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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콘크리트 표면(200배율) 

ConGel PC-064L(200배율) 

ConGel PC-074G 

콘크리트 침투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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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el  PC-060L/PC-070G 

 콘크리트 일체형 침투도막방수재(액상/회색) 

□  ConGel  PC-060L/070G 제품설명서  

 
□ ConGel PC-060L/070G 요약 
□ 연구개발 배경 
□ 침투도막 Concept 
□ 구성 원리와  재료특성  
□ 시공 개요 
□ 시공 과정 
□ 현장 적용 
□ 성능 및 시험성적 
□ 취득 특허 
□ 주요공사실적 

 
 

  참고:  ◆ 도로 교면방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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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강도 400KgF/cm3의 배합기준 

< 재료 성분 > 

Crème type의 Silicone Monomer와    

Co-Polymer 

 

< 시공순서 > 

① 건조된 콘크리트 표면 레이턴스 제거 

② 에어리스, 롤러, 붓 등 이용 도포        (1.0 

ltr/m²) 

③ 양생(1~2시간 후 지족 건조) 

④ 후속공정 연결 

 콘크리트 속에서 완전화학반응 6일소요 

• UV 저항성 

•유해물질(염화칼슘 등) 차단 

•내수성 완벽, 산성비 유입차단 

•콘크리트 수축 팽창 적절 대응 

•표면강도 강화 

•표면골재 블리딩 저항 

•열화 근본적 방지 

• Self-Healing 기능 

※ 필요 시 크림타입  제조 가능함 

 ▲ 무처리 콘크리트 표면(배율 200배) 

 ▲  침투도막 콘크리트 표면 

∙ 시멘트 19.09% ∙ 물 7.29% 

∙ 잔골재 32.30% ∙ 굵은 골재 39.45% 

∙ Silica Fume 0.41% ∙ 기타 혼화재 1.46% 

 콘크리트의 기공(Pore) 존재 필연 

 유해물질은 기공을 통하여  유입 

ConGel PC-060L/PC-070G 

염화이온과 산성비에 대한 강한  백신기능 

기공으로 보호물질이 깊이 침투 

콘크리트와  일체화된 침투도막방수막 형성 

* ConGel PC-060L/PC-070G(투명/회색) 침투도막
제는 침투기능과 도막기능을 함께 보유한 세계 유
일의 제품임 

□ ConGel  PC-060L/PC-070G       모체일체형 콘크리트 VACCINE 

◀ 콘겔 PC-064L/074G  

 ▲콘겔 PC-074G 도포  ▲ 침투 깊이 

▼침투 도막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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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발 배경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환경변화와 방수재로 쓰이는 방수제품의 내구성이 콘크리트의 

생애주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

감하고자 20여 년 전부터 관련 제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함. 

현재까지 방수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와 시공에서 원론적으로 구조체의 생애주기를 고

려한 콘크리트의 보호와 내구성 확보관점과 

우량골재 부족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저하에 대응하여 화학적 이온치환으로 콘크

리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방수재료의 내구성 부족과 결함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열화 

등, 구조체의 내구성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필수 재료임. 

★ 유사한 크림형 자재는 현재 국내 2, 3개 업체와 해외 Dow Corning 등 2,3개 업체가 있으나 이들 
제품은 모두 발수기능 단일성능에 국한되어 있음. ConGel PC-060L/PC-070G 콘크리트 VACCINE은   

침투기능과 도막기능을 함께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임.   

◇ 현재, 방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와 시공 

• 원론적으로 구조체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콘크리트의 열화 방지와 구조체의 내구

성 확보 관점에서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백신(VACCINE) 개념으로 전환 

◇ 우량골재 부족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  콘크리트의 화학적 이온치환으로 품질을 향상  

◇ 방수재료의 내구성 부족과 결함으로 우수(산성비)와 염화칼슘 등의 유해물질이 

콘크리트에 접촉, 침투되어 발생하는 열화현상 

• 근본적으로 유해물질 차단하는 성능과 기본물성의 변화가 없는 모체 일체형    

침투도막방수재 적용 

◇ 바탕의 요철 면/경사면에서 흘러내려 체류시간 부족과 시공 불량 

• 침투 완료 전, 흐름이나 증발을 억제하고, 적정 체류시간을 확보한 고점도의    

크림형으로 시공 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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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도막  Concept 

