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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ConGel SW-010P는 자연 광물질과 아크릴을 주원료로 한 고분자 폴리머의 성질을 

방수재로 이용한 분말형 Hydro Gel 차수재로서 물과 반응, 팽창하여 Hydro Gel 차

수층을 형성한다. 

 물과 접하여 발생하는 팽창압은 Gel 차수층의 상하로 전달되어 토사의 공극으로 

Gel 차수층이 확산하며 차수층 전체는 고결되어 NET-WORK 구조로 변환된다. 

 ConGel SW-010P는 음 이온을 띄고 있어 양 이온의 토사, 중금속 등을 흡착하는 성

질이 탁월하여 탈취 및 정화 성능도 발휘한다. 

 습윤한 환경에서 건조한 환경으로 바뀌면 자재의 Chain이 토사를 감고 있어 부피

의 수축이 발생하지 않으며 딱딱한 고체로 변하나 다시 물을 만나면 Chain의 간격

이 벌어지면서 Gel상태로 환원된다. 

 ConGel SW-010P로 조성된 차수층의 Chain은 격자형 Net 구조로 산소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어류나 수생식물의 성장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  제품 개요 

□  제품 물성 

 상    태 : 분말 

 색    상 : 백색 

 냄    새 : 없음 

 알칼리도 : 중성 

 발 화 성 : 없음 

 보존기한 : 상온 밀봉 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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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인공연못, 하천의 차수층 

 폐기물처리장의 침출수 방지 차수층 

 각종 배수로의 차수층, 이음새 Sealing 재 

 호안, 저수지, 방조제의 차수층 

 지하터널, 저장소의 외부 차수층   

 연약지반 치환 및 세굴방지 

< 토목분야 >  

 각종 조인트 

 비노출 평면 방수층 

 옥상 녹화용 방수 및 보습층 

 시공 용이: 차수층을 설치할 바탕을 정지 및 다짐한 후 ConGel SW-010P를  토사

와 혼합, 포설하고 주변의 토사를 이용, 보호층을 설치하면 시공이 완료됩니다. 

 현장 대응: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수층 두께를 임의 조절이 가능하며, 담수, 해

수, 유류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환경에 무관하게 확실한 차수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능 지속: ConGel SW-010P는 자체 치유성능을 가지고 있어 차수층이 일시적으로 

관통되거나 손상되어도 바로 원상으로 복구되어 차수 성능을 계속 유지하며, 수분

을 흡수, 팽창하는 성질로 인접 토사를 차수층으로 변화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수 성능이 향상됩니다.  

 환경친화형: ConGel SW-010P는 무독성 제품으로 수초, 어류의 생육에 지장을 주

지 않는 환경 친화형 제품입니다.  

□  제품 특성 

□  적용 현장 

< 건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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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1) 원지반의 조건(Silt, 암반, 토사, 풍화토 등)에 따라 소요량이 증감될 수 있다. 

2) 정확한 자재소요량의 투입기준은 현장 토사와 폴리머의 배합설계 결과에 따르며 

시험은 현장시험이나 공인기관에 의뢰한다 . 

1) 현장의 작업여건과 예상되는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차수층과 보호층의 두께

를 결정한다.  

2) 작업구간을 구획하고 보호층으로 사용할 토사량을 결정한다.  

3) 바탕 정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장비, 작업자의 통행계획을 수립한다. 

4) ConGel SW-010P 시공 시 현장 포설 전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시공 후 

잔량은 밀봉하여 상온에서 보관토록 한다.  

5) ConGel SW-010P 의 취급 시 보호 장갑을 착용하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눈에 들어간 경우 물로 씻는다.  

6) 포설작업 도중에 우천이나 기타 사유로 작업을 중단하게 될 시는 최소한 보호층을 

완료하고 작업을 중지토록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차수층 두께 추천소요량 비고 

100 mm  6.0 Kg/M2 
흙 중량 1,600/㎥ 기준 

(ConGelSW-010P 3 % ~ 6 %혼합) 

48㎏~96㎏   

150 mm  8.0 Kg/M2 

200 mm 10.0 Kg/M2 

□  소요량 및 유의사항 

1.  추천소요량 

2.  자재 소요량 시험 

3..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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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가. 바닥의 마감 Level과 보호층의 두께를 고려

하여 차수층의 바탕을 정지 및 다짐 후 가능

한 한 편편하게 고른다.(경사면은 수평 길이

와 높이의 비율이 3 대 1 이하 유지) 

나. 바탕층에 물고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흙덮

기를 하거나 치환작업을 한다.  

가. 시공 후 담수 시에는 차수층이 손상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원 지반층을 Roller나 

Compactor를 이용하여 다진다.  

