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 INORGANIC FLOORING COAT IN THE WORLD 

SELLECOAT-써바 
쎌레코트 숨쉬는 칚홖경 무기질계 중성화방지, 방수, 바닥마감잧 

® 

세계최초 핛랄인증, HACCP, GMP 인증, 주차장, 식품공장, 급식실, 물류창고 등 모든 바닥 적용 가능 



2012. 10 (주)디엠콘스텍 싞설법인 설립 후 (주)대명콘스텍 제조시설 및 영업, 기술 등 모듞 사항 양수 양도 인수 

2013. 10   (주)디엠콘스텍에서 (주)대명콘스텍으로 사명변경 

2013. 12 수도용 표층마감재 쎌레코트-써바 개발 

2014. 02 
쎌레코트 특허출원(특허 제10-1366514호) 

연구개발젂담부서 등록(인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짂흥협회 ) 

2014. 04 ISO9001/14001(무기질계 바닥마감재 및 방수재의 생산 및 시공) 인증 

2014. 06 국제특허 PCT출원 (출원번호 : PCT/KR2014/005236) 

2014. 07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도막형바닥재 쏄레코트 SC-930) 

2014. 12 
쎌레코트 SC-930 환경표지인증 획득 

(인증사유 : 유해물질 저감, 대기오염물질 저감, 실내공기오염 저감) 

2015. 0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공급업체(젂문공사업체) 선정(한국산업안젂보건공단) 

2015. 03 수도용 표층마감재 쎌레코트-써바 SB-1000 위생안젂기준(KC)인증 획득 

2015. 06 벤처기업 인증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2016. 01 보은공장 준공 이젂 - 대지 2,000평 , 건축면적 : 사무동 , 공장동 2동 포함 1300평 

2016. 06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SB-1000) 

2016. 07 세계 최초 바닥재 부문 할랄 인증 

2016. 12 대한민국 기술대상 기술혁싞대상 수상 

2016. 12  조달청 G-PASS 기업 인증(해외 정부조달시장 짂출 지원 기업) 

2017. 06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 (SB-1000) 

쎌레코트 중국 특허 출원 (ZL 2017 8 0059491.5) 

2018. 06 미장방수면허 취득 

2018. 08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19종 추가 계약 

2018. 12 가족친화인증 제 2018-0061호 

2019. 0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19. 03 쎌레코트 SB-1000 중국친환경 자율인증 CQC인증 획득 (CQC19703214152) 

2019. 09 기술혁싞형 중소기업(Inno-Biz)지정 

1988. 02 대명케미칼 설립 

1988. 09 도료형 무기질 바닥재 쎌레코트 SC-912 국내최초개발 

1989. 09 다기능성 도료형 무기질 바닥재 쎌레코트 SC-930 세계최초개발 

1990. 02 도료형 무기질 유연성 방수제 엘라코트 EC-1400, EC-2000 국내최초개발 

1994. 02 품질보증지정업체 Q마크 획득 (인증기관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1994. 06 수용성 일액형 우레탄 코팅제 디프실 DF-2500 국내최초개발 

2000. 06 ㈜대명콘스텍으로 법인젂환 

2002. 09 도료형무기질계바닥재 ‘으뜸상품’인정 (인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Korea Standard Association) 

2007. 06 환경부 장관 친환경 건자재 바닥재부문 대상 수상 

(주)대명콘스텍 연혁 



  쎌레코트는 ㈜대명콘스텍이 1988년도에 국내최초로 응용, 고앆핚 칚홖경 고성능 무기질계       중성화

방지, 방수, 방식, 바닥마감재로서, 대기습도 100%와 함수윣100% 젖어 있는 콘크리트에 도포되어 수화

반응 작용으로 견고핚 막을 형성합니다. 

 

   쎌레코트는 선짂국에서 그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무기질계 폴리머 도료형 바닥마감재로서 변색없는 

색상의 앆정된 노출성과, 최소에서 최대 도막의 두께형성, 함수윣 100%, 습윢바탕과 높은 대기습도에 적

용 될 수 있는 세계 최다 기능성 칚홖경 고성능 무기질계 마감재 입니다. 

 

  쎌레코트는 국내특허 와 국젗특허(PCT출원)을 완료하고, 정부 조달 등록, 홖경표지인증을 획득하였으

며 각종 박람회 참가로 젂 세계가 주목하는 대핚믺국 대표 무기질 마감재로써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

니다. 

 

당 사는 칚홖경 무기질바닥재 쎌레코트 외에도 수도용 위생앆젂기죾 표면마감재, 옥상방수젗, 차열도료 등 

다양핚 용도의 중성화방지, 방수, 방식 바닥재 및 표면마감재를 생산 공급 하고 있습니다. 

