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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몸체에 장치된 상하 러너에 사이기둥이 지그재그배치로서 또는 공통 사이기둥으로 설치되고, 사이기둥이 
내부에 위치하도록 사이기둥의 바깥방향의 양측에 병행으로 기초면재가 차음재를 개재하여 장치되고, 각
각의 기초면재의 외측에, 석고심내에 섬유가 분산하여 이루는 경질석고판이 배설되어 있는 칸막이벽을 제
공한다. 이 칸막이벽은, 특히 건식 집경계벽으로서 알맞고, 방화성, 차음성, 변형추종성. 면외 굽힘강성, 
경도 등에 충분한 특성을 구비하고, 마무리 덧붙임 보드에 석고계 건재를 사용한 경량으로, 동시에 벽두
께가 얇은 것으로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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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칸막이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건식 집경계벽(1)의 부분 단면도.

제2도는 제1도의 건식 집경계벽의 횡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2, 3 : 몸체(軀休)                             4 : 상부 러너

5 : 하부 러너                                   6, 7 : 스터드(間柱)

8, 9 : 기초면재                                10 : 차음재

11, 12 : 경질석고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마무리 덧붙임 보드로 석고계 건축재료인 경질 석고판을 사용한 칸막이벽, 특히 건식 집경계벽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석고계 건축재료의 표적인 것으로서 석고보드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석고보드는 체
로 소석고(燒右膏)악 물을 혼련(混練)하여 경화시킨 석고심을 원지(原紙)로 피복한 판상체이고, 방화성, 
차음성,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가지기 때문에, 건축용 내장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급
속히 보급되고 있는 고충·초고층 건축물의 칸막이벽, 특히 건식 집경계벽에 사용되고 있고, 공정적 적합
성, 경량화, 진동-추종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건식 집경계벽은 몸체공사로부터 분리하여 후속 내장공정 중에 붙일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몸
체에 부착된 경량철골(상하 러너) 등에 설치되는 스터드 구조와 이런 철골을 사용하지 않는 논스터드 구
조가 있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각각의 밑바탕의 골조의 양면에 강화석고보드, 석고압출성형판 및 규산칼
슘판 등의 기초면재를 내부에 차음성이 있는 유리솜 등의 재료를 개재하도록 빽빽히 채우고, 태핑나사등
으로 고정하여 벽을 형성하고, 이어서 그 양면에 마무리 덧붙임 보드(상단보드)를 풀과 스테이플이나 못 
또는 나사를 병용하여 덮어서 완성히고 있다.