나. 특히 사면부에서는 충분히 다지거나 물을 뿌

려 작업 도중 흘러내리거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지 작업 

다짐 작업 

가. ConGel SW-010P와 사질 토사를 적정     비

율 (흙 상태에 따라 중량비 3∼6%)로 섞어서 

정해진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한다. 경사면에

는 차수혼합토를 포설 후 장섬유를 깔아주어

야 한다.   

나. 포설 시 살포 두께가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포설한다.  

다. 포설 두께는 적정 다짐 상태를 기준으로 하

며 원지반에서 최소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포설 작업 

□  시공 방법 

① 바탕 정지 

② 바닥 다지기 

③ 포설 및 다짐 

1.  연못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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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가. 경사면이나 배수구 주변 등 유속이 빠른 부

위에는 보호층 위에 자갈을 덮어주는 것이 

좋다. 

나. 보호층 포설 작업이 완료되면 담수한다. 

다. 담수하는 과정에서 보호층이 유실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가. ConGel SW-010P 차수층은 담수 이후부터 인

접 토사층으로 서서히 확산한다.  

나. ConGel SW-010P 차수층은 자가 치유성이 있

어 일시 훼손되어도 원상 복구된다. 

다. 수초, 어류에 해가 없는 환경 친화형 차수층

을 형성한다.  

담수 준비 

⑥ 성능 발현 

⑤ 담수 준비 작업 

가. ConGel 흙-차수층을 완성 후 주변의 토사를 

이용하여 보호층(장섬유부직포+보호 토사층)

을 만든다. 

나. 장섬유부직포 위의 토사 보호층의 두께는 

Gel 차수층의 1∼3 배 정도로 한다.  

다. 보호 토사층에 제한은 없으나 차후 유실되지 

않도록 평균입자가 굵은 사력질 토양이 바람

직하며 필요하면 ConGel Soil Cement 등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 

보호 작업 

④ 보호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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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폴리머 몰탈 

ConGelSW-010P+주변토사 

Back up재 

2.  관통부위 

 슬리브 관통부위 방수처리 

 벽체 관통부위 방수처리 

외부토사 

ConGel SW-010P 

Back-Up재 

내부 외부 

매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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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① 관통구 정리  ② 백업재 삽입 

⑤ 매립 

③ ConGel SW-010P 혼합토 충진 

ConGel SW-010P 혼합토를 1cm이상 채운다  

관통구내 배관, 배선을 완료하고 

관통구에 적절히 백업재를 삽입한다. 

④ 보호층 설치 

ConGel SW-010P 혼합토에 물을 뿌려 

충진에 적합한 점도로 비빈다 

백업재 

 ConGelSW-010P+토사 
 

ConGel SW-010P 혼합토 

매립토 

보호층 

벽체 

매립 시는 보호층 필요 없음 

노출 시는 몰탈로 보호층을 만든다 

3.  비노출 관통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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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보호층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마감작업 전에 부분 담수 또는 살수하여 Test 한

다. 

 E/J가 노출될 경우는 별도의 E/J Cover를 부착하거나 보호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Sealant 또는 Mortar로 마감한다.  

 E/J를 토사로 덮거나 기타 마감재로 매립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충진작업으로 인하여 하부의 Back-up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Back-up재를 가능한 

Sealant를 이용하여 견실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ConGel 탄성몰탈 

ConGelSW-010P혼합토사 

4.  E/J 방수 방법 

 E/J 노출 시 

ConGel 탄성몰탈 

토사 보호층 

ConGel SW-010P 혼합토사 

 E/J 매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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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콘크리트에는 모체와 친숙한 무기재료를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칼슘성분 등 무기재

료와 합치하여 포졸란 반응 또는 에트링자이트 반응을 유발하여 방수 성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PC joint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Joint

의 유동에 대비해야 한다. 

 신축건물과 낡은 건물의 누수방지, 하자보수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가 국가

로부터 연구비를 보조받아 5년에 걸쳐 한국화학연구소, 건자재시험연구원, 건설기

술연구원 등과 공동 연구로 개발한 재료를 이용한 Joint 방수공법이다 

 상기 단면에서 하부에 충전한 ConGelSW-010P는 물이 접근하면 Gelling이 되어 

Joint면과 일체화된 차수층을 형성하며, 자체의 수 팽창성으로 PC Panel의 좌, 우 

수축팽창이 Joint 폭(W)의 10%까지 차수가 가능하다.  

 상부의 ConGel 탄성몰탈은 하부 차수층에 대한 압밀기능을 부여하면서 상부의 하

중을 흡수할 수 있고, 하부층의 재료와 같이 joint면과 충실한 접착력을 유지하여 

분리 또는 파단 되지 않는다.  