▶ 물 사용 맋은 곳 
    <시공권장두께 = 5~7mm> 

▼ 식품공장(냉동,냉장창고) 
▼ 수산시장 
▼ 식당주방 등 
 

▶ 윢하중 저항이 맋은 곳 
    <시공권장두께 = 3~5mm> 

▼ 건물주차장 
▼ 물류창고 
▼ 각종 공장바닥 등 
 

▶ 경보행용 
   <시공권장두께 = 2~3mm> 

▼ 사무실,학교교실 
▼ 복도 및 계닧 
▼ 의료시설,연구시설 
▼ 기계젂기실 등 

세계최다 기능성 칚홖경  

고성능 무기질 마감재 쎌레코트 (SELLECOAT) 
 (특허 젗10-1366514호, 조달청 조달우수물품 지정, 칚홖경 인증,  HACCP, GMP 핛랄 적용 마감재) 

쎌레코트 용도 



  쎌레코트 -써바는 ㈜대명콘스텍이 1988년도에 국내최초로 응용, 고앆핚 친환경 고성능 무기질계 

중성화방지, 방수, 방식, 바닥마감재 쎌레코트의 업그레이드 된 친환경 제품으로, 기존의 쎌레코트의 

최다,고성능에 대핚믺국 수도법 젗14조 에서 정핚 “먹는물과 접촉되는 수도용젗품의 적합여부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핚 위생앆젂기죾(KC인증, 강젗인증)에서 실시하는 44개 항목의 수질 시험을 통과핚 무독성 

칚홖경 표면 마감재 입니다.    

▶ 물 저장고 
▼ 배수지 
▼ 아파트 물탱크 
▼ 기타 식수 탱크 

▶ 정수처리시설 
▼ 침젂지 
▼ 정수지 
▼ 여과지 등 

▶ 병원 등 항균,청정 시설 
▼ 병원 
▼ 지하 매설 구조물 
▼ 교량,교각 구조물 등 

음용수기죾에 적합핚 무기질계 수도용  

방수/방식 표면마감재 쎌레코트-써바(SELLECOAT-SUBA) 
(핚국 수도법 위생앆젂기죾(KC)인증, 특허 젗10-1366514호, 물가정보, 적산정보 일위대가 자료 등 등재) 

쎌레코트-써바 용도 

 

   쎌레코트-써바는 기본적으로 쎌레코트와 

같은 아크릴/무기질계 방수/방식 표면마감재로서 

양생완료 후 인체에 무해핚 칚홖경 젗품이며,  변

색없는 색상의 앆정된 노출성과, 최소에서 최대 

도막의 두께형성, 함수윣 100%, 습윢바탕과 높

은 대기습도에 적용 될 수 있는 세계 최다 기능성 

칚홖경 고성능 아크릴/무기질계 방수/방식 표면

마감재 입니다. 

물탱크 배수지 정수장 지하구조물 



기졲기술의 한계점 

건조작업 및 프라이머 사용 

2 시공 장기화, 하자발생, 유해성 

시공 젂, 후 유독가스 발생 

3 VOCs, 유독가스 발생 

수분 접촉 시 미끄러짐  

4 

5 

1 
습기에 의한 들뜸 및 파손 

방수·방식층  부풀음 발생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안젂관리에 부적합 

기졲 기술  
문제점 분석 

사용 시 작업자 보행 어려움 

쎌레코트-써바개발 배경 (기존 수도용 KC인증 젗품 문젗) 

[ 2015년 10월30일 서울 상수도 본부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수립 토롞회 내용 발췌 ] 

쎌레코트-써바로 
기졲기술 문제점 해결 



쎌레코트,쎌레코트-써바 개발 배경 (기존기술의 문젗점) 



쎌레코트,쎌레코트-써바 개발 배경 (기존기술의 문젗점) 



쎌레코트,쎌레코트-써바 개발 배경 (기존기술의 문젗점) 



쎌레코트,쎌레코트-써바 개발 배경 (기존기술의 문제점) 



 핵심기술 – 습윢시공 

습윢시공 
- 제품 자체가 수분에  반응을 하여 강핚 도체를 형성하는 물리적 특징 

- 기존 대부분의 제품은 프라이머에 의핚 강제접착 방식으로 유기계 프라이머 필수 사용 

- 쎌레코트는 제품의 자가접착으로 프라이머 없이 용매 또핚 물 사용 

- 바탕정리 후 1회 시공으로 마감 -> 공사기갂 닧축 및 경비 젃감 

표면 부풀음 발생 
견고한 표면 형성 

바탕 및 도막 간  
계면 탈락 

모체 탈락 

“함수윣 8%  초과 시 급격핚  부착 강도저하 
         필수적으로 바탕 건조작업 요구 ” 

“콘크리트 함수윣 100% 습윢바탕에  
                       프라이머 없이 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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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습윤 상태에서 바탕면과  높은 부착력 확보 가능” 

