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벽돌 보강철물

Daeiltec Masonry Reinforcing System

Daeiltec • 회사소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회사연혁
Company History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하나되어 편하고 친근감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여러분 곁에는
(주) 대일텍이 늘 함께 할 것 입니다.

2005

05. 23

주식회사 대일텍 설립 (제조 및 도매업)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7-10
대표이사 : 권화숙 취임

2007

06. 01

제1공장 확장

11. 07

제2공장 설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540-3)

주름앵글 개발완료
03. 29

제2공장 증설 (업종추가 : 석재성형가공품)

08. 03

서울 사무소 설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0-6)

2009

06. 03

제2공장 증설 (업종추가 : 시멘트 벽돌, 블록)

2010

05. 30
06. 17

서울 사무소 이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0-6 대성빌딩 4층)

2012

조

직

본사 이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540-3)

HOLE BLOCK 개발완료

도

Organizational
chart

대표이사
부사장

연구·개발자문위원회
전무이사

상무이사

영업이사
건축부 조경·토목팀 설계팀

상무이사

관리이사
관리팀

지원팀

생산·관리이사
건축생산부

조경·토목생산부

생산1부

생산2부

기술이사
신자재개발부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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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명

규

격

재

질

용

도

주재료 : SS400
도금방법 : 용융아연도금

DMR-A
앵
글

90X90X9.0T
100X100X7.0T
125X75X7.0T
150X90X9.0T
175X175X12.0T
130X100X7.0T
130X100X9.0T
150X100X7.0T
170X100X9.0T
180X100X9.0T
190X100X9.0T
200X100X9.0T

주재료 : SS400
도금방법 : 용융아연도금

층고가 높을 시 하중분산용으로 설치.

DMR-A
앵
글
(용접보강)

220X120X8.0T
220X120X9.0T
230X120X9.0T
250X120X9.0T
270X120X9.0T

주재료 : SS400
도금방법 : 용융아연도금

층고가 높을 시 하중분산용으로 설치.

웨지앙카

M12X100
M16X100
M16X125

주재료 : 냉간소성
도금방법 : 아연도금

연

DMR-S
앵
글
(주름앵글)

100X100X3.2T
100X100X4.0T
120X100X4.0T
130X100X4.5T
150X100X5.0T
170X100X5.0T
170X100X6.0T
180X100X6.0T

개구부 및 창문 상인방에 설치.
층고가 높을 시 하중분산용으로 설치.
(특허 제 10-0713675호)

개구부 및 창문 상인방에 설치.

개구부 및 창문 상인방에 설치.

결

연속적인 작업에 적합.
유연성이 우수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공.
다양한 깊이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

보
C형, I형
고정철물

C형:150X32X1.6T
몸체:50,70mm
85,100,120mm

콘크리트 벽체 또는 단열재가 설치된
주재료 : 아연강판

벽에 고정하여, 조적조에 연결시키는
고정철물. 내진, 내풍에 유리.

사각고리와 와이어의 연결 수직하중의

강

I형:150X32X1.6T

50X58

주재료 : PVC
(셀룰로이즈 계통)

사각고리

50,75,100,120
150,170,200mm

주재료 : 아연강선

L형
고정철물

벽체:50X30X1.6T
길이:70,90,100
120,140,150,160
170,180,200mm

주재료 : 아연강판

상인방셋트

봉:400,1000mm
고리,너트,와샤

주재료 : 9mm 강봉
도금방법 : 아연도금

분산, 조적조의 수평유지.

재

연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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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철물과 연결판을 연결
수직하중의 분산, 조적조의 수평유지.

골조 또는 콘크리트벽에 고정하여
조적조에 연결시키는 고정철물.

개구부 및 창문 상인방에 설치.

제품형상

DMR 연결보강재 형상 및 부품규격서

구분

품 명

규

격

재

질

용

도

제품형상

조적조 공간벽의 최하단부 및 개구부

몰탈스크린

900X250X25

주재료 : 아연강선

상인방에 설치하여 조적 시공시 몰탈
낙하로 인한 통·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하여 백화현상을 예방한다.