 상기 공법은 PC Panel을 설치 후 적용하며, Joint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적용이 더욱 간편하다. 

 ConGel 탄성본드 

 Back-Up 재 

 ConGel SW-010P 혼합토 

 ConGel 침투방수제 

W:20~50mm 

Girder/Beam 

PC Panel PC Panel 

1) 공법개요 

2) 적용단면 

3) 장   점 

5.  P/C Joint 방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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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SW-010P 

 참고: 차수공법 비교 

구분 
ConGel  SW-010P 

차수공법 

Soil Bentonite 

(S/B 공법) 
벤토나이트 매트 시트 방수 

공법 

개요 

• 분말형 Hydro Gel 

Polymer를 Soil과 혼합, 차

수층 형성 

• Soil과 벤토나이트분

말을 혼합, 차수층 형

성 

• 부직포에 벤토나이트

가 혼입된 매트 설치 
• 합성 시트를 설치 

 

단 

면 

도 

    

장 

• 

단 

점 

 

비 

교 

 

• 투수계수 확보(1x10-9 

cm/sec 이하) 

 

• 수분과 반응 Gel 형성 

 

• 식근 발육에 지장 없음 

 

• 이질재와 접착력 우수 

 

• 외부 유입수 불순물급속 

침전 

 

• 절, 성토지 유동에 대응 

 

• 산소 유통 원활 

 

• 투수계수가 불규칙하

여 정밀시공이 요구 

 

• 압밀조건 충족 시 자

가치유 능력이 있음 

 

• 이질재와 접착력 부족 

 

• 토사의 조건에 민감하

고 혼합이 어려움(팽

윤도,접착성 한계) 

 

• 경미한 부등침하 발생

시 균열이 발생 

 

• 산소 유통 원활 

 

• 비교적 경제적 

 

• 자가치유 능력 확보 

 

• 후속작업이 용이하나 

이질재와 접착력 미약 

 

• 보충재료 필요 

 

• 상하 압밀이 안될 경

우 차수성능 발현불가 

 

• 경사면 시공이 제한적 

 

• 인공연못 등의 시공 

실적이 적음 

 

• 산소유통 제한(담수물 

부식) 

 

• 과거 시공실적 다수 

 

• 식물 뿌리 등이 관통

하지 못하고 환경에 

유해. 

 

• 유연성이 부족한 자재

의 경우 굴곡부 시공 

시 문제 

 

• 누수발생시 유지보수

가 어려움. 

 

• 부등침하 발생 시 복

구가 불가능 

 

• 작은 관통에도 치명적 

의 

견 

• 차수성능 우수  

• 생태환경에 적합 

• 지반 침하 시 차수성

능 미흡, 부적합 

• 지반 침하 시 차수성

능 미흡, 부적합 
• 생태환경에 부적합 

 

  * 특기사항 :  KSF 2322에 의한 투수계수 1.0x10-7 cm/sec 이하   

 

토사보호층  
차수층 
(ConGelSW-010P) 
원 지반 

100 mm 

  

  
  

100 mm 

  
  
  

S+B+C  
S+B 
원 지반 

150 mm 

  
  

150 mm 
150 mm 

  
  
  

  

토사보호층  
차수층 
(밴토나이트매트) 
원 지반 

250 mm 

  
  

6.0 mm 

  
  
  

  

토사보호층  
차수층 
(E.P.D.M쉬트) 
원 지반 

  

  

250 mm 

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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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l 흙 차수재 방수공법 Sampling 
① 아크릴 용기 ② 흙-차수재 계량(양SW-010P경우 2.5%이하) 

③ 원 지반다짐 ④ 흙-차수층 및 보호토사층 다짐 

⑤ 시료제작 완료(담수 전) ⑥ 제작 직후 시료계량 

□  성능 및 시험성적 

1) 시료 제작 

1.  차수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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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수시작 ② 담수직후 흙폴리머의 Gel化 진행 전  
   누수 

 ③ 누수 멈춤(담수 후 26분) ④ 시료건조(64.3℃ 6시간), 건조 후    
   계량(제작직후 무게보다 30g 감소 

⑤ 시험도구(금속물)로 차수층 관통시킴 ⑥ 흙-차수층은 이미 Gel化 완료되었으    
   므로 강제 건조 후 금속으로 관통    
   해도 누수 안됨 

2) 치수확인 및 복원과정 



14 14 

ConGel  SW-010P 

2. 시험 성적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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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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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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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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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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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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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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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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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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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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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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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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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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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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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흙-차수재의 중금속 흡착시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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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특허 

특허: 중금속 흡착 및 자가치유 기능을 가지는 차수층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차수
층 (특허 제 10-0873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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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아크릴 고분자를 토사에 혼합.포설시켜 차수성능을 발현시키기 위한 차수제 
제조방법 (특허 제 0443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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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2 용어 정의 

 

2. 재료와 장비 

 

3. 시공 

3.1 바탕정리 및 준비 

3.2 혼합 작업 

3.3 포설 및 보호층 설치 

 

4. 보호 작업 

 

5.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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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크릴 고분자를 토사에 혼합 포설시켜 차수 성능을 발현시키는 차수

층 또는 차수막을 형성시키는 공법으로써 인공연못 및 생태하천에 적용한다. 