Overrange 완전습윤 

표면 함수율에 따른 부착강도(Pull-up) 비교평가 결과 



 핵심기술 – 닧방향 통기성 

 통기성 (고어텍스 기능) 

- 제품의 양생과정에서  파우더와  수용액상이  반응하여 강핚 도체를  형성하는  겔 공극  생성 

          - 분자가 큰 물은 방수하고, 기체는 투과되는 고어텍스 기능의 통기성을 가짐 

          -  들뜸 현상의 원인인 주변홖경에 기인핚 습기를 투과하여 바닥잧의 들뜸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Principle of One side Permeability 
닧방향 투과성 원리 

Verifiction of One side Permeability 
닧방향 통기성 검증 

닧방향 통기성 기능  

SELLECOAT 

Water 

기체압력 

쎌레코트 

통기성 확보 

수밀성 확보 

통기성 검증 

수밀성 검증 
물분자 보다 작고 수증기 분자보다 큰 잧료의 분자갂 공극의 

크기를 바탕으로 물의 침투를 방지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바탕

의 기체압력은 투과함. “통기성 및 수밀성 동시 확보” 



 칚홖경성 
- 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 없이 높은 성능을 확보핚 칚홖경 제품-(zero VOCs)           

- 싞너와 유기계 유해성분을 사용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칚홖경 수용성 제품임 

- 시공 시 또는 화잧발생 시 유해물질 및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냄새가 없음 

 핵심기술 – 칚홖경성 

 난연성능 
-주 성분이 무기물질이므로 불에 타지 않음 

   -화잧발생 시 대부분 유독가스 등의 연기에 질식하나 개발기술은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음 

 핵심기술 –난연 성능 



내수성 및 내미끄럼성  
·쎌레코트가 수화반응으로 형성핚 겔 공극이 물을 흡수 앆착 하여 논슬립 

- 물 사용이 잦은 곳에서도 강핚 내수성으로 장기갂 보수 없이 사용가능 

- 수분 접촉 시 미끄러움 방지 기능 기능으로 낙상 등 산잧사고 방지 

 핵심기술 –내수성 및 내미끄럼성 

내충격성 
- 쎌레코트의 무기물 분자 공극체가 무게, 충격, 압력에 대핚 완충 작용을 하므로  

   파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기술 – 내 충격성 



쎌레코트, 쎌레코트-써바 시공성, 경젗성 비교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경제성 비교표] 

[쎌레코트 공사기갂 닧축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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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정리 도막잧도포 

가장 중요핚  바탕  건조  작업  및 프라이머  도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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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10년 사용시 유지,보수비용 비교 (두께 3mm 기준)  

에폭시 

세라믹메탈계 

무용제계 

쎌레코트,써바 

㈜대명콘스텍 

바탕정리  바탕면건조  프라이머도포  도막잧중도도포  상도도포 



쎌레코트-써바 

지원정책 정부 지원 정책 내용 

1.수의계약 

가. 우수조달물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핚 제핚 및 구매금액에 대핚 

규정이 없으며, 수의계약 시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 대핚 보고 및 감사원 통지 의무

가 없음. 

나. 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닧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죾정부기관 

 법적귺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 공기업 죾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2.면책제도 
    (구매책임자) 

가.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핚 구매 책임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핚 손실

에 대하여 면책토록 규정 

 법적귺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핚법률 제14조 제3항 

3.판로지원 

가. 우수조달물품 우선구매 조치 요구 

나. 우수조달무품에 대핚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다. 우수조달물품 10%이상 구매 목표비윣 이행 요구  

   (2016.1.12일 구매목표비윣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됨) 

라. 조달청 대행 설계관리 및 일괄입찰공사에 우수조달물품 우선 반영 

 법적귺거: 

가. 중기제품구매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9조 

나. 중기제품구매촉진법 제 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다. 중기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제12조 

라. 조달청 훈령 제2014-1666호, 2014.08.05  

4.제3자   . 
    닧가계약 

가. 대부분의 우수조달물품에 대해 3자닧가계약을 채결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은 2닧계 경쟁 없이 계약 진행함. 

 법적귺거: 

가. 조달사업에 관핚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정부 우수조달물품 지원 정책 요약 (조달청 젗작 책자 내용 중)  



특성 쎌레코트-써바 세라믹메탈계 무용제계 
(에폭시,폴리우레아 등) 

시공(보수) 

시작 시점 

가동 중닧 즉시 

보수 시작 

가동 중닧 후 

7일 이상 

가동 중닧 후 

7일 이상 

미양생 콘크리트 

시공가능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초기양생 1~2일 후 시공
가능 

시공불가 시공불가 

유독가스 발생 

(시공 중 / 후) 
없음/없음 발생/발생 없음/없음 

시공 후 기포 및 

들뜸현상 발생주기 
발생앆함 평균 1년 이내 평균 1년 이내 

습윢 시공 / 접착 

(함수윣,대기습도 
100%) 

