내후성, 내동결, 융해성 우수
- 염분, 알칼리 등에 대한 저항성 우수
- 구체와의 강력한 부착력으로 슁글 지붕의 수명 연장

■ 사용도구

- 수용성으로 무독성·무취로 작업시 안전함
- 높은 신축성으로 쉽게 갈라지거나 찢어지지 않음
- UV차단성이 높아 자외선에 강함

■ 적용사례

슁글 지붕(적갈색) 작업

적벽돌 작업

옥상 롤시트 보수 전

적벽돌 시공 전







슁글 지붕 시공 후

옥상 롤시트 보수 후

적벽돌 시공 후

ROOF-COAT WATERPROOFING

슁글 지붕 도포

슁글 지붕 시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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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T & MULTIPUPOSE WATERPROOFING

Drivit & Multipupose Waterproofing

모체와의 부착성, 내수성,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
99.9%의 방수 성능을 발휘하는
친환경 다용도 코팅 방수재

VITCOAT 비트코트
■

■ 시공방법
[적벽돌, 드라이비트, 조적, 콘크리트 미장면 내·외벽 코팅 방수]

■ 시공방법 [슁글 지붕 방수]

① 작업시 유리나 자동차는 반드시 보양 작업을 한다.

② 슁글 방수시 슁글의 본연의 색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V3 비트

① 슁글의 들뜸부위나 파손부위는 실링제 등으로 보수 및 보완한다.

② 시공부위에 유분, 이끼, 레이턴스, 오물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
세척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코트로 시공하면 본연의 색상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슁글 지붕 방수시 슁글의 일체형을 형성하므로 풍화 현상 등의

③ 청소 후 균열부위 및 코너부위는 V3 퍼터씰 등으로 보수하여주며 균열
부위(0.5mm이상) 상태가 심할 경우 충진·보수한다.

다양한 요인으로 부터 보호와 방수의 기능을 유지한다.
④ 원액으로 사용하며 1차 도막 완전경화 후 2차 도포를 한다.

④ 일반 작업시 희석비는 20~30%를 수돗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준비작업이 끝나면 V3 비트코트를 로울러, 붓, 에어리스 등을 사용
하여 시공면에 도포한다. (※작업시 뭉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공방법 [수성 페인트 방수·드라이비트]
① 수성페인트와 혼합 시 「비트코트 : 수성페인트 1 : 2」로 교반 믹싱
하여 시공을 한다. (이때, 수성페인트와 믹싱시 색이 연해질 수

⑥ 모체 상태가 부실할 경우 1차 작업으로 V3 비트코트에 물을 50%정도

있으니 감안하여 믹싱 작업을 하여준다.)

희석하여 충분히 침투시켜 모체를 강화 시킨 후 작업한다.

다용도 코팅 방수재

⑦ 작업시 두께가 한번에 많이 올라가거나 뭉침이 많으면 갈라지는 현상

② 작업순서에 관계없이 「수성페인트 도장 후 비트코트 작업」 이나
「비트코트 작업 후 수성페인트 도장 작업」 모두 가능하다.

이나 표면에 흰색이 생기므로 얇게 시공한다.
⑧ 양생시간은 하절기 3시간 안에 경화가 되며 동절기에는 건조가 늦어

※ V3 비트코트는 수성 페인트를 보호하여 페인트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 장점이 있다.

질 수 있습니다.(온도와 햇볕에 따라 양생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⑨ 1차 코팅을 완전히 양생 시킨 후 2차 코팅을 시공한다.

■ 주의사항
① 3년이내 유성 발수제 작업을 한 경우 작업을 금한다.

■ 시공방법 [코팅 및 광택]

② 시공부위를 최대한 건조한 후에 작업한다.

① 내·외부에 벽체 빈티지 및 광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 표면을

③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물 접촉을 금한다.(완전경화 72시간)
④ 5℃ 이상 35℃ 이하에서 시공한다.

깨끗이 하고 원액으로 시공한다.

■ 개요
V3 비트코트는 스티렌 합성 아크릴 공중합체 고무계의 다용도 코팅 도막

② 1차 도포를 시행하고 완전경화 후 2차 도포를 한다.

⑤ 보관시에는 동결에 주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희석제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방수재로 내후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모체(시공하고자
하는 부위)와의 부착성, 내수성, 내구성이 뛰어나 99.9%의 방수 성능을

■ 적용범위

발휘하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한 수성페인트면에도 작업이 가능하고,
수성페인트와 함께 믹싱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 방수와 도장을 한번에
할 수 있다는 편리한 장점을 가진 친환경 다용도 코팅 방수재입니다.

■ 제품구성
용량/포장

9kg, 18kg/pail

색

투명

상

소 요 량

■ 용도
- 적벽돌, 드라이비트, 조적, 콘크리트 미장면, 내·외벽 코팅 방수
- 광텍스, 빈티지 인테리어 벽체코팅, 슁글 지붕·판넬·철판 투명 방수

약 0.3L/㎡(물 20~30% 희석 시)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드라이비트

노출 콘크리트

목조 건물

슁글 지붕

징크(강판)

수성페인트 혼합

광택스

적벽돌

조적

■ 특징
- 구체와의 부착력 우수
- 내열성, 내후성, 내동결, 융해성, 크랙 방지효과 우수

■ 사용도구

- 염분, 알칼리 등에 대한 저항성 우수
- 별도의 프라이머 작업이 필요치 않음
- 수성페인트 사용시(배합비 = V3 비트코트(1) : 수성페인트(2))

드라이비트면
조적면

수성페인트 : V3 비트코트 혼합 도포

적벽돌 외벽

DRIVIT & MULTIPUPOSE WATERPROOFING

■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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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CONDENSATION & lNSULATION WATERPROOFING

V3 Condensation &
Insulation Waterproofing

무기질 세라믹 도료를 사용하여
곰팡이, 해충, 이끼 등의 방지효과 및
단열효과가 우수한 제품

■ 표면처리

■ V3 열손실 비교 및 단열비교표

① 시공면 외의 부분에 보양작업을 한다.