가. 토목구조물  

지하 터널, 지하 저장소, 지하도, 인공연못, 인공하천, 생태하천, 경사면 토사량 

유실 방지, 바닷가 해수유입 방지, 쓰레기 침출수 지하유입 방지, 각종 화학 약품 

지하 유입 방지, 축산폐수 유입방지, 기타 지하 구축물의 수압 측 

나. 건축구조물 

지하실, 지하 저수조, 지하 외벽, 지하 구조물의 배면, SLAB 구조물 상부 대리석, 

화강석, 타일 마감 전의 수압 측  

 

1.2 용어 정의 

본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Hydro Gel : 아크릴 고분자와 흙을 혼합하여 차수층을 형성, 물에 대한 방수성

능 을 발휘하는 점착성의 성분을 말한다.  

2) Gel Time : 흙-차수재가 물과 접촉하여 Gel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최소시간을 말

하며 혼합비율, 온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차수혼합토 :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콘겔 SW-010P와 일반토사를 혼합하여 포설

할 수 있도록 준비된 토사를 말한다. 

4) 보호층 : 흙-차수재 방수층의 보호를 위하여 방수층 위에 설치하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토사 등을 말한다. 

1) 차수재의 원재료는 비중 0.5/1.5, 분말 형태의 콘겔 SW-010P로서 승인받은 제품

이어야 한다. 

2) 혼합용 토사는 50mm 이상의 골재와 이물질이 없고 진흙 덩어리 등 흙-차수재와

의 혼합작업에 지장이 없는 토사로 한다. 

3) 사용부위별 용도에 맞는 적절한 규격의 장섬유부직포를 준비한다.  

1. 일반사항 

2. 재료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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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정리 및 준비  

1)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차수층 조성 바탕을 평탄하게 고른다. 

2) 경사면 바탕은 기울기가 수평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3 대1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성토지반은 되메우기 기준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바닥에 고인 물은 제거해야 하며, 용출수가 있는 경우 맹암거 설치 또는 

차단되어야 한다. 

5) 콘겔 SW-010P와 혼합용 토사는 체거름을 실시하여 50 mm 이상의 골재와 

이물질을 미리 제거하고, 특히 진흙 덩어리 등은 파쇄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6) 혼합용 토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콘겔 흙-차수재와 혼합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에서 흙-차수재와 토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혼합용 토사와 보호층용 

토사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작업일정에 따른 소요량과 장소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8) 혼합차수토를 포설할 부위와 두께, 보호층의 두께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작업대상 구간 및 혼합에 필요한 소요량을 확정한다.  

4) 적절한 크기와 용량의 체가름 설비와 혼합, 운반, 포설 및 다짐 장비 등이 준

비되어야 한다. 

5) 콘겔 SW-010P는 상온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시공 

3.2 혼합 작업  

1) 작업 장소는 평탄하고, 운반장비의 출입이 용이하며 포설 장소로의 운반이 신속

한 위치를 선정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2) 혼합용 토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혼합작업에 편리한 함수율로 조정한다. 

3) 현장의 작업여건, 포설량 및 총혼합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적절한 용량의 정치

식 혼합기를 사용하여 혼합한다. 

4) 혼합기는 콘겔 SW-010P가 적정량 혼합이 되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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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겔 SW-010P와 혼합용 토사의 혼합비율은 토사의 특성에 따라 혼합비율에 차등

을 두어야 한다. 양질의 혼합차수토 수평 적용 두께 100 mm 이상 포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콘겔 SW-010P 투입량은 중량비 3.8 %이며, 수직 또는 경사면은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차수층의 두께를 적절하게 증가 조정하여야 한다. 

  3.3 포설 및 보호층 설치 

1) 운반 및 포설 장비의 운행 시에는 다짐한 바탕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급회전, 급

발진 등의 예방에 주의한다.  

2) 포설 작업 전, 후에 포설 두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포설 높이

를 표시하고 경사면 또는 높낮이의 변화가 많은 곳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차수혼합토의 포설은 다짐 후 감소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로 포설해

야 한다. 

