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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콘크리트 상부에 시공하는 주차장 바닥 마감재로서의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콘크리트 상부에 시공하는 주차장 바닥 마감에 있어서, 시멘트 1중량부와 모래 2∼4중량부를 혼합하며, 여기

에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 0.5∼1 중량부와 미량의 첨가제 및 물을 투입하여 혼합 교반하고 바닥에 시공하여 양생한

다. 혼합시에 규사 2중량부를 추가 혼합할 수 있고, 양생 후의 상면에 라텍스계 코팅제를 박막 도포할 필요도 있다. 균

열 제어를 통한 누수의 예방, 내충격성 향상에 의한 내구성 개선, 부착강도의 증가에 의한 들뜸 방지, 지하주차장에 최

적화된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의 배합으로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을 실현한다.

색인어

고무칼라몰탈, 고무아스팔트, 칼라아스팔트, 수용성아스팔트, 고무아스팔트몰탈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콘크리트 상부에 시공하는 주차장 바닥 마감재로서의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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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거 건물의 외부 공간은 조경등을 통한 테마 파크를 조성하여 입주민의 휴게 공간으로 제공되는 추세이다. 또

한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로 주차장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건물은 고층화되어 세대별 적정

주차면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하층을 설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주차장 바닥 마감의 경우

하드너계, 에폭시계, 우레탄계, 에폭시 수지몰탈계 등이 난립하여 적용되고 있고, 바탕 처리의 경우도 무근콘크리트 

타설, STF, 방수 등이 설계자의 취향에 따라 특정 기준이 없이 설계되거나 삭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의 마감재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그 한 가지는 방수+무근콘크리트+쇠흙손마감+하드너로 시공된 마감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쇠흙손마감+수지라이닝(또는 수지몰탈)으로 시공된 마감재이다. 먼저, 방수와 무근콘크리트를 포함

하는 마감재의 경우는 전통적인 지하주차장 마감재의 형태로 구조스라브 위에 액방 또는 도막 방수를 하고 그 위에 

누름콘크리트 용도와 균열 제어 목적으로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표면 경화제인 하드너를 시공하는 단면

형상을 하고 있다. 반면에 무근콘크리트가 포함되지 않은 마감재의 경우에는 방수와 무근콘크리트에 대한 부담을 줄

이고자 방수성과 강도가 양호한 수지를 반복 시공하여 두껍게 하거나 세골재를 섞어 강도를 향상한 사례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2종의 마감재 중, 방수와 무근콘크리트를 포함하는 마감재가 가지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문제점으로는 마감층

의 깨짐과 탈락을 들수 있는데, 이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통상 150Kg/㎠의 저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감층만 표

면 경화제의 영향으로 소정 강도에 도달하고 무근콘크리트의 대부분은 저강도를 유지하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취성

파괴되어 표면의 탈락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공성을 높이기 위한 고슬럼프의 배합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와 표면에 레이턴스를 많게 하여 이러한 깨짐과 탈락 현상을 가속화 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방수와 무근콘

크리트라는 습식공정이 부가되어 공기 지연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100mm 무근 콘크리트의 두께와 중량은 구조적 부

담을 가중시키고 지하층고를 증가시켜 골조 및 굴착 공사비의 증가와 공기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비해, 무근콘크리트가 포함되지 않은 마감재의 대한 하자로는 들뜸과 크랙에 의한 누수를 들 수 있다. 들뜸은 바

탕면과 마감재의 부착강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에폭시계, 수지몰탈계, 우레탄계 등의 유용성 마감재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소요 부착강도는 차량의 무게, 주행속도, 마감재의 마찰계수 등에 의하여 좌우되나 승용 전용주

차장의 경우 13kg/㎠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 수지계통 마감재의 물성 자료를 보면 모두 30kg/㎠ 상회하나 현장시공

시 완전건조 상태(함수율 8% 대기습도 85%)를 유지하여 시공하기가 어려우며 레이턴스 제거와 표면 수분제거 등이 

불완전하거나 지하층의 다습공간에서 작업을 하므로써 현장관리 상의 문제로 하자가 주로 발생한다.

