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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업종 : 종합건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사업 : 건축공사 / 건축자재 / 가구 / 목재제품 



회사 소개 

외벽 중단열 
일체화 공법 특허 

중단열 구조보강 
및 방법 특허 



회사 소개 

ISO9001인증 
부설연구소 운영 
종합건설업체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단열, 구조) 

ISO9001 인증업체 



공법 소개 

외벽 중단열 일체화 공법 개요 및 중단열 단면도 

● 벽체부터 지붕까지 단열재의 끊김없는 일체화 시공   
                                                                                        ● 완벽한 결로방지 및 단열효과 극대화                     
● 외벽+중단열+내벽 일체화 시공 



공법 소개 

중단열 연결장치의 모습 
 

플라스틱 캡은 결로 방지 역할 및 간격 유지재 

단열재와 연결장치 연결 모습 
 

단열재 두께 조정 가능 

외벽 중단열 연결장치 
 

  - 특허제품 소개 및 시공 Sample 



외벽 중단열 시공 simulation 

중간단열재와 거푸집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외부 및 내벽 시공 
 

플라스틱 캡으로 간격조절 및 결로 방지용으로 사용 
 

단열재 두께 조정 가능 

공법 소개 



중간단열재와 거푸집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외부 및 내벽 시공 
 

플라스틱 캡으로 간격조절 및 결로 방지용으로 사용 
 

단열재 두께 조정 가능 

외벽 중단열 시공 simulation 

공법 소개 



시공 전 터파기 모습 (2013년 3월) 1층 외부노출 거푸집 설치 

공주시 신관동 205-8 연면적 261㎡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3층 주택 신축공사) 

외벽 중단열 일체화공법 실시공 사진 



1층 외부노출 거푸집 설치 후 
 

비 내력벽 철근 배근 

연결장치가 설치된 중간 단열재 

외벽 중단열 일체화공법 실시공 사진 

공주시 신관동 205-8 연면적 261㎡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3층 주택 신축공사) 



외부 노출 합판 설치 및 
 

철근 배근 후 중간 단열재 시공 

거푸집 코너부위에도 
 

틈새 공극 없이 밀실시공 

외벽 중단열 일체화공법 실시공 사진 

공주시 신관동 205-8 연면적 261㎡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3층 주택 신축공사) 



내부 내력벽 철근 배근 
 

틈새 공극이 전혀 없는 완벽한 단열재 설치 모습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에서 본 단열재 모습 
 

옹벽 사이로 설치된 골드폼 확인 

외벽 중단열 일체화공법 실시공 사진 

공주시 신관동 205-8 연면적 261㎡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3층 주택 신축공사) 



단열재 설치 단면 모습 
 

철근 배근 HD 10mm 300*300 간격배근 
 

100mm 골드폼 설치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거푸집 제거 상태 
 

외부 노출 비 내력벽 100mm + 골드폼 100mm 
 

+ 내부 내력벽 노출 콘크리트 200mm 

외벽 중단열 일체화공법 실시공 사진 

공주시 신관동 205-8 연면적 261㎡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3층 주택 신축공사) 



창호 설치 모습 창호 설치 후 단열폼 시공한 외부 모습 

외벽 중단열 일체화공법 실시공 사진 

공주시 신관동 205-8 연면적 261㎡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3층 주택 신축공사) 



내벽 노출 벽체 커피숍 (1층) 
 

천정 및 벽체 노출시공으로 인테리어 공사 생략 

중단열 일체화 공법 적용 건물 전경 
 

2013년 07월 15일 

외벽 중단열 일체화공법 실시공 사진 

공주시 신관동 205-8 연면적 261㎡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3층 주택 신축공사) 



중간단열재 설치 모습 
 

Mock – up test 

중간 단열재 설치 후 
 

1.2M 높이 한면만 콘크리트 타설 (우측 거푸집) 
 

단열재 변형 나타나지 않음 

외벽 중단열 Mock-up test 



중단열 단열성능 측정 
  - 열관류율 시험 

국립공주대학교 단열성능 측정장치를 통해 단열성능 측정 (2015년 6월) 
 