4)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하는 경우, 소요 두께를 주의하여 작업하고 Over-Lap부분

을 평탄하게 고른다. 

5) 포설 후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하며, 경사면의 경우에는 다짐 

전에 장섬유부직포를 깔아서 차수혼합토의 분리를 방지해야 한다. 

6) 포설 두께는 적절한 다짐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차수혼합

토의 포설 두께는 허용되지 않는다.  

7) 토사 보호층 작업은 차수혼합토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차수혼합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

한다. 훼손 시에는 적절한 복구 작업을 시행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8) 토사 보호층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토사 보호층의 두께는 차수혼합토 포설두께 

1∼2배 이상이 되도록 하며 진동식 롤러 등 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다짐하고, 

장비를 투입하기 곤란한 협소한 장소(구조물 주위, Creek)는 수동식 장비로 다

져야 한다. 

9)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층을 대신할 경우 두께는 50mm 이상으로 한다.  

10) 대단위 면적일 경우, 차수혼합토를 일정한 면적으로 포설한 후 준비된 별도의 

토사, Soil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보호층을 만든 다음, 이를 반복하여 포설작

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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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장 여건상 다짐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부위의 경우, 차수혼합토를 포설

한 이후 보호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물을 뿌려 Hydro Gel화를 촉진하는 

것이 좋다.  

12) 차수혼합토와 보호층의 설치 작업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기타 후속 작업 

시에 발생하는 훼손 및 파손 부위는 콘겔 SW-010P 작업자와 감독관의 확인 하에 

복구 완료되어야 한다. 

3.4 보호작업 

1) 보호층 작업이 완료되기 전 우천 시는 비닐 등을 이용하여 덮어주고, 차수층 주

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변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인공연못 공사의 경우와 같이 초기 담수 시에 보호층의 유실이 예상되거나 추후 

보호층의 유실이 염려되는 곳은 보호층의 유실에 대비하여 콘크리트 또는 자갈

이나 돌을 충분히 깔아 보호층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초기 담수 이후에도 물의 흐름에 의한 보호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곳은 보호층 

유실방지를 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3.5 유의 사항 

1) 경사면에 차수혼합토를 포설할 때에는 작업 동선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2) 흙-차수재의 혼합 작업 시에 보안경과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간 경우 

깨끗한 물로 씻어 낸다.(인체무해) 

3) 포설작업 중에 비가 내릴 때는 차수혼합토가 포설된 부분까지 보호층을 완료한 

후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4) 차수혼합토가 포설되기 전에 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차수혼합토의 잔여물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6) 포설작업은 외기온도가 0℃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폐기물과 잉여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

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8)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사 ㈜정상엔지니어링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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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꾸준한 기술 연구와 개발로 정부로부터 건설기술 벤처로 인정받았으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

로 연구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좌로부터 이액형 폴리머그라우팅제, 흙차수재, 크림형침투코팅제, 도막방수제,    

흙차수재  완벽 차수 실험 모형, (뒷면)도막방수재 적용 시 물성 샘플 

□  연 구 개 발 

시리즈 유.무기 관련 제품 샘플 들. 당사가 개발, 생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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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발 현황 

시험중인 콘크리트 시편들 

1999.10  특허출원 “ 초미립자 균열보강제, 주입용노즐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보수,보강 공법 ”(03.05 특허등록) 

12 벤처기업 지정 (기술력 평가 우수업체) 

12 특허출원 “ 침투성 Gel 방수제 “(01. 07 특허공개) 

2000.04  급결형 Gel 방수제 개발(ConGel 침투방수제) 

06  Hydro Gel 방수제 개발(ConGel 흙차수재, 샌드겔) 

11 폴리머 혼화제 개발 (ConGel 탄성본드) 

2001.02  Con Gel 상표출원  등록 

02  Ceramic 도막 방수제 개발(ConGel 도막방수재) 

04 특허출원 ” 유무기 복합체 개발”(04. 02. 특허등록) 

2002.01  벤처기업 지정 2차 (기술력 평가 우수업체) 

2004.01  품질인증 ‘건’마크 최초 획득 

2006.07 ‘콘겔 Con Gel’상표등록 

2008.09  일액형 도막방수재 특허등록  

09 콘크리트 침투방수제 특허등록 

12 중금속 흡착 및 자가치유 기능보유 차수층 조성물 특허등록 

2009.03 반응 결합형 도막방수재, 고강도 콘크리트 연구개발 착수 

2010.03  품질인증 건마크 획득 

2013.08  염해저항성 도막방수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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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생산 제품 

◇ 콘크리트 염해에 의한 열화방수, 방식 

<건축공사> 

• 노출 콘크리트 옥상. 옥외주차장.  

