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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주택용 건식벽체

요약

본 고안은 건물의 벽체에 관한 것으로서, 경량세라믹층(1)의 전후면에다 차음시트층(2)을 형성하고, 상기 차음시트층

(2)의 전후면에다 표면마감재층(3)을 접착 형성시킨 구성으로 차음성과 내화성과 화재로 인한 재난방지 및 피난을 위

한 내화성이 우수하고, 경량성이면서 일체화 된 것이어서 시공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온냉수, 가스

파이프 등의 유틸리티의 설치 또는 보수가 각별히 용이하고, 특히 주택의 유지보수나 구조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시 해

체와 재시공이 간편하여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벽체, 경량세라믹층, 차음시트층, CRC보드층, 습식벽체, 건식벽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 주택용 건식벽체의 사시도,



등록실용 20-0315015

- 2 -

도 2는 본 고안 주택용 건식벽체의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경량세라믹층 2 : 차음시트층

3 : 표면마감재층 H : 배선ㆍ배관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건물의 벽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고령토와 장석, 점토등을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성형한 판

재의 전면 또는 후면에 다수의 배선ㆍ배관홀을 형성한 경량세라믹층의 전후면에다 차음시트층을 형성하고 그 전후면

에 표면마감재층인 CRC(Cellulose Reinforced Cement)보드를 형성하여 차음성과 내화성 및 경량성이 양호하면서

도 시공과 해체제거가 용이한 주택용 건식벽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칸막이용으로서 설치되는 벽체는 대부분 벽돌로 축조되거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

어 현장에서 양생함으로써 형성하게 되며, 경량벽체로서는 그 속에 흡음재를 채운 합판 및 석고보드 등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합판 및 석고보드를 활용한 종래 건축물의 칸막이용으로서의 벽체는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고 경량이라고 하

는 장점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차음성이 떨어지며, 특히 열에 견디는 내화성의 한계가 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었

다. 뿐만 아니라, 벽돌 축조물이나 시멘트, 모래등을 사용한 콘크리트 양생물로서의 벽체(이하, "습식벽체"라 함)는 차

음성과 내화성이 확보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시공이나 양생에 따르는 공기가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무게가 보통 25

0kg/㎡ 으로 건축물 구조강도 보강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구조의 변경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아울러 그 시공 작업을 어렵게 함은 물론 시공비용 또한 상승시키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기, 온냉수, 가스파이프 등의 유틸리티가 벽체에 매립되어 시

공되는데 이들 유틸리티는 대개 20 내지 30년이 지나면 노후로 인해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때 상기한 습

식벽체는 완전히 해체하여 제거하고 다시 재시공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번거로움과 시간적손실과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변화 즉, 공동주택의 구입, 입주 후 점차 가족수가 늘어나거나 주는 등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

면서 방의 수를 늘리거나 줄인다 든지, 거실의 면적을 늘리거나 줄인다 든지 거실과 방의 위치 등을 조정하고자 할 때

에도 상기한 종래의 습식벽체는 완전히 해체하여 제거하고 다시 재시공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주택용 벽체는 벽돌 축조물이나 시멘트, 모래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시공되는 습식벽체는 통상적

으로 내화시간 2시간 이상의 우수한 내화성과 45dB/500Hz 이상의 양호한 차음성 및 시공에 소요되는 코스트가 저렴

하다고 하는 장점을 갖는 것이기는 하나, 무게가 약 250kg/㎡으로 무겁고,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하는 단

점이 있다.

한편 상기한 습식벽체와는 다르게 경량벽체로서 석고보드를 이용한 벽체(이하, "건식벽체"라 함)도 종래부터 주택용 

벽체로서 채용되어 오고 있는바, 이 건식벽체는 일반적으로 전면 2장의 석고보드와 후면 2장의 석고보드 사이에 글라

스울층을 형성한 것으로서 그 형상은 부자재인 스틸브라켓, 스틸찬넬(Steel Channel)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건식벽체는 석고보드와 글라스울, 부자재등(스틸브라켓, 스틸찬넬 등)을 현장에서 절단 가공하

여 시공하게 됨으로써 치수정밀성 등의 품질이 열악하고 석고보드가 쉽게 부서질 뿐만 아니라 강도가 약하며 차음성

이 떨어지는 결점이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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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은 상기한 종래 주택용 벽체가 갖는 각종 결점 및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안출한 것으로서, 프라이버시 확보 