사용전

사용후

② 시공부위에 묻어있는 기름, 이끼, 유분, 오물 등은 깨끗이 청소 한다.

V3

③ 청소시 산성분이 있는 세척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곰팡이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 시공방법 [도포작업]

④ 표면 시공부위에 물기가 있을 경우 반드시 건조 후 시공한다.
⑤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UV컷팅을 한 후 V3 퍼터씰을 이용하여 보수·
보강를 한다.

① 붓,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도막 작업을 한다.
②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2~3회 이상 도포하여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V3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③ 에어리스를 사용할 경우 노즐구경은 0.019”~0.031”이상이며, 분사
압력은 350atm이상이어야 한다.

시공 단열비교
(25℃,여름)

■ 시공방법 [양생 및 보호]
① 양생시간은 하절기 3시간 안에 경화되며 동절기에는 건조가 늦어질
수 있다.(온도와 햇볕에 따라 양생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 주의사항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②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한다.
③ 반드시 원액으로 사용하고, 희석제 사용시 수돗물을 사용하며
희석비는 3% 미만으로 사용한다.
④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고, 삼켰을 경우 의사의

■ 개요

상담을 받도록 한다.

V3 곰팡이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는 세라믹의 치밀한 중공층과 스틸렌

⑤ 조색시 일반 수성용 조색제를 사용한다.

아크릴의 공중합체 수지를 이용하면서 경계면의 온도 차이를 극소화
시키고, 도막내 단열층에는 차단막을 형성하여 단열 성능은 물론 열을
반사·굴절·분산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또한 위생적이며
냄새도 적고, 화재 위험도 없는 수용성 제품으로써 우수한 항균성이 있어
곰팡이, 해충, 이끼 등을 방지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② 진공세라믹 구조체 형성

■ 용도

용량/포장

4Liter, 16Liter/Pail

색

백색

- 일반주택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부위

약 0.5L/㎡

- 건축물 지하 결로 및 곰팡이 방지

소 요 량

②

① 모체

■ 제품구성
상

①

■ 시공단면도

- APT/빌라 등 베란다 및 지하실 내부

③

(진공체로 인한 단열성 효과)
③ 항균층 형성으로 유해요소 방지층

진공상태

■ 특징
- 단열 성능 우수/우수한 항균성

■ 사용도구

- 무취·무독성의 안전한 수용성 제품
V3 CONDENSATION & lNSULATION WATERPROOFING

- 곰팡이, 해충, 이끼 방지 탁월

■ 시공순서도

■ 적용사례

V3 곰팡이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시공 전

V3 곰팡이 결로방지 단열 방수재 시공 후

벽면 창틀 결로 및 곰팡이 현상

① 시공 전

② V3 곰팡이 결로단열 방수재 도포

③ 도포완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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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TOP Waterproofing

수분 및 열화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탑코팅 적용시 내후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한 친환경 탑코팅제

V3 TOP
브이쓰리 탑코팅제

Penetration
Waterproofing

■ 개요
V3 탑코팅제는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수지로 수분에 대한 저항성 및
열화 환경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고, 도막의 수밀성과 원활한 통기성

침투형 방수재

확보를 위하여 유기, 무기 흡수방지 성분을 함유한 상도코팅 방수재로써
미려한 색상과 유연성이 갖춰진 일체형으로 건조 후 탁월한 내후성 및
욕실, 베란다 침투방수재

Together(투게더)

내화학성(물, 염분, 황, 인, 자외선 등)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콘크리트 몰탈 고침투 방수재

V3 고침투 방수재

■ 용도

■ 제품구성
용량/포장

4kg,18kg/Pail

색

녹색, 회색, 흰색 외 주문색상

상

소 요 량

약 0.5kg/㎡

※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3 엑티원

- 내수성 및 부착력 우수/방수층 수명 연장

V3 구체방수재

46

방수포(부직포) 프라이머

V-300

- 수용성으로 무취·무독성의 친환경 제품

45

바탕강화제(프라이머)

V-100

■ 특징

44

친환경 수용성 발수제

V3 웰스코트

- 무기질 옥상 방수 상도 코팅제

42

내·외벽 발수 코팅제

V3 히드라

- 도막 방수재 상도 코팅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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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식 액상 하드너

48

콘크리트 타설 방수재[레미콘 혼화용]

50

- 방수재 표면의 노화 및 부식, 습기 방지

■ 사용도구

Repair

■ 시공방법
① 무기질 및 도막 방수재 시공면의 양생 여부를 확인한다.
② 완전 양생 후 시공면에 이물질 및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③ 기포, 균열부위 등이 있으면 보수 후 V3 탑코팅제를 도포한다.