• 테라스, 지하실외부. 

• 주차장 바닥 표면강화 및 방수 겸용. 

<토목공사> 

• 교량상부 교면방수. 

• 염해방지가 필요한 구조물. 

• 공동구 등 지중구조물, 터널외부방수. 

◇ 유무기 혼합복합침투성 Gel 방수제 

• 공극 내에 Hydroxide Gel을 형성. 

• 깊이 침투하며, 표면강화 및 강도증가. 

• 시공성, 장기내구성 탁월. 

• 구조체에 직접적용 보호층 불필요. 

• 모체의 균열부에도 방수효과 있슴. 

• "건”마크 획득. 

• 콘크리트의 수밀화로 열화 방지. 

• 특허등록 자재(2004년). 

ConGel  PC-040C/064L/074G 

콘크리트 침투코팅도막방수재 

◇ 인공연못, 생태하천, 매립지 차수 

<건축공사> 

• C/J 이음부, 배관, 드레인 주위.  

• 전기, 설비 지중배관 주변방수. 

• 옥상녹화용 방수 및 보습층. 

<토목공사> 

• 각종 배수관로 접합부 등 이음새. 

• 공동구 등 지중구조물 외부방수. 

• 연약지반층 지내력보강용 치환재. 

ConGel SW-010P 
수분흡수팽창형 흙-차수재 

◇ 토사와1~3%혼합 영구차수층 형성 

• 분말형 Hydro Gel 차수재. 

• 토사와 함께 일체화된 차수층 형성. 

• 주변토사를 사용하므로,시공 용이. 

• 수분흡수, 팽창으로 차수성능 향상. 

• 현장조건에 따라 두께 조절가능. 

• 자가치유로 누수를 영구적 차단. 

• 수목, 어류, 수초에 무해한 환경 친화형. 

• 자재 및 공법 특허등록(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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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면 그라우팅 방수 

 

<건축공사> 

• 지하실 벽, 바닥 누수 원천적 차단 

• 수영장, 주방 등의 누수 차수. 

  

<토목공사> 

• 공동구 등 지중 구조물의 누수차단. 

◇ 폴리머 그라우팅 방수제 
 

• 특수 폴리머를  이용한 특허공법. 

• 배면에 Hydro Gel 방수층을 형성  하는 

주입공법. 

• 방수 마감 층 철거 없이 완벽 차수.                        

• 공기가 단축되어, 사용자의 영업에 지장

이 없음. 

• 타 공법과 비교 시 매우 경제적임. 

ConGel PG-020A/020B 
수분흡수팽창형 배면그라우팅 방수제 

◇ 각종구조물의 도막방수 필요부위 

< 건축공사 > 

• 옥상슬라브, 캐노피 등 노출방수 

• 화장실 등 건물 내부 방수공사. 

• 진동이 우려되는 주차장 바닥. 

• 슬러리월 조인트, 드레인 주위. 

• 방수용 몰탈재로 사용. 

< 토목공사 > 

• 거동, 진동이 발생되는 교량상부. 

• 콘크리트 접합부 누수 방지. 

ConGel EM-060 
수용성 탄성도막방수제             
/콘크리트접착강화제 

 ◇ 보통 시멘트와 1:1 혼합사용 

• 저점성, 고탄성 도막 방수재. 

• 바탕에 관계없이 적용가능. 

• 습윤한 바탕에도 시공가능.. 

• 통기성 방수막을 형성하여 부풀림   현상

이 없음. 

•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 제품. 

• 장기 보존 가능. 

• 접착력, 탄성, 내투수성, 시공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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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황빌딩 옥상 침투&도막방수 00.05 - 00.06 황빌딩 