KS F-2277 기준에 맞춰 측정 
 

열관류율 측정하여 국내 기준과 비교 

국립공주대학교 단열성능 측정 



중단열 단열성능 측정 
  - 열관류율 비교 

단열재 120mm 기준 0.270 이하인 국내 열관류율 (2015년 기준) 

특허제품 100mm 기준 0.266으로 국내 열관류율 통과 

특허제품 120mm 측정 시 열관류율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임 

국립공주대학교 단열성능 측정 



열화상 카메라 비교 – 기존 아파트 
(2012년 준공 L 아파트) 

2014년 1월 10일 촬영(외부 영하 5도) 
 

층간 슬라브와 세대측벽에서 열손실 다량 발생 

기존 아파트와의 단열 비교 



2014년 1월 10일 촬영(외부 영하 5도) 
 

층간 슬라브와 세대측벽 화장실에서 다량의 열손실 발생 

열화상 카메라 비교 – 기존 아파트 
(1989년 준공 H 아파트) 

기존 아파트와의 단열 비교 



2014년 1월 11일 촬영(외부 영하 2도) 
 

층간 슬라브와 세대벽 등에서 열손실 전혀 없음 

열화상 카메라 비교 – 중단열 적용 
(2013년 준공 공주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기존 아파트와의 단열 비교 



2014년 1월 11일 촬영(외부 영하 2도) 
 

층간 슬라브와 세대벽 등에서 열손실 전혀 없음 

기존 아파트와의 단열 비교 

열화상 카메라 비교 – 중단열 적용 
(2013년 준공 공주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세퍼레이트 볼트를 플라스틱 관으로 감싸 

노출 시공 후 볼트를 제거하고 단열재를 넣어 

세퍼레이트 볼트 열교 완벽 차단 

(기존 노출콘크리트 시공 단점 보완) 

세퍼레이트 볼트 열교 완벽 차단 

기존 아파트와의 단열 비교 



단열재(골드폼) 특성 및 물성표 

다른 단열재와 비교하여 같은 체적내에 독립기포의 수가 가장 작고 치밀하게 생성되어 

우수한 단열 효과와 탁월한 압축강도를 나타내므로 유기질 단열재중 최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단열재임. 

● 우수한 단열성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수소화염화불화탄소로 채워져 있어 단열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열전도율의 변화가 거의 없음 
 

● 최고의 내충격 및 내압축성 

    작고 균일한 독립기포로 구성되어 있어 압출보드 중 최대하중 60ton/㎡까지 견디기 때문에 중단열공법에 적합 
 

● 탁월한 방습성 

    미세한 독립기포로 형성된 골드폼은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더라도 흡수량이 거의 없어 지속적으로 단열효과 발휘 가능 

단열재(골드폼) 특성 



1. 완벽한 결로방지 및 단열 / 노출건물 뿐만 아닌 일반 모든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적용가능 

   • 기존 노출콘크리트(내부 단열)의 문제점인 내부 결로현상 완전 극복 

   • 벽체부터 슬라브까지 단열재의 끊김이 없어 코너부위 결로방지 및 단열 우수 

   • 중간 칸막이 벽 및 최상층 슬라브에 대한 결로방지 및 단열효과 우수 

   • 외부 비내력벽 + 중간단열재 + 내부 내력벽의 일체화 시공에 따른 완벽 단열 

   • 외부 비내력벽 + 중간단열재 + 내부 내력벽 내 · 외부 동시 노출콘크리트 마감 실현 

2. 공기 단축 

   • 골조공사 시 단열재를 타설 부착하여 전체적인 공기 절감 

   • 시공이 간단한 특허제품 설치로 골조공사 시 공기 영향 없이 시공이 용이 

   • 일반 노출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학교, 종교건물 등 고층건물에도 적용 가능 