■ 적용사례

■ 주의사항
①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해 시공면을 보호한다.
② 반드시 원액으로 사용한다.
③ 기온이 5℃ 이하의 저온이나 38℃ 이상의 고온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무기질 상도코팅 마감

보수·보강제

④ 붓, 로울러, 에어리스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옥상 도막방수 상도코팅 마감

④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V3 몰드-인
V3 퍼터-씰
R-750
R-505

콘크리트·몰탈 신구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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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 아크릴 씰링제[크림타입퍼티]
우레탄 발포 지수제
에폭시 주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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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ROOM / VERANDA WATERPROOFING

Bathroom / Veranda Waterproofing

우수한 침투력으로 콘크리트
미세공극에 치밀한 조직형성으로
방수성, 내마모성, 수밀성 향상

■ 표면처리
① 시공부위(타일메지)에 묻어있는 기름, 이끼, 유분, 오물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TOGETHER

① 시공면 침투 및 건조시간은 24시간 정도이며, 수분차단 효과를 위해
완전침투 전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청소시 산성분이 있는 세척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공면 침투 및 건조를 위해 보행을 통제하여 시공면을 보호한다.

③ 표면 시공부위에 물기가 있을 경우 반드시 건조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심한 부위(1mm 이상)는 시공 후 V3 퍼터씰로 보수한다.

■ 주의사항

⑤ 배수구에 투게더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배수구를 차단한다.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일 경우 시공을 피한다.
② 동절기에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한다.

■ 시공방법 [침투작업]

투게더

■ 시공방법 [침투시간 및 보호]

① 시공부위에 붓, 로울러, 방수비를 이용하여 메지(줄눈)부위를 중점으로
도포하여 원액이 침투 되도록 한다.

③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④ 반드시 원액으로 사용하며 잔량은 밀폐하여 보관한다.
⑤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

② 초기의 시공작업이 중요하므로 많은 양을 투입하도록 한다.

⑥ 삼켰을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③ 충분히 침투시킨 후 걸레를 이용하여 타일면을 닦아준다.
④ 재 도포시 1시간 경과 후, 2차도포를 시행하고 24시간 건조시키도록
한다.(작업완료 후 시공면을 걸레로 닦아낸다.)

■ 개요
Together는 액상의 모세관 침투 결정 반응성을 가진 침투성 방수재로
콘크리트의 방수 및 물성 계량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무독성 폴리머와
규산질계의 공중합 반응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미세공극에 침투하여 규산

■ Together(투게더)의 침투 및 수분차단효과

칼슘과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액상의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여
방수성, 내마모성, 수밀성 및 강도를 향상시키는 침투 방수재입니다.

▶

■ 용도

■ 제품구성
용량/포장

4Liter, 16Liter/Pail

색

미백색

상

소 요 량

투게더

약 0.3L/㎡

- 욕실바닥, 타일메지, 베란다, 콘크리트 크랙부위
- 옥상바닥외 침투가 가능한 모든 부위

■ 시공순서도

■ 특징
- 미세공극 침투력 우수
- 투수저항성 및 흡수성 우수
- 염화물, 산성분에 대한 저항성 우수

■ 사용도구

- 항균제 첨가로 인한 항균성 우수
- 기존부위 철거없이 시공이 가능
- 콘크리트에 무해하며 무기질 무독성·무취 친환경 제품
① 바닥면청소 및 건조

② 배수구차단

③ 빗자루를 이용하여 도포

④ 2차작업을 위해 용기에 담음

⑤ 시간 경과 후 2차도포

⑥ 도포면을 걸레로 닦아냄

타일메지 미세균열부위
▶

옥상 침투방수

▶

메지 손상부위
▶

BATHROOM / VERANDA WATERPROOFING

■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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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ION HARDENER

Penetration Hardener

콘크리트 균열 및
노후화로 인한 부실한곳의
누수를 잡아주는 침투 방수재

■ 표면처리

■ 시공방법 [침투시간 및 보호]

① 시공부위에 묻어있는 기름, 이끼, 유분, 오물찌꺼기 등은 그라인딩 및

① 시공면 침투 및 건조시간은 하절기 3시간 안에 경화되며 동절기

청소기, 고압세척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에는 양생 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된다. (양생 시간은 온도와 햇볕

② 시공부위에 물기가 있을 경우 반드시 건조 후 시공한다.

Penetration

HARDENER
고침투 방수재

등 외부 환경에 의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③ 파인 곳은 몰탈로 보수·보강 한다.

②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물 접촉을 금한다.(완전경화 72시간)

④ 온도가 30℃ 이상 고온인 경우 물을 뿌린 후 작업을 한다.

③ 시공면 침투 및 건조를 위해 보행을 통제하여 시공면을 보호한다.

■ 시공방법 [침투작업]

■ 주의사항

① 청소 후 붓,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시공면에 충분히 침투 시킨다.

①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② 균열부위 및 코너부위는 반복적으로 침투시켜 방수층을 만들어 준다.

② 작업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곳은 작업을 금한다.

③ 1차 침투작업 양생 후 같은 방법으로 2차 침투작업을 한다.

③ 보관시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균열이 심한 부위는 시공 후 V3 퍼터씰로 보수·보강한다.

④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한다.
⑤ 반드시 원액으로 사용하며 잔량은 밀폐하여 보관한다.
⑥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

■ 시공단면도
③ 고침투 방수재 2차도포

■ 개요
V3 고침투 방수재는 스티렌 합성 아크릴 공중합체 타입의 침투 방수재로

② 고침투 방수재 1차도포

누수가 발생하는 콘크리트, 미장면, 욕실, 베란다의 미세균열, 모공, 공극

① 모체(콘크리트)

부위에 침투하여 누수를 잡아주는 침투 방수재이다.