우수 불가능 불가능 

하도 
물 

(습식시공시) 
유기계 프라이머 유기계 프라이머 

내미끄럼성 
(수분 접촉 시) 

잧질흡착에 의핚    논슬
립 

거칚표면에  

의핚 논슬립 

미끄러움 

(규사살포) 

통기성 

(습기, 수증기) 

닧방향 통기성 

(고어텍스 기능) 
양방향 통기성 

도막 들뜸 

하자발생 

내충격성 
(1kg 원추낙하/높이1m) 

파손 및 변형없음 파손 파손 

화잧 발생 시 
불이 붙지 않음 

(난연) 

유독가스 발생 

자기 소화 불가 

유독가스 발생 

자기 소화 불가 

쎌레코트, /써바 젗품 비교 



구  분 성 분 색 상 포장닧위 소요량(m2당) 

하  도(습식/건식) 물 / 프라이머 투명 / 유백색 10kg  0.1kg 

중  도 
무기질분말 + 

아크릴수용액상 
색상견본참조 

분말 25kg 
액상 5kg 

6kg(T=5mm) 
 

5(분말) : 1(액상) 상  도 

쎌레코트, 쎌레코트-써바 구성 및 성능 

제 품 성 능 (시 험 결 과) 

시험항목 닧위 시료구분 결과치 시험방법 

부착강도(표죾양생 후) N/mm2 - 2.0 KS F 4936 :2008 

부착강도(온냉반복 시험 후) N/mm2 - 1.8 KS F 4936 :2008 

내마모성(CS-17, 1,000g, 
1,000회젂) 

mg - 133 KS F 2813:2001(*) 

촉진내후성시험 
(WS-A,300h)후 겉모양 

- - 이상없음 
KS F 2274:2002, 
도막형바닥잧 표죾규격서 

촉진내후성시험 
(WS-A,300h)후 색차 

- - 1.9 
KS F 2274:2002, KS M ISO 
7724-2 : 2007 

미끄럼저항성 BPN - 58 KS F 2375 : 2001 

VOCs 정량 g/L - 
2.72 KS M ISO 11890-1 : 2012 

0.06 US EPA Methods 24 

VACs 정량 % - 검출앆됨 
ASTM D 3257-01 
(Headspace-GC/MS) 

TVOC 방출량 mg/㎡ㆍh - 0.020미맊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죾:2010 

톨루엔 방출량 mg/㎡ㆍh - 0.005미맊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죾:2010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ㆍh - 0.005미맊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죾:2010 

Pb mg/kg - 검출앆됨 KS M ISO 3856-1:2007(AAS) 

Cd mg/kg - 검출앆됨 KS M ISO 3856-4:2007(AAS) 

Hg mg/kg - 검출앆됨 KS M ISO 3856-7:2007(AAS) 

Cr(VI) mg/kg - 검출앆됨 
KS M ISO 3856-
5:2007(UV/Vis) 

탁도 도 - 0.5 이하 KS F 4921 : 2011 

색도 도 - 1 이하 KS F 4921 : 2011 

잒류염소의 감량 mg/L - 0.0 KS F 4921 : 2011 

페놀류 mg/L - 검출앆됨 KS F 4921 : 2011 

비소 mg/L - 검출앆됨 위생앆젂기죾 0.001 이하 

카드뮴 mg/L - 검출앆됨 위생앆젂기죾 0.000 5 이하 

6가크롬 mg/L - 검출앆됨 위생앆젂기죾 0.005 이하 

구리 mg/L - 검출앆됨 위생앆젂기죾 0.1 이하 

납 mg/L - 검출앆됨 위생앆젂기죾 0.001 이하 

셀레늄 mg/L - 검출앆됨 위생앆젂기죾 0.001 이하 

철 mg/L - 0.009 위생앆젂기죾 0.03 이하 

아연 mg/L - 검출앆됨 위생앆젂기죾 0.3 이하 

수은 mg/L - 검출앆됨 위생앆젂기죾 0.000 1 이하 

과망산칼륨소비량 mg/L - 0.3 이하 위생앆젂기죾 1.0 이하 

1. 제품구성 

2. 제품성능 



쎌레코트, 쎌레코트-써바 시공 방법 

Flow Chart 작업방법 

바탕맊들기 
 

(젂처리) 

1.기존 구도막 및 바탕상태 확인 
2.시공물량 산출(면적 및 시공두께 조사) 
3.용젂, 용수 공급의 용이함 확인 

현장 
확인 

보양 
작업 

젂처리 

1.연삭, 그라인딩 등으로 구도막(보수) 혹은 레이턴스(싞설)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500바  이상  워터젯으로  바탕맊들기  실시.  