목적의 공간구분을 위한 주택용 내벽체로서 요구되는 차음성과 내화성과 화재로 인한 재난방지 및 피난을 위한 내화

성이 탁월하고, 시공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경량성이면서 일체화 된 주택용 건식벽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전기, 온냉수, 가스파이프 등의 유틸리티의 설치 또는 보수가 용이한 벽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주택의 유지보수나 구조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시 해체와 재시공이 간편하여 그에 따른 시간

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벽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 주택용 건식벽체는 경량세라믹층(1)의 전후면에다 차음시트층(2)을 형성하고, 

상기 차음시트층(2)의 전후면에다 표면마감재층(3)을 접착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표면마감재층(3)은 셀룰로오스 섬유가 보강된 시멘트와 석고의 혼합보드이고, 차음시트층(2)은 고무계이다.

또한 상기 경량세라믹층(1)은 고령토와 점토, 장석으로 조성된 것이며, 경량세라믹층(1)의 전면 또는 후면에는 배선

ㆍ배관을 위한 구경 10 ∼ 30 mm, 홀간격 5 ∼ 500 mm 인 다수의 배선ㆍ배관홀(H)이 형성된다.

여기서 배선ㆍ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벽체인 경우에는 배선ㆍ배관홀(H)을 형성하지 않음은 물론이

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일실시예로서 본 고안 주택용 건식벽체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고안 주택용 건식벽체의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 주택용 건식벽체의 단면도로서, 본 고안 건식벽체는 전면

에 다수의 배선ㆍ배관홀(H)을 구비한 경량 세라믹층(1)의 전후면에다 차음시트층(2)을 형성하고, 상기 차음시트층(2)

의 전후면에다 표면마감재층(3)을 형성시킨 것으로서, 경량세라믹층(1)은 고령토와 장석, 점토등을 적정비율로 혼합

하여 판재로 성형한 다음 약 1,200℃ 의 고온으로 소결하여 두께 50 mm, 비중 0.3g/㎤이 되도록 제작되는데, 소결시 

수분, CO  2 등의 증발로 기포가 형성되도록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여기서 세라믹층(1)의 전면 또는 후면에는 접착전에 배선과 배관을 위해 반지름 5 ∼ 15 mm, 홀간격 5 ∼ 500 mm 

의 배선ㆍ배관홀(H)을 다수 형성하는데, 예컨대 배선ㆍ배관홀(H)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기 위한 벽체는 배

선ㆍ배관홀(H)을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 표면마감재층(3)은 CRC(Cellulose Reinforced Cement)보드인데, 이 CRC(Cellulose Reinforced Cemen

t)보드는 시멘트, 석고를 주 소재로 하여 셀룰로오스 섬유가 약 5 % 정도 함유된 것으로서 고온 고압, 증기양생을 통

해 성형한 두께 4.5 mm, 비중 1.6g/㎤ 인 판재이고, 본 고안에서는 CRC보드로 호주의 제임스 하디사에서 제작한 판

재를 사용한다.

상기 차음시트층(2)은 EVA(Ethyl Vinyl Acetate)계 수지가 약 20%, 탄산칼슘이 약 80% 의 조성을 갖고, 두께 1.0 

mm, 비중 2.0g/㎤ 인 시트상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여기서 세라믹층(1)과 차음시트층(2), 차음시트층(2)과 표면마감재층(3) 각각은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잡착함

으로써 도 1,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본 고안 주택용 건식벽체가 얻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일실시예로서 본 고안을 설명하였지만 본 고안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고안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세라믹층(1)과 차음시트층(2) 및 차음시트층(2)의 두께는 벽체를 

사용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두께로 제작하게 된다.

고안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주택용 건식벽체는 차음성과 내화성과 화재로 인한 재난방지 및 피난을 위한 내화성이 

우수하고, 경량성이면서 일체화 된 것이어서 시공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온냉수, 가스파이프 등의 

유틸리티의 설치 또는 보수가 각별히 용이하고, 특히 주택의 유지보수나 구조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시 해체와 재시공

이 간편하여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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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경량세라믹층(1)의 전후면에다 차음시트층(2)을 형성하고, 상기 차음시트층( 2)의 전후면에다 표면마감재층(3)을 접

착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용 건식벽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경량세라믹층(1)의 전면 또는 후면에는 배선, 배관을 위한 구경 10 ∼ 30 mm, 홀간격 5 ∼ 50

0 mm 인 다수의 배선ㆍ배관홀 (H)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용 건식벽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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