복지관 옥상방수 침투&도막방수 00.06 - 00.07 LG오티스 

인터콘호텔 옥상 침투&도막방수 00.07 - 00.08 LG건설 

학생회관 옥상방수 침투&도막방수 00.07 - 00.08 경희대학교 

사회대학관 옥상방수 침투&도막방수 00.07 - 00.09 경희대학교 

ASEM주차장지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0.08 - 00.09 현대건설 

도서관로비 방수 침투&도막방수 00.10 - 00.11 경희대학교 

기숙사 지하외벽방수 침투&도막방수 01.01 - 01.02 한경대학교 

국도34오갑교 보수공사 침투방수 01.01 - 01.06 보온국도관리사무소 

구미P지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1.02 - 01.03 LG건설 

도서관로비 방수 침투&도막방수 01.04 - 01.07 경희대학교 

상남도서관 옥상방수 침투&도막방수 01.04 - 01.05 LG건설 

평화복지대학원 옥상 침투&도막방수 01.05 - 01.06 경희대학교 

경희대 인공연못 침투&도막방수 01.06 - 01.07 경희대학교 

SK글로벌 옥상방수 침투&도막방수 01.07 - 01.08 SK건설 

상계주공3단지 상가 침투&도막방수 01.07 - 01.08 주택공사 

서울경희대 음악대학 침투&도막방수 01.06 - 01.07 경희대학교 

수원경희대 외벽보수 침투&도막방수 01.08 - 01.08 경희대학교 

LG백화점 안산점 방수 침투&도막방수 01.10 - 01.10 LG건설 

세트코코리아 평택공장 침투&도막방수 01.11 - 01.12 세트코코리아 

이문동 균열보수 침투&도막방수 01.12 - 02.01 대양토건 

인터콘티넨탈호텔방수 침투&도막방수 02.01 - 02.01 LG건설 

고대경영관 지하홀배수 침투&도막방수 02.01 - 02.02 고려대학교 

고대경영관 지하발전실 침투&도막방수 02.01 - 02.02 고려대학교 

전동차 사무소 침투&도막방수 02.03 - 02.03 LG건설 

수원경희대 외부방수 침투&도막방수 02.04 - 02.04 경희대학교 

샤프전자 주차장 침투&도막방수 02.04 - 02.05 환주산업 

한의과대학 옥상방수 침투&도막방수 02.05 - 02.07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침투&도막방수 02.06 - 02.07 경희대학교 

 방수공사 주요 공사 실적 

□  주요 공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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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수출입은행 성능개선 침투&도막방수 02.06 - 02.06 LG건설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 침투&도막방수 02.08 - 02.10 한양대학교 

교내건물 누수부분 방수 침투&도막방수 02.09 - 02.09 경희대학교 

대전새로남교회 구조물 침투&도막방수 02.09 - 02.09 LG건설 

자연대 옥상방수 침투&도막방수 03.06 - 03.08 한화건설 

생명과학대 방수 침투&도막방수 03.06 - 03.08 경희대학교 

신관동 옥상방수 침투&도막방수 03.07 - 03.09 서울직업전문 

영천 이마트 침투&도막방수 03.09 - 04.03 신세계건설 

그랜드호텔방수 침투&도막방수 03.10 - 03.12 LG건설 

부천LG백화점 침투&도막방수 04.01 - 04.03 LG건설 

대구반야월이마트 침투&도막방수 04.02 - 04.03 신세계건설 

송추CC주차장 침투&도막방수 04.03 - 04.03 기윤도시개발 

도곡렉슬재건축방수 침투&도막방수 04.04 - 06.03 도곡렉슬조합 

안동 E-MART 침투&도막방수 04.06 - 04.12 신세계건설㈜ 

워커힐 주차장 침투&도막방수 04.07 - 04.07 SK개발㈜ 

LG상사평촌센타증축 침투&도막방수 04.10 - 05.04 LG상사㈜ 

과천가압장착수정방수 침투&도막방수 05.12 - 06.01 한국수자원공사 

농심R&D센터방수 침투&도막방수 06.04 - 07.06 GS건설 

평택민자역사 신축공사 침투&도막방수 07.05 - 08.02 AK/한진중공업 

중앙전파관리소 개·보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7.06 - 07.08 정보통신부 

동남권유통단지  침투&도막방수 07.06 - 08.02 SH공사,  

의왕시청 누수보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7.11 - 07.12 의왕시청 

천안연암대 침투&도막방수 07.12 - 08.02 천안연암대학교 

부천GS스퀘어방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8.01 - 08.01 GS유통 

신길자이 방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8.03 - 10.01 GS건설 

김포공항 옥상방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9.04 - 09.07 한국공항공사 

시청사노후방수막보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8.05 - 08.06 의왕시청 

평택포승하수종말처리장 침투&도막방수 08.05 - 09.08 평택시/현대건설 

구성자이3차아파트공사 침투&도막방수 08.05 - 10.03 GS건설 

 방수공사 주요 공사 실적(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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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GS 리테일진천점 방수공사 침투&도막방수 09.06 - 09.07 GS리테일 

GS 리테일홍천점 방수공사 누수보수공사 10.04 - 10.06 GS 리테일 

GS 노량진 교육시설 미,조,타,방수 10.04 - 11.10 GS 건설 

제기역사 화장실확충공사 미,조,타,방수 10.05 - 10.10 서울메트로 

인천북항만공사 미,조,타,방수 10.07 - 10.12 한진중공업 

인천가정지구 3-1 공구 방수공사 10.06 - 11.10 한진중공업 

인전가정지구 3BL 폴리머계방수 11.04 - 11.11 LH공사 

대구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침투&도막방수 11.07 - 11.08 GS건설 