아이클립
핀
틀

내벽이 콘크리트 블록 또는 시멘트 벽돌
현장규격

주재료 : 아연강선

이며 , 설치구간이 좁은 곳에 사용되며,
내벽과 조적조를 연결시키는 철물.
벽체의 길이가 길은 경우에 적절한
구간마다 수직으로 설치하여 계절의

연
결

폭 : 75mm
두께 : 10mm

주재료 : 합성고무

슬립셋트

45X200

주재료 : 아연강판,PVC
도금방법 : 아연도금

삼중방수지

250X10M
330X10M
500X10M

조인트

온도변화 및 풍압에 따라 발생하는
수직, 수평수축 운동에 의한 조적조
균열 및 벽돌의 파괴를 예방한다.

조인트 상·하부에 설치하여 고정.

몰탈스크린과 단열재 뒷면에 설치하여

보

주재료 : 폴리에틸렌

벽체공간에 흐르는 습기와 수분을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백화방지 역할도 한다.

강

통·배수구

85X60X30

주재료 : PVC
(셀룰로이즈 계통)

구조체와 조적조 사이의 공간에 발생
하는 습기와 수분을 외부로 배출하고
이로 생기는 백화를 방지.

재

통풍구

85x60X10

주재료 : PVC
(셀룰로이즈 계통)

골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습기를

인방용
절단벽돌

현장규격

주재료 : 점토벽돌
방법 : 현장상황에
맞춤가공

통풍구를 설치함으로서 조적조와
배출하고 통풍을 시켜 백화를 방지.

개구부 및 창문 상인방에 설치.
발코니 및 창틀 상단에 별도의 고정수단
없이, 앵글에 직접고정.
(특허 제 10-0653138호)

말굽와샤

100X60X5T
100X60X9T

주재료 : SS400
도금방법 : 아연도금

아연도
철
선

Φ3.2, 2M
Φ4.0, 2M

주재료 : 아연강선

구조체의 수평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
이격을 보정해주는 역할.

고정철물과 연결판을 연결시키는
보조철물.

DMR 연결보강재 형상 및 부품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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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S 앵글 설치도
⊙설치방법
1. DMR-S 앵글은 웨지앙카 M12X100mm를 @320mm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에 설치한다.
2. 앵글의 크기는 조적벽체의 마감선에 따라 정해진다. (마감선 -20mm ~ -30mm가 앵글 규격임)

DMR I형 고정철물

DMR-M 몰탈 스크린
DMR-B 삼중방수지

DMR-G 통�배수구 @600

DMR-N 앙카 M12X100 @320

인방용 절단벽돌
백업, 코킹마감
120~130

DMR-S 주름앵글 100X100X4T

와셔/너트 (전기아연도금)
DMR-N 앙카 M12X100 @320
DMR-S 주름앵글 100X100X4T

m

57m

100mm

90mm

130

mm

인방용 앵글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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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용 절단벽돌 설치도 (규격은 현장과 협의)

DMR-S 앵글 설치도

DMR-A 앵글 설치 및 상인방 셋트 설치도
⊙설치방법
1. DMR-A 앵글은 웨지앙카 M16X100mm를 @450mm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에 설치한다.
2. 앵글의 크기는 조적벽체의 중공 크기에 따라 다르다.

와셔/너트 (전기아연도금)

와셔/너트 (전기아연도금)

DMR-A 앵글

DMR-A 앵글
DMR-N 앙카 M16X100 @450

DMR-N 앙카 M16X100 @450

mm

450

mm

400
DMR 상인방 셋트
400mm 간격으로 설치

DMR-B 삼중방수지
DMR-A 앵글
DMR-M 몰탈스크린

DMR-G 통�배수구 @600
몰탈충진
DMR 상인방 셋트
백업, 코킹마감

DMR-N 앙카 M16X100 @450

단면도

DMR-A 앵글 설치 및 상인방 셋트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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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 C형 고정철물 설치방법 및 용도
⊙설치방법
1. 콘크리트 벽체의 외단열 일때 설치한다.
2. 내벽이 시멘트 벽돌(조적상태) 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3. 설치간격은 좌우 600~900mm, 상하 400mm~600mm 이내에서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4. 벽체에 고정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타정용 건(GUN) 혹은 칼블럭 등을 사용한다.
600~900

600~9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600~900

400~600

600~900

단면도

DMR-C형고정철물

정면도

DMR C형 고정철물

DMR 사각고리

DMR 사각고리

DI-N 칼블럭
DMR C형 고정철물

DMR 연결판
아연도금 철선 Φ3.2mm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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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 연결판

