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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량전철 1공구 지하구조물 방수공사 (부산교통공사)

광복점 지하연결통로 및 전력구, 환기구 외부방수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암역 지하철 연결통로 방수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9공구 외부방수공사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1공구, 2공구, 3공구, 6공구 외부방수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 사상하단 1공구 외부방수공사(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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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공사중 음섬지하차도 외부방수공사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능-능곡지구 지하보도 횡단박스 설치공사 (LH공사)

화성동탄 도시시설 1공구 지하차도 외부방수공사 (LH공사) 

장지지하차도 설치공사 (SH공사)

국지도23호선(남사-동탄) 도로개설공사 중 2공구 (LH공사)

행정중심 복합도시 4-1생활권 건설공사 외부방수공사(LH공사)

하남미사 미사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외부방수공사(LH공사)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중 외부방수공사(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LH공사)

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교량 3-4공구 건설공사 외부방수공사(인천공항공사)

동탄(2)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3공구 외부방수공사(도로공사)

▲ 바탕면정리

▲ 벽체 취약부보강(벽체)

▲ 되메우기(벽체)

▲ 나비시트 시공(하부)

▲ 나비시트 시공(벽체)

▲ 나비시트 시공(상부)

▲ 보호몰탈타설 및 기초타설(하부)

▲ 방수층보호층 시공(상부)

▲ 방수층보호층 시공(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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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설공사 중 공동구 (공군교육사령부)

학생중앙군사학교 지하공동구 (국방부)

충청남도(내포)신도시 공동구 건설공사 2공구(충청남도 개발공사)

전자소재 연구단지 공동구 건설공사 (삼성전자,제일모직,삼성정밀소재,삼성정밀화확,삼성SDI)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 중 공동구 1공구, 2공구 (SH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공사 중 공동구 방수공사 (LH공사)  

서해HVDC 지중송전로 공동구 방수공사(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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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대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영광군청)

청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청양군청)

서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평택시)

태안 병술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충남 태안군)

곤지암2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공사 (경기도 광주시)

광주 2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공사 (경기도 광주시)  

화성동탄(2)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경기도시공사)

태안 반계리 하수처리시설 중 방수공사(충청남도 태안군)

제빙폐액저장시설공사(제2여객터미널3-2공구)(인천국제공항)

구리갈매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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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3지구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SH공사)

세곡2지구 1단지 아파트건설공사(SH공사)

세곡2지구 3단지 아파트건립공사(SH공사)

세곡2지구 4단지 아파트건립공사(SH공사)

마곡지구 1단지,2단지,3단지 아파트건립공사(SH공사)

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공사(연세대학교)

마곡지구 11단지,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SH공사)

인천서창 2BL 10공구,11공구 건설공사(LH공사)

LH공사 진주 본사 사옥 신축공사(LH공사)

동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공사(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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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옥상개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한국전력공사 전국지사

전국 교육청 교육시설

▲ 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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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성능을 위해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유동성 복합시트를 구조체 상부에 1차 시공 후 유동성복합시트 상부에

방근성능이 있는 PET필름 시트를 2차 적층(2ply)하여 방근 및 방수성능을 유지하는 공법

1.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방수소재로서 방수성능이 요구 되는 거동대응성능과 자가치유 성능이 우수

2. 유동특성의 점착 방수재로 습윤 바탕면에서도 부착성능을 가지며, 저온환경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

3. 유동성 겔(나비씰)에 식물 생육을 억제하는 기피물질이 있는 특성으로 방근성능 유지기간을 늘림

4. 방근성능을 가지고 있는 PET필름을 맞댐 시공하며 조인트 안전성 PET필름 조인트 테이프를 80mm폭으로 접합하여 

   방근성능을 확보

5. 방근층 및 방수층의 2중 시공에 따른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방수성능과 인공지반 녹화에서 요구되는 방근성능확보

- 현장명: 한국전력 서산지점 사옥 신축공사

- 공사시기: 2008년 12월 ~ 2017년 03월(8년 4개월)

▲시험성적서-1 ▲시험성적서-2 ▲시공품질확인서(8년4개월이상 없음)

유동성 복합방수시트 방근·방수 시험성적서 및 발주처 시공품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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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연속벽과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친수성능을 가진 유동성겔이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으로 합벽구간

(토류벽, CIP벽, SHEET PILE등)에 선방수 후 구체콘크리트를 타설 하여도 방수층이 구체면에 부착이 되어 방수성능을 유지하는 공법

1. 합벽의 경우 함습상태 100%에서 방수층을 지지된 상태의 콘크리트 양생시 지속적 부착성능을 유지 

2. 상시적 유동특성의 나비씰이 지속적인 부착성능 유지와 구조물 거동에 연동대응 

3. 시공의 단순성 및 동질재료의 주입공법으로 유지 관리성능 우수   

▲유동성복합시트(합벽용)준비

▲유동성복합시트 부착성능 확인 ▲유동성복합시트 부착성능 확인

▲몰탈 채움 ▲양생

누수 개념비교

시공개념도

기존방수기술 유동성복합시트 방수

유입수(확산) 유입수

시공평면도(CIP벽) 시공평면도(토류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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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수질복원센터 지하합벽구간

부산-김해 경량전철 1공구 건설공사

부산도시철도 민락역 연결통로 합벽구간

광교택지개발지구 2공구 비개착지하차도

인천지하철 209공구

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신축공사

석수3동 주민센터 및 충훈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군포 새마을금고 본점 사옥 신축공사

서일대학교 강의동 증축공사 

광명 GIDC 신축공사 중 지하외부 합벽방수공사

▲ 토류벽면 ▲ 나비시트 시공 및 철근배근 ▲ 콘크리트 타설 후 부착상태

▲ CIP 벽면

▲ 숏크리트면

▲ 방수보호층 시공 및 나비시트 시공

▲ 나비시트 시공

▲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 타설 

▲ 토류벽+숏크리트면 ▲ 나비시트 시공 및 철근배근 ▲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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