 Co-Polymer 성분의 유∙무기질합성체 

 콘크리트의 공극에 흡수되고 표면에 발생한 미세균열 및 모세관을 획기적으

로 충진시켜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 차단 

 PC-060L/PC-070G의 Si 성분이 화학적으로 콘크리트의 모체와 결합하여 상단 

부분에   모체와 일체화된 강한 도막을 형성, 완벽한 VACCINE 보호기능 확보 

 균열에 대하여 Self Healing 및 발수기능 유지  

PC-060L/PC-070G 의 유∙무기질 Co-polymer 결합성분이 콘크리트의                   

미세 공극에  흡수되고 모체와  결합하여,                                           

일체화된 유∙무기질 합성 침투 도막 형성 

골재 사이 공극을 메우고 상호결합  및 표면 강도 강화  

사진: 침투도막재 처리 표면 (배율 200배) 사진: 침투길이 확인 

그림: 침투도막방수재 결합 단면도 

 
 
 
 
 
 
 
 
 
 
 
 
 
 
 
 
 
 
 
 
 
 
 
 
 
 
 
 
 
 
 
 
 
 
 
 
 
 
 
 
 
 
 
 
 
 
 
 
 
 
 

골재와 시멘트 표면에  
강력하게 접착되고,    

공극과 결합하여 체인 조직으로 
모체와 일체화된 도막층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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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리 와  재료특성 

다양한 Polymer
성분  

다양한 Co-Polymer 
성분 

침투성분, 결합성분, 경화 지연 성분 등의 다양한 기능의 Polymer와  

Co-Polymer의 결합 체인(Chain)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자의 기능에 맞게 콘크리트 기공에 침투 및 결합하여 정착함 

시멘트성분과 결합하여 일체화 

 방수성 및 유해물질 침투 차단성이 우수 

 콘크리트 표면균열에 자체 충진성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하여 모체와 결합함으로써 모체 강도와  내마모성 증진 

 콘크리트 모체와 일체화되어 아스콘과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전단부착력 우수 

 내열성, 내구성, 내약품성 등 제반성능 우수 

 약한 점섬의 액상으로서  요철 부분, 경사면에서도 적정시간 정체, 용해되고 액체
화되어  콘크리트 내부로  용해 침투함 (필요 시 고점도의 크림형 제조 가능) 

 재료사양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①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양생, 함수율 8% 이하(우수 시 3일간 건조)확인 및 레이턴스 제거 

② 1.0 ltr/m² 를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2회에 도포함(2회 도포 시에는 지촉건조완료 전에  
2차 도포를 실시해야 함) 

③ 콘크리트의 기공형성이 적은 부분 (초고강도(600kg/cm²)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뭉쳐있는 부분 등)은 침투깊이가  낮아질 수 있으며, 균열이 많거나 콘크리트의 밀도가 
부실한 부분은 도포량을 적절하게 증가시켜야 함 

∙ 성분:  Silicone Co-polymer 
∙ 점도:  5.000 CPS 전.후 
∙ Ph:    7 ~ 8 
∙ 형태: 슬러리형 

∙ 색  상:  ConGel PC-064L 투명 
            ConGel PC-074G 회색 
∙ 냄새: 약간의 기름냄새 
∙ 보존기간: 상온 밀폐 서늘한 곳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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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도막이 완료 된 이후 발생되는 
새로운 균열 

새로운 균열과 공극에 확장, 침투하여 
콘크리트를 완벽하게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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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재 자체 확장성(Self-Healing) 

 기 침투되어 있는 
성분이 새로운  

균열부분을 따라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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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  개  요 

구조 
콘크리트 

  포장층 
ConGel  PC-

060L/PC-070G 

 공정이 단순하고 시공성 우수 

 콘크리트 포장층에 직접 적용이  바람직함 

 1.0 ltr/m², 1~2회에 도포(2차 도포 시는 

지촉건조 전에 실시) 

 점섬으로 경사면에서도 안정적인 침투시간 

확보 및 침투성 유지 

 표면요철에 균일한 침투성 유지 

 콘크리트의 미세균열을 메움으로써 표면균

열 Self-Healing 기능 우수 

 Porous부분에 더 깊은 침투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콘크리트의 품질 향상과 구조체의 