종종 깨짐(크랙)의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에폭시계 마감재의 경우 마감강도는 500kg/㎠를 상회하나 콘크리

트의 설계강도는 180~240kg/㎠를 채택하고 있어 상기의 하드너 사용의 경우(방수와 무근콘크리트 포함)와 같은 사

유로 깨짐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크랙의 경우(0.3mm 이하)에도 신

축성이 부족한 에폭시계와 하드너계 바닥재는 균열에 대한 추종성이 부족하여 관통균열을 유발하게 되고 관통균열을

통한 누수로 천장 흡음재를 습윤시키고 하부층의 차량을 오염시키거나 전기실 등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하자를 가져

오게 된다.

한편, 수지계 라이닝의 표면은 미려함과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마찰력이 부족하여 미끄럼 소

리를 발생하고 3mm 내외의 박막 코팅으로 콘크리트의 평활도가 마감의 평활도를 좌우하게 되어 마찰계수를 증가시

키기 위하여 규사를 추가 도포하거나 규사와 모래등의 세골재와 혼합하여 수지몰탈화 하여 두께 10mm 내외로 시공

하여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완작업은 고가의 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

키게 된다.

아스팔트는 방수성, 부착성, 균열의 추종성 등이 우수하여 고성능 방수재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건설재료이다. 다만

항상 끓여서 사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습윤 상태의 하지면에는 유성의 특성상 부착력이 급감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재료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아스팔트, 고무, 물, 안정제를 일정 비율로 가열 혼합함으로써 상온에서 에멀션 상태로 유지되어 시공성이 

우수할 뿐아니라 수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습윤 하지면에 안정된 부착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진 수용성 아스팔

트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주차장 바닥재의 주요 하자와 관련된 필요 성능으로는 내충격성, 부착성, 균열 추종성, 방수성, 표면마찰계수

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능 요소들은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모두 최상의 값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하주차장에 적정한 중용의 값을 가진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성 아스팔트에 시멘트, 모래, 규사, 물, 발색제를 일정비율로 배합하여 현장 타설하는 수용성 아

스팔트 몰탈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은 승용차 전용주차장의 바닥재가 필요한 부착력,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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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내충격성, 마찰계수 등의 성능값을 모두 충족 시킬 수 있는 중용적인 물질 특징을 가지게 되어 들뜸, 누수, 깨짐, 

미끄럼 등의 기존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에서 균열 제어를 통하여 누수를 예방하고 내충격성을 향상하여 깨짐과 내구성을 개선

하고, 습윤부착면에 대한 부착강도를 증가 시켜 들뜸에 대한 하자를 근본적으로 제거한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상부에 시공하는 바닥 마감재에 있어서, 시멘트 1중량부와 모래 2

∼4중량부에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 0.5∼1 중량부와 미량의 첨가제 및 물을 투입하여 혼합한 수용성 칼라 아스팔

트 몰탈로 구성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모래는 2중량부로 하고 여기에 규사 2중량부를 추가로 혼합한 것을 포함한

다. 시멘트와 모래는 강도 증가와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투여되는 것이고, 규사는 마찰력 및 내마모성 증대를 위하여 

배합되는 것이다. 상기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에는 발색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첨가제가 투여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공방법은, 콘크리트 상부에 시공하는 바닥 마감공법에 있어서, 시멘트 1중량

부와 모래 2∼4중량부를 혼합하며, 여기에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 0.5∼1 중량부와 미량의 첨가제 및 물을 투입하여

혼합 교반한 후, 이를 바닥에 시공하여 양생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시멘트와 모래의 혼합 전에 규사 2중량부

를 모래 2∼4중량부와 먼저 혼합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양생 후의 상면에 라텍스계

코팅제를 박막 도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차장 바닥재의 물성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상기 각각의 중량배합비를 시멘트 1, 모래 2∼4, 규사 2,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 0.5∼1로 하며 미량의 첨가제와 물을 혼합 교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또, 현장 타설하여 양생함

으로서 소정 강도 발현 후에 오염방지와 내수성 향상을 위하여 라텍스계 코팅제를 박막 도포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 아스팔트에 고무, 안정제등의