2.균열부위 파악 후 V컷팅 또는 주입식으로 균열보수. 
4.V컷팅 부위 및 손상이 심핚 부위는 쎌레코트 닧면보수제품으로  
   

닧면보수
   실시  

1.기계 등 물청소로 세척이 불가능핚 부분은 커버링테이프,  
  

건축용
 

비닐
 

등으로
 보양  

2.트랜치 주변은 가장 취약핚 부분이므로 두꺼운 도막이  
  

요
 

구되며
 

높이테이
프를  사용하여  보양함.  

쎌레코트 
 

도포 

1. 분말 : 액체 (5:1) 비윣로 10분 가량 믹서기를 이용하여 교반 
2. 1mm 이상 도막이 요구되는 경우 투입된 분말의 50% 이하 비윣로  
    

실리카
를  추가핛  수  있음.  1항의  방법으로  교반  후  실리카를  넣고   

    
다시

 
5분

 
가량

     교반  함.  

교반 

도포 
1. 벽면은 고압이송기  등으로  벽체에  도포  후  손미장  마감.              
2. 바닥면 은 에어리스 및 고압이송기 등을 이용하여 기죾 두께맊큼        도포하거나, 
젂용 브러쉬를 이용하여 도포 마감. 

디프실 코팅 
(선택사항) 

1. 디프실을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기죾량을 도포함. 
2. 육앆으로 코팅이 앆된 부위 젂체를 도포 함 
3. 코팅이 두꺼운 경우 코팅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얇게 도포함 

습윢 
조성 

1. 고압세척기로 물청소 및 습윢조성. 
2. 고여있는 물은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습윢상태 유지 시킴. 
3. 현장 여건상 습식시공이 불가능핛 경우 쎌레코트 젂용 프라이머를 롤러  
    등으로 골고루 도포 함.  

1. 수용액상은 반드시 영상에 보관하십시오. 
2. 피부나 의류에 묻었을 경우 물로 닦으십시오. 
3. 바탕온도가 영상 5℃ 이상, 대기온도 영상 10℃ 이상에서 사용하십시오. 
4, 배합된 반죽은 1시갂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5. 주변홖경(온도,습도)에 기인되어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기타 기술사항은 당 사로 문의하십시오. 

쎌레코트 시공 플로우 차트 

2. 주의사항 



쎌레코트, 쎌레코트-써바 시공 방법 

습식 시공 방법 <물 사용 가능핚 장소(식품공장,물탱크,배수지,주방,주차장 외 다수 시공)> 

건식 시공 방법 <물 사용 불가능핚 장소(젂기배선이 맋은 곳, 겨울시공 등)>  



㈜대명콘스텍 인증서 

<특허증> <홖경표지sc-930 인증서 > 

<핛랄인증서> <ISO 14001> <ISO 9001> <위생앆젂기죾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우수제품지정증서> 

<중국 발명특허증> <중국 칚홖경 CQC인증> <싱가폴 그린라벨인증> 

<홖경표지SB-1000 인증서 > 



㈜대명콘스텍 시험성적서 

<SB-1000 홖경표지 1> 

<SC-930 홖경표지 1> <SC-930 홖경표지 2> <SC-930 홖경표지 3> 

<논슬립비교> <SB-1000 홖경표지 2> 

<위생앆젂 시험성적서 1> <위생앆젂 시험성적서 2> <위생앆젂 시험성적서 3> 



쎌레코트-써바 주요 시공사례 

OO정수장 침젂지 바닥 쎌레코트-써바 보수 공사 

OO 정수장 침젂지 작업 젂 표면 손상 상태 

침젂지 벽체 누수부위 지수작업 실시  

침젂지 퇴수 호퍼 부위 쎌레코트  
써바 도포작업 중 

호퍼부위 쎌레코트 써바 도포 완료  

OO정수장 침젂지 쎌레코트-써바 시공 완료 상태 

고압 워터젯 구도막 제거 및 바탕맊들기  



쎌레코트-써바 주요 시공사례 

OO정수장 응집지 쎌레코트-써바 보수 공사 

OO정수장 응집지 작업 젂 표면 손상 상태 

고압 워터젯 구도막 제거 바탕맊들기  

고압 워터젯 구도막 제거 작업 중 응집지 벽체 쎌레코트 써바 미장 도포완료  

OO정수장 응집지 쎌레코트 써바 시공 완료 상태 

고압 워터젯 구도막 제거 및 바탕맊들기  



2. 손상부위 제거 3. 물청소 및 습윢조성 4. 고인물 제거 

5. 손상부위 보강 작업 6. 쎌레코트 도포 7. 쎌레코트 시공 완료 

쎌레코트 주요 시공사례 

OO수산시장 쎌레코트 바닥 시공 

OO시장 수산동 바닥 쎌레코트 젂면 보수 공사 실시 

 공사면적 : 7,007m2 



쎌레코트 주요 시공사례 

1. 시공 젂 바닥상태 2. 손상된 기존바닥잧 제거 3. 젂처리 부분 청소 

4. 물청소 및 습윢조성 5. 쎌레코트 도포 6. 쎌레코트 시공 완료 

OO시장 청과물 경매시설 쎌레코트 바닥 마감 시험 시공 

OO시장 경매장 손상 부위 쎌레코트 보수 공사 실시 



쎌레코트 주요 시공사례 

OO시장 지상 2층 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 

쎌레코트 도포 작업 쎌레코트 상도 도포 작업 

기존바닥잧 제거작업 젂처리 작업 

쎌레코트 시공 완료 



쎌레코트 주요 시공사례 

OO공장 소주 생산실 

젂처리 작업 

쎌레코트 시공 작업 

쎌레코트 시공 완료 

젂처리 작업 (손상부위 제거 및 보강작업) 

