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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el EM-060      

• 저점성으로 탄성이 풍부한 방수도막을 형성합니다. 

• 통기성방수도막을 형성하여 부풀림 현상이 없습니다. 

• 자외선, 온도, 습기 등에 대한 장기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바탕청소 후 다소 습윤한 바탕에 적용합니다. 

• 바탕의 형상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 수용성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 상    태: 에멀션/액상 

• 색    상: 진회색/반투명 

• 냄    새: 없음 

• 발 화 성: 없음 

• 지촉 건조: 3~4 시간 (봄/가을 기준) 

• 완전 건조: 24 시간 

• 보존 기한: 밀봉 시 1년 

보통시멘트를 사용하는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탄성도막방수재 및 혼화제 

  물 성 

  용 도 

ConGel EM-060 (탄성도막방수재) 

• 지붕, 벽 등 노출 비노출 방수재 

 

ConGel EM-060(액상) 

• 방수 몰탈용 혼화제 

• 미장 보수용 몰탈 혼화제 

• 콘크리트, 조적면의 견출작업용 페이스트 혼화제 

1. 제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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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규정된 배합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온 5도 이하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 시공 6시간 이내 우천 예상 시 작업 중단. 

• 밀봉하여 얼지 않도록 보관. 

• 장기보관 제품은 교반하여 사용. 

• ConGel EM-060은 KS F 4919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기준을 충

족하는 방수재로  주재료가 고분자 폴리머로 방수바탕에 도포함으로써 

무기질 탄성도막을 형성하는 제품이다  

 

• ConGel EM-060은 저점성으로 작업이 용이하며, 고분자 폴리머 에멀션의 

성능에 따라 부착력이 뛰어난 탄성방수도막을 형성하여 일교차 및 계절

적 온도차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에도 탄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 ConGel EM-060의 Filler 역할을 하는 Fly Ash에 함유된 무기재료는 건조 

경화 과정에서 고분자 폴리머와 함께 도막 내부에 미세한 공극을 형성하

여 도막자체의 통기성을 확보하여 시공 이후 부풀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

는다.  

 

• ConGel EM-060의 고분자 폴리머의 특성에 따라 50% 이상의 신율을 가

진 탄성도막을 형성하므로 바탕의 거동에 대응하여 자외선, 온도, 습기 

등에 따른 성능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내구성이 탁월하다. 

 

• 바탕의 재질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소 습윤한 바탕에도 

시공이 가능한 무독성의 수용성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한 환경친화형 제

품이다. 

 

• 시멘트 몰탈이나 페이스트에 혼합 사용 시, 강도를 증진시키고 강력한 접

착력과 작업성(Workability)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2. 제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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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ConGel EM-060(특허10-0861986)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콘크리트 및 조적벽체에 통칭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표준시방서의 폴리머 시멘트 모르

터 방수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나.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다.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  

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  

 

1.3   참고 규격 

KS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재 

KS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아크릴고무계 

 

1.4    방수 바탕 

1.4.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하며, PC콘크리트, 조적벽, 모르

타르, 금속지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1.4.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3.  특기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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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4.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

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오목모서

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4.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5mm 및 

깊이 1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 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시공 

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사용량  

       ConGel EM-060의 사용량은 [표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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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표준 사용량  

 

 

 

 

 

 

 

 

 

 

 

3.2   방수층 시공 

가.  1.4.4 항의 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전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ConGel EM-060을 1회 사전 도포 또는 주입할 수도 있

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 이음 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용도에 따라 적정량을 균일하게 바르는 것이 좋으나, 소정의       

두께를 1회 도포하여도 무방하다. 

마.  각 층의 바름 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각 층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시공한다.  

 

3.3  복합화 

가.  상기와 조건은 동일하며 바탕에 1회 도포 지촉건조 후 

나.  타공된 부직포를 표면에 고르게 씌우고 부직포 고정목적의 1회 patch 도포. 

비노출 공법(T2mm) 노출공법(T2mm) 복합화공법(T2mm) 비 고 

 ConGel 탄성도막  

에멀션   1.6 kg/㎡ 

  

 ConGel 탄성도막    

에멀션  1.2 kg/㎡ 

 Top Coat  0.4 kg/㎡ 

  

상도: ConGel 탄성도막  

에멀션  1 kg/㎡ 

타공부직포  0.2 mm 

하도: ConGel 탄성도막  

에멀션  1 kg/㎡ 

마감  

지정색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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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조가 완료되면 본 도포한다. 

라.  건조과정에서 Air Pocket이 생기면 절개하여 보수 후 상도마감 도포한다. 

 

3.4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양생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으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8 8 

ConGel  EM-060 

 열화 및 균열부 보수작업은  

ConGel EM-060을 혼합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사용  

 레이턴스, 먼지, 쓰레기,  기타 이물

질 청소 및 제거 

1. 방수바탕 정지작업 

 롤러, 스프레이 머신 등  이용 

 취약부는 보완 도포 또는 보강함 

 표준사용량을 참고함 

 부직포는 1차 도포 후 부착 

 유의사항 

 유의사항 
2.  방수재 1차 도포  

4. 시공 순서 

 가능한 1차 도포면 지촉건조 후 

도포함 

 취약부 부직포로 보강하거나 보

강 도포함  

 표준사용량을 참고함 

3. 방수재 2차 도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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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기성 탄성도막 형성 