■ 용도
- 욕실, 베란다 외 콘크리트 노후화로 인한 부실한 곳
- 콘크리트 크랙부위

■ 제품구성

- 옥상바닥외 침투가 가능한 모든 부위

포

장

18Liter/Pail

색

상

유백색(강화 후 투명)

■ 특징

약 0.3L/㎡

- 미세공극 침투력 및 흡수성 우수

소 요 량

■ 시공순서도

- 표면의 강도 향상으로 내마모성 증대
- 우수한 내화학성으로 콘크리트 산화 억제
- 콘크리트에 무해하며 무기질 무독성·무취 친환경 제품

■ 사용도구

■ 적용사례

노후화된 콘크리트 V3 고침투 방수

바닥 크랙부위 V3 고침투 방수

② 고온시(30℃이상) 살수 처리작업

③ V3 고침투 방수 도포(침투) 작업

④ 코너 및 부실 부위 반복시공

⑤ V3 고침투 방수 도포(침투)완료

⑥ 균열이 심한 부위 V3 퍼터씰로 보수·보강

PENETRATION HARDENER

콘크리트 코너부위 V3 고침투 방수

① 표면점검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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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Coating & Water-repellent

방수와 발수능력을 발휘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2배로 연장시켜주는
신개념 방수재

WALLSCOAT 웰스코트

HYDRA
히드라
■

Walls Coat Water repellent

외부적인 요인(빗물, 수분)등의
표면 침투를 방지 및 백화, 철근부식 방지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친환경 방수재

내·외벽 발수 코팅 방수재

■

친환경 수용성 방수재

■ 개요

■ 개요

V3 히드라는 메틸메타 및 실란실록산 에멀젼 공중합에 의해 합성된 제품

V3 웰스코트는 동결이나 염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인 손상

으로 기존 발수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신개념 방수재입니다. 일반

요인의 근원을 차단하여 건축물의 통기성은 유지하고 건물이 오래도록

발수제는 3년주기로 발수의 성능이 저하되어 재 시공을 해야하는 단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냄새가 없고 화재 위험성이 전혀

이 있는데, V3 히드라는 특수 성분을 첨가하여 완벽에 가까운 발수성과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내구성이 월등하며 수성페인트 작업 후 도포시 페인

방수성을 동시에 발휘해 시공주기(건물수명)를 일반 발수제보다 2배로

트의 들뜸 및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더 연장시킴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 제품구성

■ 용도

용량/포장

18Liter/pail

색

상

소 요 량

■ 용도

■ 제품구성

- 내·외부 콘크리트, 적벽돌, 목조주택 등 외벽 발수용

용량/포장

4Liter, 18Liter/pail

미백색

색

유백색 건조 후 투명

■ 특징

0.3L/㎡

소 요 량

0.3L/㎡

- 통기성 및 침투 조밀성 우수

- 적벽돌, 콘크리트 외벽/미장면, 드라이비트, 교량, 교면

■ 특징
- 표면 발수성능 및 백화현상 방지/발수층 형성으로 물 침투 방지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도포성이 우수하고 건조 후 표면이 투명하여 기존 색상 보존

- 우수한 부착력으로 완벽한 방수층 형성

■ 사용도구

■ 시공방법

■ 사용도구

■ 시공방법

① 시공 외 부분은 보양을 해주고, 시공면은 오염물질 등을 제거 청소한다.

① 시공 외 부분은 보양을 해주고, 시공면은 오염물질 등을 제거 청소한다.

② 시공면의 부실한 부위나 크랙부위는 V3 퍼터씰로 코킹 작업을 한다.

② 시공면의 부실한 부위나 크랙부위는 V3 퍼터씰로 코킹 작업을 한다.

③ 붓, 로울러, 에어리스 등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얇게 도포한다.

③ 붓, 로울러, 에어리스 등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얇게 도포한다.

(시공 2회 기준)

■ 적용범위

④ 도포시 두께가 한번에 많이 올라갈 경우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시공 2회 기준)

■ 적용범위

④ 도포시 두께가 한번에 많이 올라갈 경우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반드시 얇게 도포한다.

반드시 얇게 도포한다.

■ 주의사항

■ 주의사항

① 3년이내 유성 발수제를 작업한 경우 작업을 금하도록 한다.

① 3년이내 유성 발수제를 작업한 경우 작업을 금하도록 한다.

②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적벽돌

드라이비트

- 유기용제가 첨가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

③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작업을 피한다.

② 기온이 5℃ 이하 38℃ 이상 기온시 시공을 피한다.
콘크리트 발수 효과

적벽돌

③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비가 올경우 작업을 피한다.
④ 반드시 원액을 사용한다.

WALL COATING & WATER-REPELLENT & WALLS COAT WATER REPELLENT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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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Reinforcing Agent

콘크리트 표면의 접착력 증대와
표면강화 및 방수효과를 증가시키는 제품

V-100

V-300

브이100

브이300

■

바탕 강화제

Primer

높은 고형분으로 중도, 상도제의
수명을 증진시키며, 점도가 높아
방수포 공법시 적합한 프라이머

■

프라이머

■ 개요

■ 개요

V-100 바탕강화제는 콘크리트 양생 후 시간경과에 따른 중성화로 인한

V-300 프라이머는 높은 고형분으로 방수포 작업시 함침 및 바탕면에

열화발생 및 강도 저하, 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실면의 바탕강도를

접착이 매우 잘되어 방수포(부직포)공법 시공시 적합한 프라이머입니다.

높여 바탕면의 방수 성능을 극대화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한 제품입니다.