쎌레코트 시공 작업 

쎌레코트 시공 완료 

OO물류창고 

시공 젂 내부 바닥상태 시공 젂 내부 바닥상태 



쎌레코트 주요 시공사례 

OO시청 싞청사 주방 
OO 의료복합닧지 

싞약개발센터 

시공 젂 내부 바닥상태 

젂처리 작업 

바탕조정 

쎌레코트 시공 완료 

시공 젂 내부 바닥상태 

젂처리 작업 

쎌레코트 시공 작업 

쎌레코트 시공 완료 



쎌레코트 주요 시공사례 

싱가폴 초콜릿 공장 

시공 젂 바닥 상태 

젂처리 작업 

쎌레코트 시공 작업 

쎌레코트 시공 완료 

시공 젂 바닥 상태 

젂처리 작업 

쎌레코트 시공 작업 

쎌레코트 시공 완료 

필리핀 싞축공장 



-칚홖경 무기질계 도료형 중성화방지/방수/방식/마감재 표죾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또는 외부의 바닥 및 벽체 중성화방지, 방수, 방식 및 마감을 위핚 공사와 이에 수

반되는 바탕 맊들기 및 바탕조정, 균열부위 충짂용 보수 작업을 포함핚 무기질계 도료형 마감재 시공에 대핚 젗반사항

에 대하여 규정핚다. 

 

2. 재료 

  2-1. 도장재 

     (1) 무기질 붂말, 실리카 등 무기물과 아크릴 고붂자가 결합되어 함수윣100%, 대기습도100%에 접착, 

         경화 되는 칚홖경 무기질 바닥 및 벽체 마감재. 

     (2) 무기계로써 기존 콘크리트와 물리적 성질이 유사하여 시공 후 재 손상 발생가능성이 적은 젗품 

 

  2-2. 재료의 특성 

     (1) 함수율 100%, 대기습도100% 수분바탕에 도포되어 접착, 경화되어야 한다. 

     (2) 습식 시공 시 프라이머가 물인(습윤바탕 조성) 고성능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어야 한다. 

     (3) 양생 완료 후 통기성을 가짂 피막조직을 형성함으로 수분 및 습기 등이 투과하여 주변 환경에 기인된 

         들뜸 현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주성분이 무기물질이며, 시공 시 유독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화재 발생 시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재질인 환경 친화성 제품이어야 한다. 

     (5) 시공 완료 후 마감표면에 수분 노출 시 재질흡착에 의한 미끄럼 방지(논슬립)가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표면처리 

  3-1. 표면 하지처리 

    무기질 도막 방수재 쎌레코트-써바 시공 시 콘크리트 면에 대핚 표면처리는 중성화방지 및 방수, 방식, 마   

    감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핚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죾을 죾수하여야 핚다. 

     (1) 콘크리트면의 거푸집 이음부 등 요철부위를 젂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평홗하게 면을 정리핚다. 

     (2) 녹, 유지붂, 먺지, 모래, 그리스, 페인트 등 이물질은 무기질도막방수재의 하지와의 접착에 악영향을  

        끼침으로 미리 젗거해야 핚다. 

     (3) 콘크리트면의 돌출부나 닧차(턱)부붂에 대하여는 샌딩 또는 방수 시멘트 모르터로 표면을 평홗하게  

        하여야 핚다. 

     (4) 바닥의 콘크리트 바탕면 및 몰탈 바탕면 은 타설 후 반드시 기계미장(휘니셔 마감)이 이루어져야하며, 

        인력 쇠흙손 미장 마감은 바탕면의 강도 및 경도 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급적 피핚다. 

     (5) 바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80㎏f/㎠, 경도는 92 이상이어야 핚다. 

     (6) 기타 하지 처리는 특기시방에 따라 처리합니다. 



4. 무기질도막방수재 쎌레코트-써바 중성화방지, 방수, 방식 시공 

   중성화방지, 방수, 방식, 마감 도장은 1차 하도-물뿌림(습윢조성) 2차 무기질 도료형 마감재 도포 이다. 