교반하여 개선한 수용성 아스팔트는 방수성, 균열추종성, 부착성은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내충격성, 강도, 마찰력 등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방수재로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세골재, 물을 교반한 시멘트 몰탈은 부착성과 강도, 내마

모성, 마찰력은 우수하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많고 충격에 취성파괴되며 균열추종성이 없어 모재의 균열에 동반

균열을 유발하게 되어 주차장 바닥재로는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덤프를 통한 지하층 반입과 중장비의 시공이 불가능하고 방수성과 크랙 추종성이 적어

서 두께 100mm 정도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성 아스팔트+시멘트 몰탈+혼화제+발색재+물을 교반

하여 타설 양생하여 두가지 물성의 장점만을 갖는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을 개발하게 되었다.

하층의 수용성 아스팔트는 타설후 가라않아 스라브 면에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게 되고 상층의 수용성 아스팔트

는 물과 시멘트, 규사, 모래와 수화반응하여 무수축 몰탈의 특성을 나타내어 건조 수축 균열이 없어지고 규사와 모래

는 수용성 아스팔트의 강도와 내마모성을 증가시켜 소정의 방수재 성능과 주차장 바닥마감재의 특성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다.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의 시편을 STF 콘크리트면에 시공하고 양생후 1kg의 철구를 50cm에서 시작하여 200cm

까지 50cm씩 증가하면서 자유낙하하여 표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연성파괴에 의한 내충격성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시멘트, 모래, 규사, 수용성아스팔트, 물의 배합비는 수용성아스팔트 몰탈의 물질적 특성을 좌우하는 사항으로 적정성

능을 위한 배합비 도출을 목적으로 각각의 배합비에 대한 내충격시험, 투수시험, 인장시험, 강도시험, 내마모시험, 흡

수량, 미끄럼 저항등의 시험을 시행한 결과 최적배합비는 다음과 같은 중량 배합비에 근접하게 되었다.

시멘트 1중량부 : 모래 2중량부 : 규사 2중량부 : 수용성 아스팔트 0.85중량부 : 물 0.43중량부 : 첨가재 미소량

상기 배합에 대한 방수성과 처짐내력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소정크기의 아크릴 수조에 담수하는 투수성 테스트 시

료와 처짐에 대한 변형량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아크릴 수조를 제작하여 1일 0.5mm 씩 변형량을 추가 시키면서 투수 

및 균열을 관찰하였다.

10일간의 시험결과 투수성에 대한 성능은 매우 우수하였으며 그러나 처짐내력 시험에서는 1.0mm의 변위에는 방수

성이 유지되 었으나 1.5mm 변위에 대하여는 크랙이 발생하면서 균열을 통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는 스라브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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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량은 1/300 정도이므로 구조스라브의 충분한 양생을 통하여 초기균열, 초기처짐이 발생한 후 시공함이 방수층의

유지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시공 착안사항으로는, 수용성 고무 몰탈과 스라브와의 부착성 증가를 위하여는 별도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필요

가 있고, 수용성 고무 몰탈 타설 및 양생후 50kg/㎠ 이상의 적정 강도가 발휘하면 상부 노출면에 오염방지와 내수성 

향상을 위하여 라텍스(Latex) 계통의 상부 코팅제를 박막으로 도포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대하여 실시예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은 일반 아스팔트에 고무, 계면활성제, 안정제 등을 교반한 합성체로서 아스팔트 포장공사용

으로 개발된 (주)이화상사의 상품명 'RUBAS', (주)유닉스라바의 상품명 'CRM아스팔트'등을 사용할 수 있다.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은 고무 성분이 전체 성분의 최소 15중량%로 구성되어 있고 고무 입자가 아스팔트 속에서 팽창하도

록 충분히 반응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 자체만으로는 방수성, 균열추종성, 부착성은 우

수하나 상대적으로 내충격성, 강도, 마찰력 등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기존에는 방수재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이유로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에 시멘트 몰탈, 혼화제, 발색재, 물을 교반하여 타설 양생하여 두가

지 물성의 장점만을 갖는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때,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을 0.5∼1