내구성 증대  

 콘크리트 표면에 도막층이 형성되어 침투재

의 상호링킹(Cross Linking)으로 장기적인     

내구성 유지 

 도막방수공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내부 

수증기분압에 의한 부풀음현상(Air/Vapour 

Trap) 없음 

 작업 중 방수층 파손 우려 미미함 

< 포장 작업 전/진행 중 > 

프라이머 
방수    

보호층 
도막 

1~2차 
포장층 

구조 
콘크리트 

포장층 
ConGel  PC-

060L/PC-070G 

구조 
콘크리트  

ConGel  PC-
060L/PC-0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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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한에 의한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성능저하 현상 없음 

 포장층에 적용 시 문제점 파악이 용이 

< 포장 작업 완료 후/유지관리 > 

 콘크리트와 일체화된 구조로 접착성능 저하

로 인한  콘크리트와 도막막 사이의  분리 

현상 없음 

 도막식공법의  수증기분압  같은  부풀음 

(Air/Vapour Trap) 발생 없음 

 콘크리트와 방수층 사이에 염화이온이나 유

해성분이 정체되어 있는 공간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체의    

열화 억제 

전단응력 인장응력 

 방수층과 포장층의 접착/부착력 강화로   

차량의 급제동/급출발에 의한 탈리(밀림)

현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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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시공 

1. 바탕정리 

샷 블라스트(Shot Blast) 

를 이용하여 바탕의 레이

턴스 등을 완전히 제거 

2. 침투도막재 도포 

바탕건조 상태를 확인 

후 저압으로 스프레이 

하여 소요량을 도포. 

3. 시험검사 

충분히 양생 후 코어를 

채취하여  침투 깊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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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적용 

1. 콘크리트 포장도로(일반) 

 일반 콘크리트면  커팅 콘크리트면 

고점도로서 바탕 면의 굴곡이나 경사면에서도 적절한 도포 두께와 침투 균일성 유지  

◇ 침투 및 도막 완료 상태 

◇ 도포작업 

공극과 균열 부분에 깊이 침투되면서 표면에는 모체와 일체화된 강한 도막막을 형성함 

요철이나 경사면에 무관하게 도포 두께 유지 

모체와 일체화된 도막막 

균열 충진  
및  

공극 침투 

 유도균열   D 
Sawcut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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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포장도로/요철면 

 Groove Cutting 면  Groove 마감 콘크리트면 

공극과 균열 부분에 깊이 침투되면서 표면에는 모체와 일체화된 강한 도막막을 형성함 

 Groove Cutting  Groove 마감 

고점도로서 바탕 면의 굴곡이나 경사면에서도 적절한 도포 두께와 침투 균일성 유지  

◇ 침투 및 도막 완료 상태 

◇ 도포작업 

요철이나 경사면에 무관하게 도포 두께 유지 

모체와 일체화된 도막막 

균열 충진  
     및  
공극 침투 

상부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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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및 시험성적 

1. 흡수 방지재 성능기준 및 적합성 

분류 KSF-4930 성능기준 도로 및 철도  
전문시방서 

(2013개정판) 

ConGel  
침투도막제 

비고 
시험항목 유기질계 무기질계 

침투깊이(mm) *① 2.0 이상 4.0 이상 적합(매우 우수) 

내 
흡 
수 
성 
능 
*② 
 

표준상태 

물흡수계수비 
0.1 이하 물흡수 

계수비 
0.5이하 

유기질계 0.1 이하 

매우 우수 내알칼리성 시험 후 해당 없음 

저온.고온반복 
저항성 시험 후 

해당 없음 

촉진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 이하 
해당 없음 매우 우수 

내 투 수 성 능 *③ 투수비 0.1 이하 0.1이하 매우 우수 

염화이온침투저항성능 
(mm) *④ 

3.0 이하 3.0 이하 매우 우수 

용 
출 
저 
항 
성 
능 
 

냄새와 맛 이상 없을 것 

해당 없슴 

적합 

탁도 2도 이하 적합 

색도 5도 이하 적합 

중금속(Pb) 0.1 mg/L 이하 적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 이하 적합 

pH 5.8~8.6 적합 

페놀 0.005 mg/L 이하 적합 

증발 잔류분 30 mg/L 이하 적합 

잔류 염소의 감량 0.2 mg/L 이하 적합 

인화점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해당 없음 발생 없음 

내산성 KS M ISO 2812-1 이상 없음 

미끄럼 저항감소 KS F 2375 10% 이내 적합 

동결박리 저항성 SS 13 72 44 A Method 100회 이후 건전 극히 우수 
원상태 유지 
(무도포 대비  
박리율0.18~0.7%) 

유효성분 함량 ASTM D 5095 40% 이상 적합 

전단 접착강도(N/mm²) 
*온도 -20~20 ℃:  

 0.8~0.15 이상 
해당 없음 적합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
재 참고 

① 침투깊이 확인방법: KSF-4930 5.4.2 b)항에서와 같이 침투깊이 시험은 방수제를 도포한 시험체를 2분할하여 그 단면에 물을 

분무하여 침투 깊이를 측정함. 무기질계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침투깊이 측정이 불가능하여 KSF4930에 기준값이 없음. 