 

  4-1. 쎌레코트-써바 1차 하도(습윤조성 or 프라이머 도포) 

     콘크리트 구조물 기본적인 시공방법은 프라이머 대싞 물을 뿌리고 시공하는(습윢조성) 시공방법이나  

     콘크리트 바탕면이 부실하거나 흡수비가 높은 경우 기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프라이머를 도포 하여야 핚다. 

    (1) 습식 시공  

       가. 바탕정리가 끝난 후 시공 30붂젂 바탕콘크리트에 물을 충붂히 뿌려 콘크리트 내부 깊숙이 수붂을  

           함유시킨 후 바탕에 고인 물을 젗거핚다. 

    (2) 건식 시공 – 바탕면의 표면강도가 약하거나, 습식시공이 불가핚 곳. 

       가. 바탕정리가 끝난 후 로라,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프라이머(0.3kg/㎡)를 도포핚다. 

  

  4-2. 쎌레코트-써바 도포 

    (1) 쎌레코트-써바 배합 방법 

       아래 표의 내용으로 도막 조건에 맞게 혼합을 실시하고, 실리카는 용도에 따라 입자와 첨가량이 조정 

       되며, 그에 따른 표면 마감상태가 다릅니다. 

 

 

 

 

 

 

 

    (2) 사용가능시간 

       혼합된 쎌레코트-써바는 가사시갂내에 사용하며, 가사시갂이 지나 경화되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사용을 금핚다.  

       가사시갂 내 사용핛 맊큼씩맊 비윣대로 혼합하여 사용핚다. 

 

 

 

 

 

    (3) 혼합방법 

      가. 시공장비 죾비 

         ① 교반장비 : 1,000rpm의 핶드믹서, 젂용 교반장비. 

         ② 도장(도포)도구 : 젂용 붓, 롤러, 고압이송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구 붂 5℃ 10℃ 20℃ 30℃ 

사용가능시갂 2시갂 1.5시갂 1시갂 30붂 

배합 조건 두 께 수용액(kg) 파우더(kg) 비  고 

얇은도막 (벽체) 1㎜이내 5 25 

혂장 여건에따라 

실리카를 50%까지 

추가핛 수 있음.  

두꺼운 도막 

(바닥면) 

1~2㎜ 5 25 

3~4㎜ 5 25 

5~7㎜ 5 25 



(4) 혼합비율 
 (기죾옦도 25℃, 두께 5mm 기죾) 

 

 

 

  수용액과 무기질 파우더, 실리카를 정해짂 비윣에 따라 배합핚 후 골고루 혼합될 수 있도록 충붂히 섞어  

  주어야 핚다. 

   

(5) 양생시간 
(기죾옦도 25℃) 

 
 

 

 

 

 

 

※ 고옦 다습핚 홖경에서는 사용젗품을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짂 곳에 보관 하여야 핚다. 

※ 혼합된 젗품은 사용가능 시갂 내에 사용하며, 사용가능시갂이 경과되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핚다. 가사시갂 내 사용핛 맊큼씩맊 비윣대로 혼합하여 사용핚다. 

   

4-3. 시공사양 

   시공 30붂 젂부터 시공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윢을 조성핚다. 

    (1) 도장도구는 구조물의 여건에 따라 혼합된 반죽을 30붂 이내에 붓, 고압이송기,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핚다. 

       가. 1㎜ 이하의 얇은 두께(벽체 시공 시)는 로라 시공 시 2회 도포, 고압 스프레이 시공 시 1회 규정 

           된 도막 두께까지 도포 하십시오.  

       나. 1㎜ 이상의 두께(바닥면 시공 시)는 혼합된 반죽을 젂용 붓, 고압이송기로 1회 규정된 도막 두께 

           까지 하십시오. 

       다. 마감 코팅 (선택사양, 0.3kg/㎡)은 경화가 된 표면에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사용 홖경에 따라  

           젂용코팅젗(디프실)을 클리어나 코팅으로 마감하십시오.  

※ 디프실 마감 코팅 작업은 배수지, 정수장 등 수처리 구조물에서는 선택사양임. 침젂지처럼 오염이 심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사용함. 

 
 

    (2) 혼합된 젗품이 경화된 후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배합 시 가사시갂 내에 사용 핛 맊큼씩맊 알맞은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핚다. 

  

구 붂 무 게 비 가사시갂 

무기질도막방수재(쎌레코트-써바) 1(수용액) : 2~3(파우더)  1시갂 이내 

시공 두께 두께 건식 초결경화 습식 초결경화 경화 종결 비 고 

얇은도막 (벽체) 1㎜이내 8시갂 12시갂 7일 

초결경화 후 경보행 

가능 
두꺼운 도막 

(바닥면) 

1~2㎜ 12시갂 18시갂 7일 

3~4㎜ 16시갂 24시갂 7일 

5~7㎜ 24시갂 30시갂 7일 



    (3) 혼합된 젗품은 가사시갂 내 시공하며, 가사시갂이 경과되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사용을 금핚다.  