중량부로 한다면 시멘트도 1중량부로 하는 것이 적합하며, 모래는 2∼4중량부로 하여야 한다. 규사는 마찰력 및 내마

모성의 증대를 위해 2중량부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비율 하에서는 통상의 시멘트 몰

탈과 같은 점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0.43중량부의 물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율로 혼합 교반하여 주차장 바닥에 시공하였을 때, 하층의 수용성 아스팔트는 타설후 가라앉아 스라브 면에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게 되고 상층의 수용성 아스팔트는 물과 시멘트, 규사, 모래와 수화 반응하여 무수축 몰탈의

특성을 나타내어 건조 수축 균열이 없어지고 규사와 모래는 수용성 아스팔트의 강도와 내마모성을 증가시켜 소정의 

방수재 성능과 주차장 바닥 마감재의 특성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시멘트 몰탈 조직 속의 수용성 아스팔트

는 고무와 아스팔트의 특성인 탄성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균열에 대한 추종성과 충격에 대하여 연성파괴의 성질을 보

여 내충격 효과가 현저하게 개선되게 되는 것이다.

이하의 표 1은 상기한 바와 같은 비율의 범위 내에서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과 포트란드 시멘트 및 모래 또는 모래와

규사를 적합한 비율로 배합된 실시예를 나타낸다.

[표 1]

시 료
포트란드

시멘트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 모 래 규 사 비 중 적용례

제1실시예 1 0.85 2 2 2.04
중교통상

(重交通床)

제2실시예 1 0.85 4 - 1.82
경교통상

(經交通床)

제3실시예 1 0.85 3 - 1.81 방수층 누름

제4실시예 1 1 2 - 1.79
축사상

(畜舍床)

제5실시예 1 0.5 4 - 1.82

위의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은 고형물 농도가 60%이며, 점도는 2000cp 이하, 비중 1.0, pH 9.0이다. 물은 0.43중량

부로 동일하게 가했으며, 발색제는 색상이 흑갈색, 갈색, 녹색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미소량 첨가하였다. 혼합 방법은,

먼저 모래와 규사를 넣고 혼합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소정량의 시멘트를 넣고 혼합 을 계속한다. 골재가 완전히 균일

하게 혼합한 후,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을 넣고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면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이 된다.

이러한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은 통상 콘크리트 바닥에 직접 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바닥을 처리하고 바닥 청

소를 한다. 즉 바닥 처리는, 신축 줄금, 레이탄스는 제거하고 넓은 크랙은 V컷팅하며, 도장재(페인트, 교통페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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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공한 부분은 도장재를 제거하거나 필요에 따라 대응한다.바닥 청소가 행해진 후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즉, 

수용성 합성고무 희석 용액을 0.3kg/㎡을 도포한다. 잘 혼합한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을 흙손을 이용하여 소정 두께로

바른다.

위와 같이 시공하였을 때 3.5시간이 지나면 수화 반응이 시작되고, 6시간이 지나면 화학 반응이 종결되어 보행이 가

능한 정도가 되며, 24시간이 지나면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상태로 경화된다.

아래의 표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와 보통 몰탈(시멘트 1 : 모래 3) 시료가 갖는 접착성을 여러가지 바닥에 적용한 

시험 결과이다. 바닥의 종류는 콘크리트, 아스콘, ALC, 철판, 베니아판,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 양생판(표 2에서 고무

칼라) 등을 사용하였다. 시험방법은, 각종 바닥에 몰탈을 약 20mm 두께로 바르고 2주간 건조 양생한 후 차축 긴장시

험을 한 것이다.

[표 2]

바닥의

종류

프라이머의

유무

제1실시예 보통 몰탈

접착력

(kg/㎠)
상태

접착력

(kg/㎠)
상태

콘크리트
없음 7.2 양생면 파괴 4.4

프라이머 8.6 〃

아스콘
없음 6.4 〃 6.7

프라이머 7.5 〃

ALC
없음 5.3 〃 1.9

프라이머 5.9 〃

철판
없음 2.3 〃 1.8

프라이머 7.9 〃

베니아판
없음 1.9 계면 박리 1.9

프라이머 3.8 〃

고무칼라
없음 7.0 양생면 파괴

프라이머 6.6 〃

표 3은 제1실시예와 제2실시예 및 제4실시예, 그리고 보통 몰탈(시멘트 1 : 모래 3) 시료에 대한 길이변화율을 시험

한 결과이다. 시험방법은 JISA1125(콘파레이트 방법)에 의한 것이며 양생은 28일이다.

