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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공동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의 바닥판(1) 및 벽면에 시공되는 건축자재용 판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

하게는 저판(11)으로 사용되는 마분지 위에 제1황토층(12), 동망(13)(銅網), 열판(14), 제2황토층(12'), 참숯(20)(또

는 옥(30)) 및 한지(15)가 차례로 적층된 조립식 황토판넬에 관한 것이다. 이 황토판넬(10)은 간편하고 용이한 현장시

공을 위해서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종래의 기술은 콘크리트가 타설된 바닥판(1)위에 황토 또는 숯가루가 첨가된 황토를 현장에서 습식 시공하는 것으로

서, 미숙련자에 의한 시공이 대체로 어려웠고 또한 현장 포설임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고안은 마분지 위에 제1황토층(12), 동망(13)(銅網), 열판(14), 제2황토층(12'), 참숯(20)(또는 옥(30)) 및 한

지(15)가 차례로 적층된 조립식 황토판넬을 제공하여 미숙련자도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고, 공사기간 또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황토, 참숯, 옥, 판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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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바닥판 시공 단면도

도 2는 본 고안의 사시도

도 3a, 3b는 본 고안의 시공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이 적용된 바닥판의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바닥판

2 : 축열층

3 : 난방배관

4 : 미장마감재

10 : 황토판넬

11 : 저판

12 : 제1황토층

12' : 제2황토층

13 : 동망(銅網)

14 : 열판

15 : 한지

20 : 참숯

30 : 옥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공동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의 바닥판 및 벽면에 시공되는 건축자재용 판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

는 저판으로 사용되는 마분지 위에 제1황토층, 동망(銅網), 열판, 제2황토층, 참숯(또는 옥) 및 한지가 차례로 적층된 

조립식 황토판넬에 관한 것이다. 이 황토판넬은 간편하고 용이한 현장시공을 위해서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하

여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도 1은 종래의 바닥판(1) 시공 단면도로서, 콘크리트가 타설된 바닥판(1) 위에 난방배관(3)이 묻히는 축열층(2)이 시

공된다. 이 축열층(2)은 주로 기포콘크리트로 시공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난방배관(3)의 열이 콘크리트 바닥판(1)

으로 전달 되어 손실 되는것을 방지하고, 또한 난방배관(3)이 열을 발생했을때 그 열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축열층(2) 위에는 미장마감재(4)가 시공되는데 이 미장마감재(4)로는 모르타르 및 황토(또는 숯가루가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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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가 사용되며 현장에서 습식 시공된다.

그러나 황토(또는 숯가루가 첨가된 황토)의 미장마감재(4) 시공이 다수의 숙 련자에 의해서 현장 포설됨에 따라 인건

비가 상승 되고, 또한 현장 포설임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은 상술한 바와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미숙련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구성함에 따라 시공이 간편하고 용이하게 이루어 질수 있고, 또한 웰빙(Well-being)시대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

양식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흥하고자 황토, 참숯 및 옥을 포함하는 인체에 유용한 조립식 황토판넬을 제공하고자 한

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술구성 및 효과를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도 2는 본 고안의 사시도이고, 도 3a, 3b는 본 고안의 시공 단면도이며, 도 4는 본 고안이 적용된 바닥판의 사시도이

다.

본 고안인 조립식 황토판넬은 두꺼운 종이 또는 마분지 위에 제1황토층(12), 동망(13)(銅網), 열판(14), 제2황토층(12

'), 참숯(20)(또는 옥(30)) 및 한지(15) 2겹을 차례로 적층한 후 일정시간 건조한 다음 현장시공이 용이하도록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절단한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도 2에서와 같이 저판(11)으로 사용되는 두꺼운 종이 또는 마분지 위에 100중량%의 황토 또

는 70~80중량%의 황토와 20~30중량%의 점토가 혼합된 제1황토층(12)이 포설되고, 이 제1황토층(12) 위에 황토판

넬(10)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물망 형상의 동망(13)(銅網)이 제1황토층(12)에 묻히도록 설치된다.