또한, 기존의 투명한 프라이머를 탈피하여 후속 작업을 고려한 회색의
유색 프라이머제품입니다.

■ 용도
- 옥상바닥, 창고바닥, 주차장바닥 등
- 시공 전 바닥면 침투 및 강화용

■ 제품구성
용량/포장

4Liter, 18Liter/ pail

색

유백색
0.3L/㎡

상

소 요 량

- 수용성 방수시 프라머용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용도
- 무기질 방수·수용성 도막방수 프라이머용

■ 제품구성

- 방수포(부직포) 시공시 프라이머용

용량/포장

4Liter, 18Liter/pail

■ 특징

색

회색

- 염분, 알칼리 등에 대한 저항성 우수

소 요 량

- 미장, 콘크리트 상재, 구체면과 부착력 우수

※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

- 슁글방수·판넬방수 프라이머용

0.3L/㎡

■ 특징
- 콘크리트에 무해하며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
- 미장, 콘크리트 상재, 구체면과의 부착력 우수

- 콘크리트에 무해하며 무기질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

- 방수포(부직포) 사용시 접착력 우수

■ 사용도구

■ 시공방법

■ 사용도구
■ 사용방법(사용시 원액을 사용한다)

① 시공부위에 유분, 이끼, 레이턴스, 오물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

① 시공부위에 유분, 이끼, 레이턴스, 오물을 그라인딩 및 청소기, 고압

세척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③ 균열부위 등은 V3 퍼터씰 이나 보수몰탈로 보수·보강한다.

■ 적용사례

④ 시공면이 부실한 경우 2~3회 나누어 균일하게 시공 후 양생 시킨다.

② V-300(프라이머)을 에어리스 또는 로울러, 붓 등으로 1회 시공한다.

■ 적용사례

③ 균열부위 등은 V3 퍼터씰 이나 보수몰탈로 보수·보강한다.
④ 시공면이 부실한 경우 2~3회 나누어 균일하게 시공 후 양생 시킨다.

■ 주의사항
①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는 물 접촉을 금한다.

■ 주의사항

② 5℃ 이상 30℃ 이하에서 시공하도록 한다.(완전경화 72시간)

①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는 물 접촉을 금한다.
② 5℃ 이상 30℃ 이하에서 시공하도록 한다.(완전경화 72시간)

③ 보관시 동결에 주의한다.
바닥 바탕강화 작업

바닥 프라이머 도포

바닥 프라이머 도포

방수포 프라이머 도포

③ 보관시 동결에 주의한다.

GROUND REINFORCING AGENT & PRIMER

세척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② V-100(프라이머)을 에어리스 또는 로울러, 붓 등으로 1회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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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ION LIQUID HARDENER

Penetration Liquid Hardener

시멘트계 성분과 반응하여
영구적인 강화층을 형성하는
바닥 강화 및 방진제

ACTI-ONE

■ 시공방법 [양생 및 보호]

① 타설면의 레이턴스 및 거푸집 제거 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양생시에는 시공표면에 비나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오염부위는 샌드블라스팅, 연삭작업, 그라인딩 등으로 먼지나 유분

② 완전 양생 전에 시공면의 보행을 통제하여 도포면을 보호한다.
③ 완전 양생 후 제품 수명은 바닥면과 동일하여 반영구적이며 유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미세한 크랙이나 홈이 있는 경우, 바닥면과 동일한 색상이 유지되도록

보수작업이 필요없다.

몰탈 등을 이용하여 보수·보강한다.
⑤ 표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물세척 또는 진공청소기로 시공 바닥면에

■ 주의사항
①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침투성이 저하되므로 작업을 피한다.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완전히 건조한다.

엑티원
■

■ 표면처리

② 규정된 배합 비율을 반드시 준수한다.

침투식 액상 하드너

■ 시공방법 [침투작업]

③ 피부 접촉시에는 흐르는 맑은 물에 충분히 세척한다.

① 액상하드너(1) : 물(3) 비율로 혼합하고 충분히 교반한다.

④ 시공시 장갑이나 보안 안경을 반드시 착용한다.

② 콘크리트 내부에 충분히 침투될 수 있도록 바닥면에 뿌리거나, 저압

⑤ 절대 마셔서는 안되며 만일 마셨을 경우 즉시 토해내고 의사의

고용량의 분무기를 사용한다.

진료를 받는다.

③ 에어리스 또는 물조리개로 그라운드를 살포한 후 브러쉬, 로울러 등

⑥ 잔류액상 제거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으로 바닥면에 골고루 침투 되도록 한다.
④ 혼합액이 바닥면에 완전히 침투하여 흡수될 수 있도록 2시간 정도
경과한 후 잔유물을 제거한다.
⑤ 1차 도포 후 24시간 뒤에 2차 도포를 해준다.(3회 권장)
※ 마감 손질이 잘된 콘크리트면은 1차 마감처리 가능

■ 시공단면도

■ 개요
V3 엑티원 침투식 액상 하드너는 물과 혼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하는 제품으로 콘크리트에 침투하여 콘크리트 바닥의 분진 발생을 억제
시키고 내구성을 증가시켜 표면강도를 향상시키는 콘크리트 표면 강화제
입니다.

■ 용도
- 아파트 주차장바닥, 공장바닥

■ 제품구성

- 마트 및 창고바닥 등 실내 주차장바닥

용량/포장

20Liter(28kg)/Pail

색

무색투명

상

소 요 량

■ 특징
1회

2회

약 0.3L/㎡

약 0.2L/㎡

※ 마감 손질이 잘된 콘크리트면은 1차 마감처리 가능.