[표 3]

시 료
길이변화율

(건조 길이변화×10 -4 (%))

제1실시예 6.29

제2실시예 8.31

제4실시예 9.27

보통 몰탈 10.65

아래의 표 4는 제1실시예 내지 제5실시예와 보통 몰탈(시멘트 1 : 모래 3)에 대하여 14일 양생과 28일 양생의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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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체취하여 압축강도와 휨강도를 각각 시험한 결과이다. 시험방법은 JISR5201에 따른 것이다.

[표 4]

시 료

양생 14일 양생 28일

압축강도

(kg/㎠)

휨강도

(kg/㎠)

압축강도

(kg/㎠)

휨강도

(kg/㎠)

제1실시예 84 40 113 56

제2실시예 57 29 103 50

제3실시예 67 37 96 46

제4실시예 7 42 91 47

제5실시예 124 43 153 59

보통 몰탈 166 44 164 50

아래의 표 5는 침수성과 흡수성을 시험한 것으로, 제1실시예 내지 제5실시예와 보통 몰탈 시료에 대한 침수량과 흡수

율을 비교 실험한 결과이다. 보통 몰탈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비율과, 시멘트 1 : 모래 4의 비율로 구분하였다. 시험

방법으로, 투수시험은 JISA1404에 따랐으며 시료를 21일 양생 후 3kg/㎠ 수압에서 1시간 침수한 후 침수량을 측정

하였다. 흡수시험은 JISA1404에 따랐으며 시료를 21일 양생하고 각 시간 침수 후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표 5]

시 료 침수량(qr)
흡수율

(48시간 후, %)

제1실시예 0.17 0.11

제2실시예 1.0 1.30

제3실시예 0.5 1.15

제4실시예 0.5 0.71

제5실시예 1.1 1.87

보통 몰탈 ( 1 : 3 )

( 1 : 4 )

49

130 이상

9.69

10.28

아래의 표 6은 내충격성 시험의 일환으로서, 제1실시예 내지 제5실시예, 그리고 배합비가 다른 보통 몰탈(시멘트와 

모래의 비율 1:3, 1:4)에 대하여 1kg 추에 의한 2m와 4m 높이에서의 충격강도를 각각 시험한 결과이다. 시험방법은 

JISA5403에 따른 것으로, 콘크리트 블록에 시험 대상의 몰탈을 각각 10mm 두께로 바르고 10일 양생한 후 JISA540

3에 정한 추(직경 50.8mm, 중량 1kg)를 2m와 4m 높이에서 낙 하시키고 파이는 깊이와 크랙의 유무를 측정한 것이

다. 표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연성파괴에 의한 내충격성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시 료

충격강도(1kg×2m높이) 충격강도(1kg×4m높이)

크랙
파이는

깊이(mm)

파이는

직경(mm)
크랙

파이는

깊이(mm)

파이는

직경(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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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실시예 없음 1.5 18 없음 2.1 20

제2실시예 없음 1.5 18 없음 2.2 22

제3실시예 없음 1.4 17 없음 2.3 22

제4실시예 없음 1.3 18 없음 2.1 21

제5실시예 없음 1.4 17 없음 1.9 21

보통 몰탈( 1 : 3 )

( 1 : 4 )

없음

발생

0.9

1.1

13

15

없음

없음

1.4

1.9

16

20

표 7은 내마모성을 시험한 것으로, 제1실시예 내지 제5실시예, 그리고 배합비가 다른 보통 몰탈(시멘트와 모래의 비

율 1:3, 1:4)에 대하여 마모량을 각각 시험한 결과이다. 시험방법은, 슬레이트판 바닥에 몰탈 시료를 각각 5mm 두께

로 바르고, 21일 양생 후 테이퍼식 마모시험기로 시험한다. 마모바퀴는 CS-17, 마모횟수는 1,000회전, 하중은 1kg으

로 하였다.