이와 같은 건식 집경계벽의 역할은 이웃집을 사이에 두는 것에 부수하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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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  재해(화재  등)  시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요구되는  성능으로서, 
방화성, 차음성, 변형추종성, 면외굽힘강성, 경도 등이 열된다. 이들 요구성능에 더하여, 건물이 고층이
나 초고층으로 됨에 따라, 건식 집경계벽은 주거공간을 확 하기 위하여도 벽두께가 얇은 것이나 경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마무리 덧붙임 보드에 통상의 석고보드(비중 0.65∼0 9)를 사용한 건식 집경계벽으로는, 
경도, 벽두께 및 경량의 점에서는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보다 한층 우수한 칸막이벽, 특히 집경
계벽 구조체의 개발이 갈망되고 있었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방화성, 차음성, 번형추종성, 면외굽힘강성, 경도 등에 충분한 특성을 구비하고, 마무리 덧붙
임 보드에 석고계 건재를 사용한 경량이고, 동시에 벽두께가 얇은 칸막이벽, 특히 건식 집경계벽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칸막이벽, 특히 건식 집경계벽의 마무리 덧붙임 보드로서,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
어지는 경질 석고판을 사용하면, 상기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있다라는 식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본 발명은 몸체에 부착된 상하 러너에 스터드가 지그재그 배치로서 또는 공통 스터드로서 설치되고, 
스터드가 내부에 위치하도록 스터드의 바깥 방향의 양측에 평행하게 기초면재가 차음재료를 개재하여 부
착되고, 각각의 기초면재의 외측에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석고판이 배설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 몸체에 부착된 상하 러너의 양측에 기초면재가 차음재를 사이에 두고 이 기초면재가 향
하여 평행이 되도록 부착되고, 각각의 기초면재의 외측에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이 배설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 몸체에 부착된 상하 러너에 스터드가 지그재그 배치로서 또는 공통 스터드로서 설치되고, 
스터드가 내부에 위치되도록 스터드의 바깥 방향의 양측에 평행하게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
지는 경질 석고판이 배설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 몸체에 부착된 상하 러너의 양측에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
을 차음재를 사이에 두고 이 경실 석고판이 향하여 평행이 되도록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을 제공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본 발명의 칸막이벽은 특히 건식 집경계벽으로서 사용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이하건식 집경계벽에 하
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으로서는, 석고심 내에 소석
고 100 중량부당 0.5∼5 중량부의 섬유가 분산되어 있는 석고심이 원지(原紙)로 피복되어 있는, 비중이 1
∼1.6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소석고 100중량부당 0.5~5 중량부의 섬유와 30∼
65중량%의 혼수(混水)를 혼합 교반하여 얻은 회반죽을 원지 사이에 유입시켜 판상으로 성형함으로써 용이
하게 제조할 수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섬유로서는, 유기섬유, 무기섬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열거되고, 특
히 유기섬유와 무기섬유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기섬유로서는,  보온재,  석면 및 시이퍼라이트
(sepiolite) 등의 광물섬유나 유리섬유, 탄소섬유 둥이 열거된다. 유기섬유로서는, 여러 가지 유기섬유가 
사용가능하지만, 펄프섬유, 특히 헌 종이를 두드려서 푼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섬유의 석
고심 내에서의 분산성을 향상시기기 위하여, 상기 섬유를 소석고와 혼합하는 등으로 하여 섬유의 표면을 
소석고로 피복하거나. 수속성(收束生)을 갖게 하여 물에 닿으면 분산성이 나오는 폴리에딜렌옥사이드 등
으로 표면처리한 후 소석고와 물 등을 혼련하는 믹서 등의 혼련기에 공급하는 것이좋다. 이와 같은 섬유
의  첨가량은  소석고  100  중량부에  하여  특히  1∼2  중량부가  바람직하다.  섬유의  형상은  품질상, 
제조상, 직경이 5∼50미크론, 길이 3∼12㎜의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직경이 10∼20미크론, 길이가 3∼6
㎜의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섬유는 네트(격자)상이라도 좋으며, 이 경우 네트상의 섬유는 경질 석고판을 
성형할 때에 표면 및/또는 내부에 개재시킨다.

또한, 무기섬유와 유기섬유를 병용할 때는, 그 비율을 1:0.05∼1:1(중량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기섬유의 사용량은 소석고 100중량부에 하여 최  2.5중량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양을 초과
하여 유기섬유를 혼입하면 회반죽의 유입이 저하되어 제조상 바람직하지 않다.

석고심을 피복하는 원지로서는, 통상 평량 150∼300g/㎡로 종래로부터 석보드용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
용될 수 있다. 특히, 표면경도가 높은 원지를 사용하면, 경질석고심 그 자체의 경도에 더하여 표면경도가 
향상된 경질 석고판이 얻어진다.