② 내흡수성능 시험: KSF-4930 5.5.에 따라 방수제를 도포한 것과 하지 않은 시편을 물에 침적하여 각각의 시편이 시간의 경과

에 따라 흡수한 물의 양을 측정 산출하는 것임 

③  내투수성능 시험: KSF-4930 5.6.2 와 같이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0.1N/㎟ 수압을 1시간 가한 후, 방수제를 도포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질량을 측정하여 비교함 

④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KSF-4930 5.7.2에 따라 Con Gel 침투방수제를 도포한 시편을 염화나트륨 2.5% 수용액에 7일간 침적

하여도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침투하지 못하여 측정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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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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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냉건조반복시험 중량 변화율(%) 

 콘크리트 공시체 중량 변화율(%) 

  콘크리트 공시체 팽창율 변화율(%) 

침투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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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특허  

 콘크리트 침투성 방수제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제 10-086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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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기 혼합 복합체의 제조방법 (특허 제 042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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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사실적 

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경의선 2공구  교면침투방수 04.05 - 05.04 쌍용건설 

경원선 3공구 교면침투방수 04.10 - 06.10 한진중공업 

경원선 2공구 교면침투방수 04.12 - 07.06 SK건설 

중앙선 1공구 교면침투방수 06.03 - 08.03 대우건설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선형개량 교면침투방수 06.03 - 06.03 한국도로공사 

중앙선 2공구 교면침투방수 06.07 - 08.08 금호건설 

장항선 1-2공구 교면침투방수 06.11 - 08.12 남광토건 

장항선 2-1공구 교면침투방수 06.12 - 08.12 풍림산업 

장항선 2-2공구 교면침투방수 07.02 - 07.12 삼환기업 

중앙선 3공구  교면침투방수 08.06 - 08.09 삼성물산(건설) 

경의선 복선전철  일산역사 교면침투방수 08.07 - 09.12 쌍용건설 

경의선 2공구  교면침투방수 08.11 - 08.12 쌍용건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교면침투방수 09.11 - 10.12 한진중공업 

전라선 1공구  교면침투방수 09.11 - 11.03 남광토건 

전라선 2공구  교면침투방수 09.08 - 11.03 쌍용건설 

전라선 3공구 교면침투방수 10.08 - 10.09 포스코 

신내 IC  교차로  교면침투방수 10.03 - 10.06 한동건설 

경춘선7공구 교면침투방수 10.07 - 10.08 GS건설 

울진–포항 6 공구 교면침투방수 10.09 - 10.12 금호건설 

전라선 3 공구  교면침투방수 10.09 - 11.12 중앙건설 

호남고속철도 1-1공구 교면침투방수 10.11 - 13.05 대우건설 

호남고속철도 1-1공구 교면침투방수 10.11 - 13.12 SK건설㈜ 

성남-여주 복전철 7공구 교면침투방수 11.11 - 11.12 삼성물산(건설) 

포항-삼척 1공구 교면침투방수 10.05 - 13.07 대우건설 

부산신항  임항철도 교면침투방수 11.04 - 11.08 포스코 

경기도 포천시 국도 신북대교 교면침투방수 12.06 - 12.06 포천시 

강원도 고성군 문암교 (국도7호선) 교면침투방수 12.06 - 12.06 고성군 

포승-평택철도시설공사 교면침투방수 14.06 - 14.08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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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사실적(계속) 

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성남-여주 4공구 교면침투방수 15.02 - 15.04 삼부토건 

신세계건설 강남증축현장 침투코팅방수 15.07 - 15.07 신세계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8길 16 서로빌딩 3층 
TEL : 02) 522-8134~5           FAX : 02) 522-8136 

지하철3호선 남부터미널 1번 출구 200 미터 (도보 5분 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