아연도금 철선 Φ3.2mm

평면도

DMR C형 고정철물 설치방법 및 용도

DMR C형 보강철물 시공상세도

600~900

단열재

400~600

콘크리트 내벽

입체도

DMR 사각고리
DMR 연결판

DMR C형 고정철물

DI-N 칼블럭
아연도금 철선 Φ3.2mm

부품 설치 상세도

DMR C형 보강철물 시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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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 I형 고정철물 설치방법 및 용도
⊙설치방법
1. 콘크리트, 미장 또는 철골조 바탕연결 철물이다.
2. 설치간격은 좌우 600mm~900mm, 상하 400mm~600mm 이내에서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3. 벽체에 고정하는 방법은 칼블럭 또는 32mm 콘크리트 못 등을 사용한다.

600~900

600~900

600~9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600~900

단면도

DMR 사각고리

DMR I형 고정철물

정면도

DMR I형 고정철물

DMR I형 고정철물

DMR 사각고리

DMR 연결판

아연도금 철선 Φ3.2mm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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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 연결판

아연도금 철선 Φ3.2mm

평면도

DMR I형 고정철물 설치방법 및 용도

DMR I형 보강철물 시공상세도

600~900

400~600

콘크리트 내벽

입체도

DMR 사각고리
DMR 연결판

DMR I형 고정철물

DI-N 타격앙카
아연도금 철선 Φ3.2mm

부품 설치 상세도

DMR I형 보강철물 시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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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 L형 고정철물 설치방법 및 용도
⊙설치방법
1. 콘크리트, 미장 또는 철골조 바탕연결 철물이다.
2.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방향으로 600X600mm 이내 간격에서 시공할 수 있다.
3. 벽체에 고정하는 방법은 칼블럭 또는 32mm 콘크리트 못 등을 사용한다.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DMR L형 고정철물

단면도

정면도

DMR L형 고정철물

아연도금 철선 Φ4.0mm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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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 L형 고정철물 설치방법 및 용도

DMR L형 보강철물 시공상세도

DMR L형 고정철물
수직 600mm
수평 600mm이내 간격

아연도금 철선 Φ4.0mm

DMR-G 통�배수구 @600
DMR-M 몰탈스크린

DMR-B 삼중방수지

입체도

중공 최소폭 40mm

아연도금 철선 Φ4.0mm

DMR L형 고정철물

DMR L형 고정철물

콘크리트

DMR-B 삼중방수지

DMR-M 몰탈스크린

DMR-G 통�배수구 @600

아연도금 철선 Φ4.0mm

단면도

DMR L형 보강철물 시공상세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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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G 통풍구(통·배수구)설치방법 및 목적
⊙설치목적
콘크리트와 치장벽돌 사이의 공간에 발생하는 습기와 수분을 외부로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백화를 방지하고 습기로 인한 외벽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설치방법
1. 통풍구의 설치간격은 600mm로 한다.
2. 통풍구는 층별 상단부에 설치하며, 통·배수구는 층별 하단 1번째 단에 설치한다.
3. 통풍구, 통·배수구는 줄눈사이에 설치하며, 몰탈이 구멍을 막아서는 절대 안된다.

DMR-G 통�배수구 @600
각 층 바닥 마감선

DMR-G 통풍구 @600

DMR-G 통풍구 @600

DMR-G 통�배수구 @600

각 층 바닥 마감선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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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G 통풍구(통·배수구)설치방법 및 목적

DMR-B 방수/방습 시스템 설치도
⊙설치방법
1. 공간(중공)쌓기 벽체구조의 백화현상 및 누수로 인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통·배수구 및 통풍구를
설치한다.
2. 각 층의 하단 및 창문 상단에는 방수지 및 몰탈 스크린을 설치하고 최하단 벽돌 줄눈 사이에
통·배수구를 6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통풍구는 각층 상단 및 창문 하단에 6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DMR-G 통�배수구 @600

DMR-M 몰탈스크린

구조용 앵글

DMR-G 통�배수구 @600
DMR-G 통풍구 @600
DMR I형 고정철물
DMR-G 통풍구 @600

콘크리트
0.5B 점토벽돌
치장쌓기
DMR-M 몰탈스크린
DMR-B 삼중방수지

DMR-G 통�배수구 @600

DMR-G 통�배수구 @600

단면도

DMR-B 방수/방습 시스템 설치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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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J 조인트와 슬립셋트 설치방법 및 용도
⊙시공목적
- 조적벽체의 수축 또는 팽창으로 인한 균열방지를 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설치방법
1. 최소 10mm 두께로 조인트를 설치한다.
2. 창문과 기둥 사이가 9m이내 일때, 창문열에 조인트를 설치한다.
3. 슬립셋트는 조인트를 설치할 경우 조인트 양부분 벽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4. 조인트를 설치 한 후에 외벽에 실리콘으로 마감하여 외부습기를 막아준다.