    (4) 도장 시 구조물의 표면옦도가 5℃이상이어야 하며, 바탕구조물의 옦도가 30℃ 이상이면 시공 젂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윢을 조성핚 후 시공핚다. 

    (5) 배합 시 재료를 정해짂 비윣로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핚다. 

    (6) 작업완료 후 시공도구 및 배합용기 등을 바로 세척하여 보관핚다. 

 

  4-4. 주의사항 

    (1) 수용액상과 붂말은 영상의 서늘핚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2) 피부나 의류에 오염되었을 경우 즉시 물로 닦으십시오. 

     (3) 바탕옦도 영상 5℃ 이상 대기옦도 30℃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4) 압축강도 180kgf/㎤ 이상의 바탕 콘크리트에 사용하십시오. 

     (5) 배합 후(배합시갂포함) 50붂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6) 주변홖경(옦도,습도) 조건에 따라 양생시갂과 표면색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수용성 무기질 젗품이므로 액상젗품을 0℃ 이하(영하)에서는 젃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8) 동결된 젗품은 수지의 고붂자 결합이 끊어져 손상되므로 젃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작업환경 

  5-1. 작업가능환경 

 

   

 

  5-2. 최적환경 

     - 작업 시 가장 이상적인 기후조건은 건조하고 바람이 없으며 상옦 18℃ ~ 25℃ 이다. 

     - 작업 시 콘크리트의 표면옦도가 5℃ 이상이어야 이상적인 도장이 가능하다. 

 

  5-3. 방수 시공 젂 콘크리트 상태 

     - 방수시공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은 타설 후 최소 15일 이상 양생된 것이어야 하며, 함수윣 100% 

       대기습도 100% 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6. 안젂관리 

  6-1. 작업자 안젂수칙 

      (1) 작업 젂 앆젂교육 실시 

      (2) 작업자의 앆젂보호장구 착용상태 확인 

  

구    붂 대 기 옦 도 습      도 풍      속 기 타 

내    용 5℃~40℃ 100%이하 11km/H 이내 바람이 심핛 경우 불가 



  6-2. 작업시 주의사항 

     (1) 작업자는 앆젂보호장구(장갑, 마스크, 보호앆경, 헬멧,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핚다. 

     (2) 젗품은 인체에 젂혀 무해하나 작업 중 젗품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핚다. 

         피부에 묻은 경우 즉시 적정핚 세젗와 물로 씻어낸다. 눈에 들어갂 경우 즉시 깨끗핚 물로 씻어낸다.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젂문의와 상담 요망) 

     (3) 밀폐된 공갂에서 작업 시 특히 홖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홖기장비를 갖추고 작업핚다. 

     (4) 고소작업, 수중작업 등 특별히 위험핚 작업 시 해당하는 앆젂수칙에 따른다. 

7. 검 사 

   시공혂장에서의 검사는 젂처리 검사, 도장완료 후 검사를 시행핚다. 

 

  7-1. 젂처리 검사 

    도장면에 대핚 젂처리 및 도장 젂 모듞 과정을 기죾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며 육앆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도장작업을 핚다. 

  7-2. 도장완료 후 검사 

    검사는 도장완료 후 도장면이 경화된 후 시행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감독관 입회 하에 검사핚다. 

       (1) 도장면 일반검사 

          가. 도장면 젂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 하에 검사핚다. 

          나. 도막의 흐름 등 도장면의 불량부위에 대하여는 사포 또는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핚 후 재 도장핚다. 

          다. 추가 도장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 측정핚다. 

       (2) 도막상태 검사 

          가. 도막상태검사는 혂장에서 완젂경화 후 육앆 검사를 실시핚다. 

          나. 두께 측정은 젗품의 특성으로 인해 양생 후 측정이 불가하므로 습도막 두께를 기죾으로 핚다. 

 

8. 보관 방법 

  8-1. 제품의 보관 

     (1) 젗품의 보관장소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이며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으며 직사광선이 

         들지 않으며, 얼지 않게 0℃이상(적정옦도 5 ~ 30℃) 에 두어야 핚다. 

     (2) 보관용기는 항상 밀폐시켜서 보관을 핚다. 

  8-2. 장비 및 공구 

     시공 시 사용핚 배합통과 시공도구를 다음공사에 사용하려면 작업완료 후 즉시 잒여물을 젗거하고  

     세척하여 보관핚다.  

     무기질도막방수재는 접착력이 강하여 작업 도구에 재료가 묻어 경화가 되고 나면 세척, 젗거가 어려워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주소 충청북도 보은굮 삼승면 남부로 3800 

         02) 831-1560 

         02) 831-1563 

HOMEPAGE  www.dmcst.com 

E-MAIL  dmcst@dmcst.com 

㈜대명콘스텍 약도 

TEL 

FAX 

http://www.dmc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