 부착력, 내구성 우수 

 바탕의 종류에 제한 없음 

 작업완료 3일 경과 후 실시 

 24 시간 담수로 확인 

4. 성능발현  

5. 검사확인 

 유의사항 

 유의사항     



10 10 

ConGel  EM-060 

5. 방수적용공법과 용도별 사용방법 

시공순서 

탄성도막 방수공법(T 2mm) 

시공 혼합 도포량 

1차 도포 
ConGel EM-060 

(탄성도막재) 
0.8 Kg/m² 

2차 도포 
ConGel EM-060  

(탄성도막재) 
0.8 Kg/m² 

보 호 층  모르타르 필요 시 

총도포량 1.6 Kg/m² 

적용부위 옥상, 주차장, 화장실, 수영장 등 

 적용 단면 

보호 모르타르 

2차 도포 

1차 도포 

모체  

5.1 탄성도막방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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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EM-060  20Kg을 수도물과 같이 깨

끗한 물 140Kg과 혼합한다.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거나 막대를 이용하여 

약 3분간 저어 주면 충분한 희석, 혼합이 된

다. 

 Cement 100 Kg과 모래 300 Kg을 비빔하

여 건식 몰탈을 완성한 후, 상기의 ConGel 

EM-060 희석액을 넣고 골고루 비빔하여 미

장 및 보수용 폴리머 몰탈을 완성한다.   

미장바탕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

이 너무 건조한 경우, ConGel EM-060의 희

석액을 뿌리거나 물을 뿜어 준다.  

준비된 보수몰탈을 흙손을 이용하여 공사시

방이 요구하는 두께로 바른다.  

작업도중 보수몰탈이 건조해 진 경우는 

적절히 가수하여 점도를 조절한다.  

미장 몰탈의 표면은 1일 이내에 건조되나 

완전양생은 약 3일이 소요되므로 미장면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양생한다. 

작 업  순서 

물 

140 Kg  

시멘트 

260Kg  

모래 

780Kg  

미장몰탈 1,200 Kg 

=  약 120 ㎡ (36평)용 

   (5mm 기준) 

=약 45Kg= 8각삽 모래 
1말 

소 요 량 

1. 

2. 

3. 

4. 

5. 

5.2 미장 보수용 몰탈 

ConGel 

탄성도막 

에멀션  

2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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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50 Kg  

시멘트 

120Kg  

모래 

300Kg  

ConGel EM-060 20Kg을 수돗물과 같이 깨

끗한 물 50Kg과 혼합한다.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거나, 막대를 이용하

여 약 3분간 저어주면 충분한 희석, 혼합이 

된다. 

Cement 120 Kg과  모래 300 Kg을  섞어서 

건식 몰탈을 완성한 후,  

상기의 ConGel EM-060 희석액을 넣고 골

고루 섞어서 폴리머 방수 몰탈을 완성한다.   

방수바탕의 대형균열을 먼저 보수하고 이

물질을 청소한다. 

바탕이 너무 건조한 경우, 프라이머로

ConGel EM-060의 희석액을 뿌리거나 물을 

뿜어 준다.  

준비된 폴리머 방수 몰탈을 흙손을 이용하

여 요구하는 두께로 바른다.  

작업도중 몰탈이 건조해 진 경우, 적절히 가

수하여 점도를 조절한다.  

미장 표면은 1일 이내 건조되나 완전양생은 

약 3일 소요되므로 미장면에 충격이 가해지

지 않도록 보호하여 양생한다. 

1. 

2. 

3. 

4. 

5. 

작  업  순  서 소  요  량 

방수 몰탈 460 Kg 

= 약 45 ㎡ (14평) 용 

  (5mm 기준) 

=약 45Kg= 8각삽 모래 
1말 

5.3 폴리머 방수 몰탈 

ConGel 

탄성도막 

에멀션  

2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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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EM-060 

물 

20 Kg  

ConGel 

탄성도막 

에멀션  

20 Kg  

시멘트 

60Kg  

ConGel EM-060 20Kg을 수돗물과  같이 깨

끗한 물 20Kg과 혼합한다.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거나 막대를 이용하여 약 3분간 저어

주면 충분한 희석, 혼합이 된다. 

Cement 60 Kg에 상기의 ConGel EM-060 

희석액을 넣고 반죽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를 

완성한다.   

작업대상 바탕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바탕이 너무 건조한 경우, 프라이머로 상기

의 ConGel EM-060의  희석액을 뿌리거나 

물을 뿜어 준다.  

준비된 시멘트 풀을 방수비를  이용하여 약 

1mm 두께로 바른다.  

코너, 모서리 등 취약부는 한번 더 발라 준

다. 

작업완료 후 1일 경과 시 완전 건조되므로 

다음 작업을 익일에 착수할 수 있다. 

1. 

2. 

3. 

4. 

5. 

작  업  순  서 소  요  량 

시멘트 풀 100 Kg 

= 약 35㎡ (10평)용 

(1mm 기준) 

5.4 견출용 페이스트(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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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EM-060 

□   성능 및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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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EM-060 

 한국건설품질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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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EM-060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7 17 

ConGel  EM-06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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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EM-060 

□   특허 및 인증서  

1. 특허 취득 
 
 일액형 도막방수재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제 10-086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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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EM-060 

2. 인증서 
 
 품질 인증서 (인증번호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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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EM-060 

 ISO 9001 인증서 (인증등록번호  KOR-123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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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