대륜E&S 상계사옥 미.조.타.방수 12.01 - 12.08 한진중공업   

평택서재자이 침투, 도막방수 12.08 - 14.05 GS건설 

수원민자역사 주차장 증축공사 도막방수 12.11 - 13.04 서희건설 

양주 옥정지구 집단에너지시설 도막방수 12.09 - 13.12 한진중공업 

수원민자역사 증축공사 침투.도막방수 13.10 - 15.01 한진중공업 

신세계백화점 강남증축현장 침투코팅방수 15.07 - 15.08  신세계건설 

 방수공사 주요 공사 실적(계속) 

 침투방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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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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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방수제 주요공사실적(계속) 

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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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여주 4공구 교면침투방수 15.02 - 15.04 삼부토건 

신세계건설 강남증축현장 침투코팅방수 15.07 - 15.07 신세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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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청계천복원 차수시설 콘겔 흙-차수재 04.10-05.01 LG건설㈜ 

알펜시아 스포츠지구 골프장 POND 공사 콘겔 흙-차수재 07.08-08.10 강원도개발공사 

송내 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3 GS건설 

성복 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3 GS건설 

수색 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6 GS건설 

밤섬 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6 GS건설 

광주첨단 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6 GS건설 

남양주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3 한라건설 

당진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3 한라건설 

심방동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3 한라건설 

용곡동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03 한라건설 

일산 성산 주공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09.12 한라건설 

풍무 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0.05 GS건설 

벽산블루밍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0.05 벽산건설 

검단 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0.07 GS건설 

평택청북 이안아파트  콘겔 흙-차수재 10.01 대우차판매(건설) 

SK VIEW 종암동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0.08 SK건설 

아산 폐기물처리시설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0.11 아산시 

광덕근린공원  콘겔 흙-차수재 10.11 광명시 

군산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4 한라건설 

수원 권선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4 GS건설 

울산-포항 복선전철4공구 노반시설(소류지 차수) 콘겔 흙-차수재 11.06 한라건설 

SK VIEW 청라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7 SK건설 

현대 I’PARK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8 현대산업개발 

김포한양 수자인아파트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9 한양 

인천향촌 휴먼시아2단지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1 LH공사 

서천군 야생화길 조성공사 콘겔 흙-차수재 11.11 서천군 

SK VIEW 삼선동 아파트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11 SK건설 

인천서창 7BL 아파트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12 LH공사 

 흙-차수재 주요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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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군산1차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4 한라건설 

군산2차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4 한라건설 

장전동 쌍용예가아파트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2.05 쌍용건설 

조소앙기념공원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3.05 건화종합건설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콘겔 흙-차수재 13.01 하늘조경 

평택서재자이 콘겔 흙-차수재 13.11 전주레인보우 

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4.03 장원조경 

자곡동 A5블록 콘겔 흙-차수재 14.06 정한조경 

진주LH사옥 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4.08 용종환경 

나주전력거래소 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4.11 럭키조경 

경주컨벤션센터 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4.11 한라조경 

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5.02 에스제이테크 

수원 권선자이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4 GS건설 

울산-포항 복선전철4공구노반시설 (소류지 차수) 콘겔 흙-차수재 11.06 한라건설 

SK VIEW 청라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7 SK건설 

현대 I’PARK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8 현대산업개발 

김포한양수자인 아파트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9 한양 

인천향촌휴먼시아 2단지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1 LH공사 

서천군 야생화길 조성공사 콘겔 흙-차수재 11.11 서천군 

SK VIEW 삼선동 아파트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11 SK건설 

인천서창 7BL 아파트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12 LH공사 

군산1차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4 한라건설 

군산2차 한라비발디 생태계류 및 연못공사 콘겔 흙-차수재 11.04 한라건설 

장전동 쌍용예가아파트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2.05 쌍용건설 

조소앙기념공원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3.05 건화종합건설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콘겔 흙-차수재 13.01 하늘조경 

평택서재자이 콘겔 흙-차수재 13.11 전주레인보우 

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4.03 장원조경 

자곡동 A5블록 콘겔 흙-차수재 14.06 정한조경 

 흙-차수재 주요공사실적(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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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발주처 

진주LH사옥 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4.08 용종환경 

나주전력거래소 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4.11 럭키조경 

경주컨벤션센터 조경공사 콘겔 흙-차수재 14.11 한라조경 

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5.02 에스제이테크 

(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5.02 스마트조경 

(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5.03 한우리 

(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5.04 영디자인 

(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5.07 영디자인 

하남유니온스퀘어신축공사(자재납품) 콘겔 흙-차수재 15.09 신세계건설 

 흙-차수재 주요공사실적(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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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