9M
조인트 설치간격

창문과 기둥사이 간격

정면도
DMR 슬립셋트

DMR-J 조인트
실리콘 코킹마감

DMR-J 조인트

DMR 슬립셋트

실리콘 코킹마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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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DMR-J 조인트와 슬립셋트 설치방법 및 용도

DMR 아이클립, 핀틀 설치방법 및 용도
⊙설치방법
1. 내벽이 시멘트 벽돌 또는 블럭으로 조적할 때 사용한다.
2. 설치간격은 상하 400mm 기준으로 하며 구조에 따라 600mm까지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상하 지그재그로 시공한다.
3. 시멘트 벽돌 조적시 아이클립을 설치한 후 외부의 미장벽돌을 조적 시공할 때, 연결판과 와이어를
써서 외벽에 고정시킨다.

400~600

DMR 아이클립 셋트

400~600

DMR 아이클립
DMR 핀틀
DMR 연결판
시멘트벽돌
THK 50 단열재
치장벽돌

시멘트벽돌

THK 50 단열재

단면도

입체도

DMR 아이클립
DMR 핀틀

DMR 아이클립

DMR 연결판

아연도금 철선

DMR 핀틀

DMR 연결판
아연도금 철선

개념도

DMR 아이클립, 핀틀 설치방법 및 용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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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 (콘크리트+단열재+점토벽돌)

THK 화강석 두겁대
DMR-G 통풍구 @600

DMR-G 통풍구 @600

콘크리트
THK50 단열재
0.5B 점토벽돌
DMR C형 고정철물
(@ 900X400)
DMR-S 주름앵글
DMR-B 삼중방수지
DMR-M 몰탈스크린
DMR-S 주름앵글
DMR-G 통�배수구 @600
인방용 절단벽돌

DMR-G 통�배수구 @600
DMR-G 통풍구 @600

코킹
DMR-N 웨지앙카 (@320)

코킹
DMR-B 삼중방수지
DMR-G 통풍구 @600

DMR-S 주름앵글
DMR-M 몰탈스크린
DMR-S 주름앵글

DMR-B 삼중방수지

DMR-G 통�배수구 @600
DMR-G 통풍구 @600

인방용 절단벽돌

DMR-G 통�배수구 @600
코킹
DMR-N 웨지앙카 (@320)

정면도

단면도

90 50 200
50

THK18 복층유리

DMR C형 고정철물

콘크리트

DMR 연결판
아연도 철선 Φ3.2mm

THK50 단열재
0.5B 점토벽돌 치장쌓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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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 (콘크리트+단열재+점토벽돌)

설계예 (콘크리트+점토벽돌)

EPS 몰딩

DMR-G 통풍구 @600

DMR-B 삼중방수지

DMR-S 주름앵글

DMR-S 주름앵글

DMR-G 통�배수구 @600

DMR-G 통�배수구 @600
DMR-G 통풍구 @600

인방용 절단벽돌
코킹

DMR-N 웨지앙카 (@320)

DMR-B 삼중방수지

DMR-S 주름앵글

DMR-G 통�배수구 @600

DMR-S 주름앵글

DMR-G 통�배수구 @600
DMR-G 통풍구 @600

인방용 절단벽돌
코킹

정면도

DMR-N 웨지앙카 (@320)

단면도

90 200
50

THK18 복층유리

DMR I형 고정철물
DMR 연결판
아연도 철선 Φ3.2mm

콘크리트
0.5B 점토벽돌 치장쌓기

평면도

설계예 (콘크리트+점토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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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분리 구조 (Compartment Divider)
- 인방 구조용 앵글 (Shelf Angles)
조적벽체의 하중을 층간으로 분리하여 균열 및 처짐을 방지하는 구조보강재 이므로 앵글 각 부위에
미치는 하중값, 변형율 및 앵글 끝단부의 처짐값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방 구조용 앵글의 필수요소 비교
ᆞ단면계수 17.7㎠(KS규격품)값 이상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해야 함.