[표 7]

시 료 마모량(gr)

제1실시예 0.1402

제2실시예 0.1440

제3실시예 0.1189

제4실시예 0.0962

제5실시예 0.129

보통 몰탈( 1 : 3 )

( 1 : 4 )

0.3145

0.2781

표 8은 제1실시예 내지 제5실시예, 그리고 배합비가 다른 보통 몰탈(시멘트와 모래의 비율 1:3, 1:4)에 대하여 미끄럼

저항성을 각각 시험한 결과이다. 시험방법은 JISA1407에 따랐으며, 슬레이트판 바닥에 시료 몰탈을 각각 10mm 두

께로 바 르고, 7일 양생 후 미끄럼저항시험기(Portable Skid Resistance Tester)로 미끄럼 저항치를 측정한 것이다.

[표 8]

시 료
미끄럼 저항성

건조한 바닥 습윤한 바닥

제1실시예 - 52

제2실시예 102 48

제3실시예 - 54

제4실시예 123 60

제5실시예 - 55

보통 몰탈( 1 : 3 )

( 1 : 4 )

-

-

6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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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제1실시예와 시멘트와 모래가 1 : 4의 비율로 배합된 보통 몰탈 시료를 대상으로 내약품성을 시험한 결과이다

. 시험방법은 JISA1172에 준하여 시료를 각각 작성하고, 14일 양생 후 각각의 약품(20℃)에 담근 후 28일 이후에 상

태를 관찰하였다.

[표 9]

약 품
제1실시예

보통 몰탈

( 1 : 4 )종 류 농도(%)

황 산
5

10

침식되어 표면재 노출

크게 침식됨

크게 침식됨

붕괴 위험

염 산 10 표면이 조금 연화 크게 침식됨

황 산 10 표면이 조금 연화 크게 침식됨

가성소다 10 표면이 조금 변색 표면이 조금 변색

중성세제 10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염 산 5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등 유 - 표면이 약간 무러짐 변화 없음

표 10은 내열성을 시험한 것으로, 제1실시예, 콘크리트, 바닥용 아스팔트, 철판 등에 대하여 열전도율을 각각 시험한 

결과이다.

시 료 열전도율 (Kcal/m·hr·℃)

제1실시예 0.390

콘크리트 1.30

바닥용 아스팔트 0.38

철 판 46

위와 같은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과 스라브와의 부착성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표 2의 접착성 시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별도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 타설 및 양생 후 50kg/㎠ 이상의 적정 강도가 

발휘되면 상부 노출면에 오염방지와 내수성 향상을 위하여 라텍스 계통의 상부 코팅제를 박막으로 도포할 필요가 있

다.

아래의 표 11은 본 발명의 평균치와 여러 주차장 바닥재의 물성 및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표 11]

구 분 에폭시코팅 에폭시라이닝 고경질우레탄 에폭시몰탈 본 발명

물

성

비

교

압축강도

(kg/㎠)
568 573 85 574 110

부착강도

(kg/㎠)
33 34 321.3 45 14

길이변화율 - - 150 2 0.06

내충격성

1kg추 낙하
불 량 우 수 양 호 우 수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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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처리 S.T.F S.T.F S.T.F 노출면 처리 노출면 처리

도장 방법 붓, 로라 SPREADER
붓, 로라,

로라 스프레이
무늬 로라 SPREADER

가사 시간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7시간 이상 7일 이상

장 점

1.경제적

2.내마모성과

부착력 우수

3.다양한 색상 

가능

4.내오염성과 

내세척성 우수

5.작업성 우수

6.부분 보수 용

이

7.단위당 시공

비 저렴

1.내오염성과 내

수성 우수

2.이음새 부분이

없고 자체 평활

성 우수

3.한번에 2~3m

m 두꺼운 도막 

가능

4.작업성 우수, 

부분 보수 용이

5.방진, 방수성

1.균열추종성, 

방수성

2.내마모성, 내

약품성 우수

3.탄성, 보행감 

우수

4.미관 우수, 색

상 선택 자유

1.내미끄럼성 우수

2.자동차 핸들조작시 소음

발생 없음

3.내마모성(표면알루미나 

함유)우수

4.신장율(우레탄의 70%선)