경질 석고판의 비중은 1∼1.6이고, 바람직하기는 1.1∼1.4, 보다 바람직하기는 1.2∼1.4이다. 비중이 1.6
을 초과하면, 못박을 때에 경질 석고판에 유해한 균열이 생겨, 경질 석고판이 밑바탕에 고정될 수 없게 
되고, 못 등의 물림쇠의 강도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구부러져 고정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질 
석고판은 그 품질상 또는 제조상, 종래부터 사용되고 있는 전분 등의 접착제나 경화촉진제 등을 포함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건식 집경계 벽(1)의 부분 단면도를 도시하
는 것이고, 제2도는 제1도의 건식 집경계벽의 횡단면도이다.도면중, 몸체(2, 3)에 콘크리트못 등으로 부
착된 상부 러너(4)와 하부 러너(5)에 스터드(6, 7)가 지그재그 배치로서 설치되고, 스터드(6, 7)가 내부
에 위치하도록 스터드(6. 7)의 바깥 방향의 양측에 평행하게 기초면재(8, 9)가 차음재(10)를 개재하여 태
핑나사 등으로 부착되고, 각각의 기초면재(8, 9)익 외측에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11, 12)이 스테이플이나 접착제 등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다. 또, 상부러너(4)나 하부 러너(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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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6, 7)의 간격에 스페이서(13)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상부 러너(4)나 하부 러너(5)로서는, 경량철골(예를들면 C채널), 목재 등이 사용되고, 스터드(6, 
7)로서는, 폭 45∼·l00㎜, 두께 0.5∼3.2㎜의 경량철골(예를 들면 C채널)이나 목재 등이 사용된다. 또, 
기초면재(8, 9)로서는, 강화 석고보드, 석고 압출 성형판이나 규산칼슘판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차음재
(l0)으로서는 유리솜이나 보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질석고판(11, 12)으로서는, 두께가 9.5∼25㎜의 
것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형성된 건식 집경계벽의 두께는 임의로 할 수 있고, 그 벽에 구비되어
야 할 상기 각 성능을 고효율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l20∼27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차음성이라는 
점에서는 보다 바람직하기는 140㎜이상이다. 그 후, 경질 석고판의 맞춤새 처리나 화장공정을 행할 수 있
다.

본 발명에서는, 스터드(6, 7)를 사용하지 않고 몸체(2, 3)에 부착된 상부 러너(4)와 하부 러너(5)에 직접 
기초면재(8, 9)를 차음재(10)를 사어에 두고 이 차음재(10)가 향하여 평행하게 되도록 부착되고, 각각
의 기초면재(8, 9)의 외측에 석고심 내에 섬유가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석고판(11, 12)을 접착제 등에 
의하여 고정시켜 건식 집경계벽을 구성하여도 좋다. 또, 몸체(2, 3)에 부착된 상부 러너(4)와 하부 러너
(5)에 스터드(6, 7)가 지그재그 배치로서 또는 공통 스터드로서 설치되고, 스터드(6, 7)가 내부에 위치하
도록 스터드(6, 7)의 바깥 방향의 양측에 평행하게, 기초면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11, 12)을 접착제등에 의하여고정시켜 건식 집경계빅을 구성하여도 좋
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몸체(2, 3)에 장치된 상부 러너(4)와 하부 러너(5)의 양측에 기초면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11, 12)을 차음재(10)를 사이에 두고, 
이 경질 석고판이 향하여 평행하게 되도록 부착된 간단한 구조의 건식 집경계벽으로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방화성, 차음성, 변형추종성, 면외굽힘강성, 경도 등에 충분한 특성을 구비하고, 경량
이고 동시에 벽두께가 얇은 칸막이벽, 특히 건식 집경계벽을 제공할수 있다. 또한, 이 건식 칸막이벽은 
집경계벽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의 칸막이벽에도 적용된다. 또, 저층의 집경계벽이나 칸막이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에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실시예 1]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하는 건식 집경계벽을 다음 수순으로 구축하였다. 우선 천정슬래브나 마루슬래브 
등의 몸체(2, 3)에 상부 러너(4)와 하부 러너(5)를 4㎜ φ× 3㎜ 콘그리트못 등으로 고정시켰다. 이 상부 
러너(4)와 하브 러너(5)에 스터드(6, 7)를 지그재그 배치하여 부착하였다. 스터드(6, 7)가 내부에 위치하
도록 스터드(6, 7)의 바깥방향의 한 쪽에 기초면재(강화석고보드 두께 21㎜, 비중 0.775)를 나사 또는 못
으로 부착하고, 차음재(10)(유리솜24/㎥, 25㎜두께)를삽입하고, 스터드(7)의 반 쪽에기초면재(8)와 같은 
재질의 기초면재(9)를 기초면재(8)와 평행하게 되도록 나사 또는 못으로부착하였다. 이어서, 기초면재(8, 
9)의 외측에 경질 석고판(11, 12)을 스테이플과 풀(아세트산 비닐계 접착제)로 부착하여 건식 집경계벽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구축된 건식 집경계벽은 벽두께가 132㎜이고, 면밀도가 651kg/㎡이었다.