10

m

m

ᆞ단순절곡 제품은 형강과 같은 단면계수를 적용하여 구조계산 불가능 (최소 30% 단면결솔)

1) 100X100X7.0T 형강 (KS규격품)

2) 4.0T 철판 단순절곡 Z=2.97㎤

3) 100X100X4.0T 주름앵글 Z=19.1㎤

▶응력취약부위 두께보강.

▶절곡부위의 미세균열 및 강제 꺾임(직각)
으로 인하여 코너부위 두께가 얇아짐.

▶주름형상의 절곡으로 직각 부위가 없고 단면계수(Z)
값의 상승으로 KS규격품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함.

② 처짐값 제한
ᆞ인방 구조용 앵글의 처짐이 기준치 보다 크게 발생하면 각 층의 하중이 분리되지 못하여, 조적벽체의
균열 및 부등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 지지점 사이의 인방용 보와 구조용 앵글의 처짐은
L/600 또는 7.6mm와 앵글 선단부의 총 회전량
(선단부의 처짐량)1/16in. (1.6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앵글의 수평부분 (하부 플랜지)은
조적벽체의 두께의 최소 2/3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
이어야 한다.

자료발췌 : BIS Technical note 28B
(Shelf Angles)

미국 조적협회 기술집 28B 항목
(인방 구조용 앵글)

③ 편심거리(e)값의 확인
ᆞ구조검토시 마감선에 맞는 하중의 작용점 편심거리(e)값의 확인 필수.
ᆞ편심거리에 따라 응력 및 처짐값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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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ck Veneer Wall System의 분류
④ 인방 구조용 앵글의 구조검토
ᆞ구조용 앵글의 응력검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앵글 각 부분에 작용하는 응력값이 다르므로
단순한 수기식 계산으로는 처짐값 계산 불가능.

*응력

Fb = Fy(2400)/1.3 = 1864kg/㎡
1426.3/1846(Fb) = 0.773 < 1.0 (ok)

* 최대처짐

최대처짐검토 = 1.416mm

◆ 구조용 보강재 (Ties / Adjustable Ties, Frame Anchors)
- I형, C형, L형 고정철물
1) 풍하중에 대한 수평 지지능력 향상.
2) 지진에 대한 보강.
3) 제품의 형상, 중공의 폭, 횡하중 [풍하중, 지진]
설치위치 등을 고려.
4) 종류 : I형, C형, L형 고정철물.

- 구조용 보강재 설치 (고정철물)
ᆞ3 ~ 5층 : @900X400mm, @600X600mm
자료발췌 : BIS Technical note 28B
(Anchors)

The Brick Veneer Wall System의 분류

ᆞ5층이상 : 수평 600mm, 수직 400mm
간격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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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ck Veneer Wall System의 분류
◆ 신축조절 시스템
- 신축조인트 (Movement Control System)
1) 수직 및 수평의 분리를 통해 열팽창으로 인한 균열 방지.
2) 부분적인 보수 및 관리 가능.
3) 점토벽돌은 습윤팽창이 0.02%, 온도가 45℃ 상승할 때
팽창은 약 0.03%이다. 조적조 판벽의 2.7m 층고에서
5.4mm정도의 서로 다른 움직임을 적용.

- 신축조절 시스템(Expansion Joint)
ᆞ수평 조인트 : 합성고무 3mm
ᆞ수직 조인트 : 합성고무 10mm
공기유출

공 기 상 승

◆ 습윤조절 시스템 (Moisture Control System)
- 통풍구, 통·배수구, 몰탈스크린, 삼중방수지
1) 조적조의 근본적인 하자요인인 물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2) 중공벽 내 통기성 증대 및 수분 배출 활성화.
3) 수분의 조기 배출로 인한 백화 발생 억제 효과.
4) 내부 벽체로의 우수침투 방지.
공기유입

- 습윤조절 시스템
1) 통·배수구 : 수평 600mm
간격으로 설치내벽의 수분을
제거한다.
2) 통풍구를 통한 공기의 순환으로
벽돌 및 내벽의 수분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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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췌 : BIS Technical note 28B
(Weeps and Vent)

The Brick Veneer Wall System의 분류

주요하자 유형 및 대처방안
◆ 백화 및 오염현상
- 1차백화 : 혼합수 등의 용해된 가용성분이 시멘트 경화제의 표면건조에 의해 수분이 증발함으로서 발생.
- 2차백화 : 우수, 지하수, 양생수 등이 침입하여 내부에서 건조되면서 시멘트 등의 건축재로 내의 가용성분이
용출하여 발생.