, 부착성 우수

5.세척성 우수

1.습윤한 바닥시

공 가능(습윤면 

부착강도 유리)

2.차량회전시 소

음 없음

3.논-슬립효과 우

수

4.균열에 대한 추

종성 좋음

5.방진, 내마모성 

우수

6.유지보수비 필

요 없음

단 점

1.바닥이 거칠 

경우 외관 평활

성 난이

2.적은 크랙에

도 저항성 약함

3.바닥 표면상

태 드러남

1.경사면 도장 

불가

2.고가

3.표면이 미끄러

움

4.균열추종성 없

음

1.급정차시 마

감면 밀림

2.고가

1.숙련공 작업으로 무늬형

성기술 필요

2.균열추종성 취약

1.외관상 다소 어

두움

2.표면평활도 다

소 미흡

3.시공 조인트 개

선 필요

4.시공시 재료분

리 발생

발명의 효과

기존의 지하주차장은 방수와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무근콘크리트 그리고 마감면의 평활도 증대를 위한 쇠흙손 마

감을 시행하고 하드너나 수지계통의 마감재를 도포하였으나 10mm 두께로 시공된 본 발명의 수용성 아스팔트 몰탈의

경우 타설후 침전된 수용성 아스팔트가 박막을 형성하여 방수층 역할을 하고 상부의 아스팔트 몰탈은 방수 보호층과 

바닥 마감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방수와 무근콘크리 트, 쇠흙손 마감을 삭제할 수있다. 이는 습식공정을 제거함으

로써 공기절감과 품질향상을 가져오게 되며 무근콘크리트 두께의 층고를 절감함으로써 굴착깊이를 최소화하는 부수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본 발명의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은 시멘트 몰탈과 수용성 아스팔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과 융화됨으로써 습

식 표면에 시공이 가능하고 공기중의 수분이나 스라브의 함수율로 인하여 부착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지하주차장의 시공성이 탁월하게 된다. 현장관리의 용이함은 품질관리 효과가 있어 들뜸에 의한 하자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게 된다. 또, 본 발명의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에 규사와 모래는 마감표면에 노출되어 마찰력을 증대시키고

차량회전 및 제동시 미끄럼에 의한 위험과 소음발생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준다.

기존의 주차장 마감에서 시행하는 방수층, 무근콘크리트 쇠흙손등의 작업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에폭시 레진 몰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어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저오게 된다. 모재 스라브의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일정량 같이 거동함으로써 관통균열과 누수로 인한 피해 및 유지보수가 필요없고 내마모성 재질로 

10mm 두께로 시공함으로써 박판 수지계통 코팅과 라이닝에 비하여 내구성이 뛰어나다.

아스팔트를 가열하지 않고 냉간공법으로 시공함으로서 작업중 인화난 유독가스 중독에 의한 안전문제와 시공이 간편

하여 진다. 모재인 스라브의 균열에 대하여 수용성아스팔트가 침투하여 응고됨으로써 균열에 따른 누수하자와 구조

체의 내구성 감소를 보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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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크리트 상부에 시공하는 바닥 마감재에 있어서,

시멘트 1중량부와 모래 2∼4중량부에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 0.5∼1 중량부와 미량의 첨가제 및 물을 투입하여 혼

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래는 2중량부로 하고 여기에 규사 2중량부를 추가로 혼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

청구항 3.
콘크리트 상부에 시공하는 바닥 마감공법에 있어서,

시멘트 1중량부와 모래 2∼4중량부를 혼합하며, 여기에 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 0.5∼1 중량부와 미량의 첨가제 및 

물을 투입하여 혼합 교반한 후, 이를 바닥에 시공하여 양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 시

공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멘트와 모래의 혼합 전에 규사 2중량부를 모래 2∼4중량부와 먼저 혼합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 시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생 후의 상면에 라텍스계 코팅제를 박막 도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칼라 아스팔트 몰탈 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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