상기 구조보강용 동망(13)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유도 흡수하고 수맥파 차단에 효과가 있다. 이러한 동망(13)위

에는 전원 공급이 가능한 열판(14)이 적층되는데, 이는 가옥의 바닥판(1)에 난방배관(3)이 미 설치되었거나 기 설치된

난방배관(3)이 사용 불능이 되었을 경우 가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상기 열판(14)의 전원공급 기술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속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열판(14) 위에는 100중량%의 황토 또는 70~80중량%의 황토와 20~30중량%의 점토가 혼합된 제2황토층(12')이 포

설되고, 이 제2황토층(12')에는 원주 형상의 참숯(20)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수 삽입되되, 제2황토층(12')의 상

면과 참숯(20)의 상면이 동일면을 이루도록 삽입된다.

상기 참숯(20)은 우수한 흡착성으로 인해 전자파를 차단하고 흡수하며, 공기중에 오염된 성분이나 유해한 불순물을 

흡착한 후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냄새를 제거시킨다. 또한, 항균 및 해독 효과가 탁월하며, 습기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

하고, 반대로 건조시에는 수분을 방출하여 습도를 조절하는 조습기능이 있다.

이러한 참숯(20)의 상면에 전통 한지(15) 2겹을 적층한후 건조시킨 다음 현장 시공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정방형 또

는 장방형의 형태로 절단한다.

본 고안에 사용되는 황토의 원적외선 발산으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촉진되고, 인체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됨에 따라 

숙면(熟眠)을 취할수 있고 또한, 황토의 음이온 발산으로 인해 악취의 제거 및 곰팡이 발생 방지 특히, 건축자재에 함

유된 포르말린(Formalin) 등의 유해물질의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상기 황토판넬(10)은 그 구성중 참숯(20)을 옥(30)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옥(30)은 인체에 극히 필요한 광물질, 칼슘

,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고 그 성분중 마그네슘이 다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옥(30)에서 발생되는 기(氣) 파동은

인체 세포의 기(氣) 파동과 같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일 파동으로 인해 옥(30)에서 발생된 파동이 인체

세포에 자연스럽게 침투되어 공진작용을 하므로써, 혈액순환 증진 및 체내의 유해 노폐물 배출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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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조립식 황토판넬은 다양한 두께로 생산 된 후 도 3a, 3b와 같이 건축물의 바닥판(1)이나 벽면에 조

립식으로 건식 시공되는 것이다.

결국, 본 고안의 기술요지는 바닥판(1) 또는 벽면에 시공되는 건축자재용 판넬에 있어서, 두꺼운 종이 또는 마분지의 

저판(11)과, 저판(11)위에 포설된 제1황토층(12)과, 제1황토층(12)위에 설치된 구조보강용 동망(13)(銅網)과, 동망(1

3)위에 설치된 전원공급 가능한 열판(14)과, 열판(14)위에 포설된 제2황토층(12')과, 제2황토층(12')에 삽입된 참숯(

20)과, 상기 제2황토층(12') 및 참숯(20) 위에 한지(15)가 적층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황토판넬이다. 한편, 

상기 참숯(20)은 옥(30)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본 고안은 조립식으로 시공할 수 있음에 따라 미숙련자에 의한 시공에서도 공사기간을 단

축할 수 있고, 조립식 황토판넬을 구성하고 있는 황토, 참숯 및 옥의 유용한 효능으로 인해 유해한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바닥판(1) 또는 벽면에 시공되는 건축자재용 판넬에 있어서,

두꺼운 종이 또는 마분지의 저판(11)과;

저판(11)위에 포설된 제1황토층(12)과;

제1황토층(12)위에 설치된 구조보강용 동망(13)(銅網)과;

동망(13)위에 포설된 제2황토층(12')과;

제2황토층(12')에 삽입된 참숯(20)과;

상기 제2황토층(12') 및 참숯(20) 위에 한지(15)가 적층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황토판넬.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참숯(20) 대신 옥(30)을 삽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황토판넬.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구조보강용 동망(13)(銅網)과 제2황토층(12') 사이에 전원공급 가능한 열판(14)이 추가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황토판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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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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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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