- 표면의 강도 향상으로 내마모성 증대

시공 전

시공 후

- 표면 중성화로 인한 크랙 및 공극 발생

- 콘크리트 공극까지 침투하여 콘크리트 구조 강화

- 수분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구조물의 중성화 발생

- 공극의 조밀화로 방진효과

- 약화된 표면으로 강도감소 및 분진 발생

- 콘크리트 밀봉효과로 이산화탄소의 흐름 차단

■ 시공순서도

- 콘크리트 산화억제 효과
- 우수한 침투력으로 콘크리트 내부 강도 증진
- 우수한 내화학성으로 내구력 증대

■ 사용도구

- 영구적인 강화층 형성으로 방진효과 우수
- 시공이 간편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함
- 콘크리트와 반응 후 표면에 미세한 광택을 제공
- 사용 중에도 지속적으로 광택을 제공함

■ 적용사례

② 표면 점검 및 청소

③ 그라인딩 등으로 오염물질 제거

④ 엑티원 도포(물조리개, 에어리스 등 사용)

⑤ 폴리싱 작업(브러쉬, 로울러, 기계사용)

⑥ V3 엑티원 작업 및 도포완료(3회)

PENETRATION LIQUID HARDENER

① 시공 전(분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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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AR & CONCRETE WATERPROOFING

Mortar & Concrete Waterproofing

콘크리트 구조의 방수력 및
강도, 수밀성, 옹집력 강화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제품

MORTAR&
CONCRETE

■ 시공방법

■ 주의사항

① 레미콘 타설시 6㎥당 18L을 혼합한다.

① 배합비의 적정량을 지켜 사용하고, 보관시 동결에 주의한다.

② 댐이나 저수조 및 수압이 강한 곳은 6㎥당 25L을 약 5분간 혼합하여

② 5℃ 이하이거나 24시간 안에 5℃로 떨어질 경우 사용을 금한다.

타설한다.

③ 절대 먹거나 마시지 않으며,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한다.

③ 시멘트, 몰탈 혼합시 시멘트 중량의 0.5~1%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④ 피부나 눈에 들어 갔을 경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낸다.

사용한다.(배합비는 수압에 따라 차이 발생)
④ 레미콘 투여 후 약 5분정도 혼합하여 사용한다.

■ 구체방수재 [콘크리트 밀도증가]
구체방수재 혼합 전

구체방수재 혼합 후

■ 시공방법 [배합비]

18L

구체방수재

▶

■ 시공방법 [양생 및 보호]
① 최소 48시간 동안 사람의 보행을 차단하고 비, 강한 바람, 동결,
고온과 같은 극심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② 일반 구조물의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균열 현상을 방지하고 저장용 탱크 및 구조물 기초에 타설된 방수
콘크리트는 수압을 받기 전 충분히 양생 시킨다.

■ 개요
V3 구체방수제는 콘크리트와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밀성과 응집력을 강화시켜 콘크리트의 미세한 공극을 충진함으로써
수밀성을 높여 방수력 및 강도 증가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등 건물의

■ 적용범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구체방수제입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습기 투수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주며 결로방지 효과에도 뛰어난 중성타입으로 독성
및 휘발성이 전혀 없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입니다.

■ 제품구성

■ 용도

용량/포장

18Liter/Pail

색

유백색

-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 기초공사, 지하옹벽 구체방수

18Liter/6㎥

- 수영장, 폐수처리장, 정화조

상

소 요 량

- 레미콘 콘크리트 구체방수재
도로 교량

터널

레미콘 콘크리트

방파제

상하수도

수영장 바닥

아파트 기초공사

오피스텔 기초공사

지하옹벽

- 터널, 교량, 도로공사, 교가, 도크, 방파제 등

■ 특징
■ 사용도구

-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력 및 장기간 강도 증가
- 철근 부식 방지 효과, 건물수명 연장 및 결로방지 효과 우수
- 혼합수와의 응집력을 개선하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강화

토목 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

콘크리트 타설 공사

MORTAR & CONCRETE WATERPROOFING

- 염화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무독성, 무공해의 환경 친화적임

■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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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 Mortar Bonding Adhesive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새로운 몰탈 접착증진효과가
우수한 접착증강제

PUTTERSEAL 퍼터-씰

MOLD-IN
몰드-인
■

Acrylic Sealing

무취·무독성의 수용성 크림타임으로
방수 성능과 부착력이 매우 우수한
친환경 무기질 제품

침투형 아크릴실링제

콘크리트·몰탈 신구 접착제

■ 개요

■ 개요

V3 몰드-인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새로운 시멘트 몰탈을 타설 할

V3 퍼터씰은 무취·무독성의 수용성 크림 타입의 아크릴 실링제로서

경우에 생기는 접착력 저하를 증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신·구 접착제
이며 시멘트의 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방수 성능과 부착력이 매우 우수하며 시공시에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 용도

입니다.