또한, 경질석고판(11, l2)은 두께가 12.5㎜, 비중이 1.3이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다

α석고 3.0kg, β석고 7.0kg, 혼수량 73리터, 멜라민계의 감수제 60g, 직경 20미크론, 길고 3.3㎜의 유리
섬유  100g의  배합비율로  믹서를  사용하여  회반죽(석고  슬러리)을  만들고,  2매의  원지  사이(평방미터 
250g/㎡의 석고보드에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에 유입시고 성형롤을 통과시켜, 경질 석고판을 성형하여 
건조시켜 얻었다.

[비교예 1]

경질 석고판(11, 12) 신에 두께가 21㎜이고 비중이 0.775인 강화석고보드를 사용한이외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하여 벽두께가 149㎜이고, 면밀도가 65kg/㎡인 건식 집경계벽을 구축하였다

실시예 1의 건식 집경계벽과 비교예 1의 건식 집경계벽의 성능을 다음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시험방법]

내화성시험  JIS A 1304「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준하여 행하였다.

변형추종성  JIS A 1414 6.19「조립된 비내력용 패널의 면내 전단 및 굽힘에 의한 변형시험」에 준하여, 
1/200의 변위를 주고 각각의 변위에 있어서 각 측정점의 변위를 측정하고, 표면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면외 굽힘강성 (재)베터리빙(Better Living: Foundation)내장시스템 시험방법 「분포압세기시험」에 준하
여 시험체에 수평으로 180kg의 힘으로 가압을 행하고, 가압에 한 변위를 측정하고 시험체의 상태를 관
찰하였다.

표면강도(내충격성) 높이 1m로부터 시험체 상에 1kg의 강구를 낙하시키고 표면의 오목자극의 깊이를 측정
하였다.

차음성 JIS A 1416「실험실에 있어서 음향투과손실 측겅방법」에 준하여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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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정리하여 표-1에 표시하다.

표-1의 결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면밀도를 같게 하고 벽두께를 바꾸어 비교한바, 본 발명품은 비교
예에 비하여 벽두께가 얇더라도, 차음성, 면외굽힘강성 및 경도의 점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비교예의 구성으로 본 발명의 차음성능과 같게 하려면, 건식 집경계벽을 두께157㎜, 면밀도 75.6kg/
㎡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몸체에 부착된 상하 러너에 스터드가 지그재그 배치로서 또는 공통 스터드로서 설치되고, 스터드가 내부
에 위치하도록 스터드의 바깥 방향의 양측에 평행하게 기초면재가 차음재를 개재하여 부착되고, 각각의 
기초면재의 외측에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이 배설되어 있고, 경질 석고판
이 석고심 내에 소석고 100중량부당 0.5~5 중량부의 섬유가 분산되어 있는 석고심을 원지로 피복하여 이
루어지는 비중이 1~1.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건식 집경계벽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

청구항 3 

몸체에면 부착된 상하 러너의 양측에 기초면재가 차음재를 사이에 두고 이 기초면재가 향하여 평행하게 
되도록 부착되고, 각각의 기초면재의 외측에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이 배
설되어 있고, 경질석고판이 석고심 내에 소석고 100중량부당 0.5∼5 중량부의 섬유가 분산되어 있는 석고
심을 원지로 피복하여이루어지는 비중이 1∼1.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건식 집경계벽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

청구항 5 

몸체에 부착된 상하 러너에 스터드가 지그재그 배치로서 또는 공통 스터드로서 설치되고, 스터드가 내부
에 위치하도록 스터드의 바깥 방향의 양측에 평행하게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
고판이 배설되어 있고, 경질석고판이 석고심 내에 소석고 100중량부당 0.5∼5 중량부의 섬유가 분산되어 
있는 석고심을 원지로 피복하여 이루어지는 비중이 1∼1.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

청구항 6 

제 7항에 있어서, 건식 집경계벽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

청구항 7 

몸체에 부착된 상하 러너의 양측에 석고심 내에 섬유가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질 석고판을 차음재를 사
이에 두고 이 경질 석고판이 향하여 평행하게 되도록 부착되어 있고, 경질석고판이 석고심 내에 소석고 
100중량부당 0.5∼5 중량부의 섬유가 분산되어 있는 석고심을 원지로 피복하여 이루어지는 비중 1∼1.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

청구항 8 

제10항에 있어서, 건식 집경계벽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칸막이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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