외벽 중단열 일체화 공법 장점 및 효과 



3. 폐기물 절감과 석면 재료 미 시공으로 친환경 건설 가능 

   • 중단열 시공 시 내부마감공사에서 내장목수, 단열재, 석고보드, 목재 등의 재료가 생략 

   • 폐기물 처리비 절감으로 공사비 절감 및 현장 관리 용이 

   • 내부 벽체 석고보드 미 시공으로 유해한 석면 분진으로부터 해방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4. 공사비 절감 

   • 내 · 외부 노출 마감 시 내 · 외부 마감이 생략되어 전체 공사비 대폭 절감(150평 이상 기준) 

   • 일반 골조 시 형틀목공이 단열 및 내 · 외부 마감까지 시공하여 내장 인건비 절감 

    → 일반공사 전체공사 대비 10 ~ 15% 비용 절감 가능 

 사례) 공주 중단열 노출콘크리트 시공(1층 상가 및 2, 3층 주택) 

    일반공사 평당 380 ~ 400만원 정도에 신축 

    중간단열재로 내 · 외부 및 천정 노출마감 시 평당 350만원 계약 시공 

외벽 중단열 일체화 공법 장점 및 효과 



5. 건물 실제 내부 면적 증가 

   • 중단열 시공 시 내부마감공사에서 단열재, 석고보드 등 약 150mm 두께가 생략 

   • 150mm 두께가 건물 외부로 설치 되어 전용 30평 기준 1.5 ~ 2평 정도 내부 면적 증가 

    (발코니 1개소 정도 크기) 

   • 건축 허가 시 내부 구조체 옹벽이 건물 중심선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실내 면적이 커지는 효과 

외벽 중단열 일체화 공법 장점 및 효과 



김포 한강신도시 가까운교회(이뎀건축사 사무소) 
  - 노출콘크리트 시공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Portfolio 



Portfolio 

김포 한강신도시 가까운교회(이뎀건축사 사무소) 
  - 노출콘크리트 시공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김포 한강신도시 가까운교회(이뎀건축사 사무소) 
  - 내부 노출콘크리트 시공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Portfolio 



Portfolio 

전남 화순 전원주택단지 
  - 중단열 공법 적용 



Portfolio 

광주 송정동 단독주택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Portfolio 

이천 도자예술촌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Portfolio 

이천 도자예술촌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Portfolio 

이천 도자예술촌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Portfolio 

용인 청덕도서관 
  - 관급공사 



Portfolio 

경기도 광주 우산리 펜션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경기도 광주 우산리 펜션 
  - 내부 노출콘크리트 

Portfolio 



경기도 광주 우산리 펜션 
  - 내부 노출콘크리트 

Portfolio 



경기도 광주 우산리 펜션 
  - 내부 노출콘크리트 

Portfolio 



Portfolio 

대전 원신흥동 주택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파주 운정동 카페 및 주택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Portfolio 

진해 경화동 주택 
  - 송판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Portfolio 

양평 정배리 주택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광주 수완동 상가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광주 수완동 상가 
  - 내부 노출콘크리트 및 돌출계단 

Portfolio 



Portfolio 

홍천 펜션 
  - 중단열 자재 납품 

수원 호매실 하늘나무교회 
  - 전체 노출콘크리트 시공 



Portfolio 

양평 수임리 
  - 노출콘크리트 및 중단열 시공 



Portfolio 

대전 용계동 서부교회 
  - 외벽 노출콘크리트 및 적벽돌 



Portfolio 

대교 청평 마이다스 호텔 & 리조트(동일건축) 
  - 당사 중단열 스펙 사용 



Portfolio 

판교동 개인주택 
  - 노출콘크리트 시공 

대전 한일과학 연구센터 
  - 송판노출 시공 



Portfolio 

강남 논현동 빌딩 
  - 노출콘크리트 시공(하도급) 

경기도 광주 문화스포츠센터 
  - 노출콘크리트 시공(하도급) 



                     관악대로 

인덕원역 비산사거리 

왕뼈감자탕 평화자동차 

㈜태성산업개발 

관양동우체국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1, 2층 2-1호 

대표전화 : 031 – 386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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