인장력도 뛰어나 크랙 및 염분 알칼리 등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제품

- 신·구 콘크리트, 몰탈(레미탈), 시멘트 접착시

■ 제품구성

- 수평몰탈, 무수축몰탈, 초속경몰탈 접착시

■ 용도

- 몰탈 접착, 강도를 요할시/석고보드, 목재 접착, 방수를 요할시

- 창틀 실리콘 주위, 바닥크랙, 코너 조인트, 타일메지, 적벽돌메지 외
- 보수·보강부위, 크랙충진 및 코팅용

용량/포장

9Liter, 18Liter/Pail

색

유백색

■ 특징

0.2L~0.4L/㎡

- 콘크리트, 몰탈의 프라이머 방식으로 접합부위의 접착력이 우수

상

소 요 량

※소요량은 현장 상황 및 시공자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기물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작업이 용이함

■ 특징

용량/포장

2kg, 4kg/pail

- 수용성으로 무취·무독성의 친환경 제품

색

백색, 녹색, 회색

- 내후성, 내구성, 융해성이 우수

상

- 크랙, 염분, 알칼리 저항성 우수

■ 사용도구

■ 시공방법

■ 사용도구
■ 시공방법

① 시공면의 부실한 부위를 파취제거하고 먼지, 이물질 등을 고압세척기

① 작업부위에 유분, 이끼,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 적용사례

② 습윤상태가 30% 미만으로 하여 고르게 분사 도포한다.

② 마스킹테이프를 이용하여 보양 작업을 한다.

③ 시공면에 따라 흡수의 정도가 많으면 반복하여 도포한다.

③ 고무헤라, 실리콘헤라로 사용할 만큼 용량을 덜어 보수부위에 도포

④ 분사 도포 후 완전 양생 되기 전에 후속 작업을 한다.

몰드-인 신·구접착제

몰드-인 도포 작업

■ 적용사례

한다.(2회 권장)

⑤ 작업시 주변에 제품이 묻지 않도록 차량, 유리등은 보양작업을 한다.

④ 시공 후 12시간 이내에 물 접촉을 피한다.(완전경화 72시간)

■ 주의사항

■ 주의사항

① 기온이 5℃ 이하에서는 작업을 피한다.

① 기온이 5℃ 이하에서는 작업을 피한다.

② 작업 후 작업도구는 물로 세척한다.

② 보관시 서늘한 실내에 보관하고,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③ 동절기에는 결빙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바닥 크랙 보수

창틀 틈새 보수

③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비눗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CONCRETE & MORTAR BONDING ADHESIVE & ACRYLIC SEALING

- 내·외부의 작업이 가능하며 작업시간을 단축 효과

■ 제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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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URETHANE CONCRETE REPAIR

Polyurethane Concrete Repair

누수발생 부위의 물과 반응하여
크랙 부위를 메꿈으로 누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반영구적인 방수재

R-750

R-750 시공방법
■ 천공

■ POLYURETHANE INJECTION

① 폴리 우레탄 발포지수제를 주입할 경우에는 패치를 통해 고압 주입

① R-750 우레탄 발포 지수제를 고압 주입장비나 구리스건을 이용하여

하기 위하여 누수 균열부위에 천공을 하여 패커를 고정한다.
② 햄머드릴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름의 구멍이 생기도록 천공작업을 시행
한다.(Dirll Bit의 외경은 10mm로 한다.)
③ 천공 각도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크랙을 향하여 45° 혹은 그 이하로

② 초기 주입 압력은 40kg/cm²정도로 유지하고 균열부위로 지수제가
흘러 나올때까지 주입한다.
③ 첫 패커 주입에서 R-750 우레탄 발포 지수제가 크랙사이로 다량 흘러
나올 시점에 주입을 수분간 중지하면, 그동안 주입된 발포제가 충분히

작업한다.
④ 크랙과 천공홀의 위치가 콘크리트 두께의 1/2 ~ 2/3 정도가 되도록

발포하여 크랙을 메워 씰링제 역할을 하게된다.
④ 주입작업시 발포 지수제가 크랙안에 잘 채워지게 된다.

한다.

폴리우레탄 발포 지수제

주입한다.

⑤ 콘크리트 두께가 10cm 이하인 경우 균열부위에 직접 천공을 한다.

⑤ 약 5분이 경과한 후 재 주입을 한다.

⑥ 콘크리트 두께가 10cm~50cm인 경우 균열로부터 콘크리트 두께의

⑥ 약품이 조금 새어 나오는 것은 무시할 수 있으나 오히려 주입이 어느

1/5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천공하고, 균열부위를 중심으로 20cm 간격
으로 지그재그식으로 천공을 한다.

정도 진행 되는가를 확인 할 수 있다.
⑦ 크랙이 아주 큰 경우에는 주입전 씰링을 하도록 한다.

■ PACKER 설치

■ 주의사항

① 여러 사이즈의 패커중 현장상황에 맞는 패커를 선정하고, T복스를

① 발포제 사용시 사용 용량 만큼만 덜어 쓴다.

이용하여 패커를 천공한 홀에 단단하게 조여 역압에 튕겨 나오지

② 발포제 사용 후 용기 입구를 마른 것으로 닦는다.

않도록 한다.(너무 세게 조이면 파손될 수 있음.)

③ 작업 후 기계(인젝션)는 신너와 오일로 깨끗이 세척한다.
④ 작업시 보호 장구는 반드시 착용한다.(안전모, 보안경 외)
⑤ 쓰고 남은 발포제는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한다.
⑥ 피부에 묻었을 경우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 개요

⑦ 어린이 손에 닫지 않는곳에 보관하다.

우레탄 발포제로 크랙(균열부위)이나 조인트부위에 주입하여 누수발생
부위의 물과 반응하여 크랙부위를 메꿈으로서 누수를 완전 차단하는 형식
으로 반영구적으로 지수시켜주며 기존 경질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반응시 발포력을 증진시켜 균일한 셀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품질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 R-750 발포지수제 시공방법
■ 용도

■ 제품구성

- 지하주차장 및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 누수부위 지수

용량/포장

10kg, 20kg / pail

- 진동이 있는 구조물의 균열 누수부위 지수

색

담황색

- 콘크리트 이어치기 조인트 누수 부위 지수

상

- 콘크리트 구조물의 습한 누수부위 지수용

≫

- 주차장 램프구간 누수부위 지수 및 배면 그라우팅용

■ 특징
- 초저점도로 주입력이 우수하여 크림존 시간 빠르다

R-750

① 크랙부위 체크

② 드릴을 이용하여 45°각도로
천공작업을 시행

③ 천공작업을 시행한 부위에
패커를 삽입

⑤ 크랙부위에 발포 지수제가
충분히 침투 되도록 함

⑥ 망치 또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돌출부위를 절단

⑦ 에폭시 퍼티제로 타공부위에
퍼티로 마무리.

- 크랙 내부 안쪽까지 단시간에 주입
- 주입시 압력이 낮아 주입이 원활하여 팩커 파손율이 적다
- 균열부위, 조인트 부분에서 완벽한 지수 및 빠른 반응속도

- 인젝션(Injection)주입기

- 패커(Packer)

- 반응성이 뛰어나 마감 작업시 시간단축 용이

■ 제품구분
- 발포 지수제 :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부위 지수용
- 고경질 2액형 발포지수제 : 유동이 있는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부위 지수 및 조인트부위 지수
④ T자 스크롤을 이용하여 조임

POLYURETHANE CONCRETE REPAIR

- 완전경화시 폼 구조가 조밀하며 내구성, 내수성, 내유성 우수

■ 제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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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XY PUTTY

Epoxy Putty

신·구콘크리트 균열 부위에 침투하여
균열부위를 충진하는 고기능성 제품

R-505
Repair

R-505 시공방법
■ 균열조사 및 면처리

■ 에폭시 수지혼합
① R-505를 정해진 배합비에 맞게 혼합을 하고 자재의 온도 및 현장의

① 균열 상태, 폭, 깊이,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공정을 결정한다.

온도에 따라 가사시간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처음 혼합할 경우 소량만

② 씰링 예정부위의 먼지나 오물을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혼합하여 사용한다.

기름류가 있는 경우에는 비누, 신나 등의 세제를 이용하여 표면의 오
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 에폭시 주입작업
① 건축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에폭시 주입제를 주사기 실린더에 25~

③ 균열부분 주위나 내부에 이끼 혹은 과다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입

30cc 정도 채운 후 좌대에 거치 고물줄을 좌대에 연결한다.

전 필요에 따라 가스버너 등으로 가급적 균열내부까지 건조 시킨다.

② 지촉경화 전 주사기 실린더 내의 주입제가 소모되면 신속히 충전된
실린더로 교체하여 재차 주입한다.

■ 좌대 설치부위 결정

그라우팅 에폭시 주입제

① 좌대는 균열폭에 따라 15cm ~ 30cm간격으로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③ 주사기를 좌대에 거치시 수직인 경우에는 하부에서 상부로, 수평인

좌대와 좌대와의 간격은 20cm가 가장 적합하고 1m 균열보수시 좌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률적인 작업

설치개소는 5~6개로 설치한다.

을 시행한다.
④ 주입작업 중 주사기 실린더 내의 주입제가 소모되면 신속히 충전된
실린더로 재차 주입한다.

■ 균열부위 씰링
① 좌대 부착부위를 제외한 균열부위에는 주입할 에폭시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두께 1mm, 폭 30mm 정도 씰링제로 씰링한다.

■ 마감작업

② 균열부위의 씰링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주입기 설치시 씰링 부위의

① 주입작업이 끝나면 최소 24시간 정도 양생 시킨다. 주입제가 경화된

파손으로 인한 에폭시 수지의 손실이 발생되므로 유의하여 작업한다.

것을 확인한 후 주사기 실린더와 좌대를 제거하고 핸드그라인더로
씰링한 부위를 깨끗하게 갈아내고 필요시 에폭시 씰링제로 마감한다.

■ 좌대부착
① 에폭시 씰링제로 좌대 설치 표식위에 좌대를 부착하고, 좌대 부착을

■ 개요

■ 주의사항

끝낸 후 씰링제가 완전경화 될때까지 작업한다.

① 작업시 보호안경,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 후 작업한다.

에폭시 수지와 아민변성 수지로 이루어진 2액형의 침투성 주입제로써

②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닦아내고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 낸다.

콘크리트 몰탈 및 콘크리트 균열부위, 구조물체 콘크리트 타설 신ㆍ구

③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시 강제로 환기를 시행한다.

콘크리트 연체부위에 깊숙이 침투되도록 개발된 특수 그라우팅제입니다.

■ 용도
- 콘크리트 보수·보강용
- 철판 보수·보강용, 부식에 의한 누수, 누수 보수용

■ 제품구성
용량/포장

주제 10kg + 경화제 5kg = 15kg/can

색

담황색

상

■ R-505 제품의 구성
■ 특징
- 콘크리트의 미세한 크랙 완벽 침투하여 완벽한 접합성능 발휘
-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철근 등에 강력한 접착력
- 부식을 방지하므로 내구성 탁월
- 우수한 압축강도, 굴곡강도, 인장강도

철재용

수평/수직

코너용

■ R-505 발포지수제 시공방법
■ 시공사례
①

▶
▶

③

▶

콘크리트 및 보도블럭

콘크리트 균열부위

콘크리트 시공

크랙체크

씰링작업

좌대부착

주사기주입

좌대제거및 마감

EPOXY PUTTY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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