- 백화 현상 -

- 통,배수구 막힘현상 -

ᆞ원 인 : 통·배수구 미설치 및 막힘, 하부인방 물끊기 미비에 의한 오염백화.

◆ 균열현상
- 수직·수평 조인트의 미설치와 부적절한 콘크리트 인방의 시공으로 인한 하자

- 부적합한 시공사례 -

- 적합한 시공사례 -

ᆞ원 인 : 수직조인트는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연속적으로 설치 되어야 함.

ᆞ원 인 : 조적턱 후시공 및 Dowel Bar의 정착길이 미확보.

주요하자 유형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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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앵글 사용에 의한 하자
- 마감선에 맞는 적합한 구조앵글을 사용하고 앵글에 맞는 설치간격을 준수하여 조적벽체가 연속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ᆞ원 인 : 부적합한 앵글 설치와 설치간격으로 인하여 처짐 발생 및 균열 크랙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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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적벽체 전부를 제거 후 재 시공 -

- 조적벽체 전부를 제거 후 재 시공 -

- 조적벽체 수직,수평균열 -

- 조적벽체 수직,수평균열 -

주요하자 유형 및 대처방안

- 조적벽체 배부름 현상-

- 말굽와샤 과대 사용 -

◆ 코너앵글 미설치로 인한 하자
-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 수직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너앵글을 설치한다.
ᆞ원 인 : 조적벽체가 높아지면서 심각한 집중하중이 모서리 부분에 발생되며, 벽면이 부서지거나 크랙이 발생함.

- 모서리 부분 수직균열 -

주요하자 유형 및 대처방안

- 모서리 부분 수직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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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S 앵글(주름앵글) 시스템 시공사진
<설치방법>
건축 마감선에 따라서 앵글 및 부속철물 규격 결정한다.
마감선

주름앵글규격

사각고리

(B X H X T)

(내단열시 기준)

120mm
130mm
140mm
150mm
160mm
170mm
180mm
190mm
200mm

100X100X4.0T
100X100X4.0T
120X100X4.0T
130X100X4.5T
130X100X4.5T
150X100X5.0T
150X100X5.0T
170X100X5.0T
170X100X5.0T

50 mm
75 mm
75 mm
75 mm
100 mm
100 mm
100 mm
120 mm
120 mm

웨지앙카
M12X100
M12X100
M12X100
M12X100
M12X100
M16X100
M16X100
M16X100
M16X100

<DMR-S 주름앵글>
● 기능 및 용도
층간 하중을 분산하고, 개구부 상부에 설치하여 조적벽체의
균열 및 처짐을 방지한다.
● 설치방법
1. 앵글 설치 위치에 맞추어 먹줄을 표시한다.
2. 웨지앙카 설치를 위해 앵글 타공 구멍 위치에 60~70mm
깊이로 천공한다.
3. 수평 레벨기로 확인하여, 앵글이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골조에 굴곡이 있을 시는 5.0t 말굽와샤로 보정함.)
4. 웨지앙카를 @3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DMR-B 3중 방수지>
● 기능 및 용도
창 상부로 물이 침투하여 내벽으로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
● 설치방법
앵글 상단 150mm 위부터 부착하여, 토치램프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체에 밀실하게 접착한다.
◎ 알루미늄 밴드 위 타정못으로 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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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S 앵글(주름앵글) 시스템 시공사진

DMR-I 고정철물, 신축조인트, 통·배수구 시공사진
<DMR-I형 고정철물 SET>
● 기능 및 용도
내단열시 사용하며, 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어 지진 등
수평력에 의해 조적벽체가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설치방법
콘크리트 벽체에 타정 공구로 타정하여 @900X400
(가로X세로)으로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 외단열 시 DMR-C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단열재 두께에 따라 50mm, 75mm, 100mm를 사용한다.

● 구조
고정철물(I형)+사각고리+연결판+아연도철선
● 벽돌과 벽체사이에 최소30~50mm 중공을 필히 확보
하여야함. (백화방지대책)

<DMR-M 몰탈스크린>
● 기능 및 용도
내부와 외부 벽체사이에 설치, 조적시 떨어지는 몰탈을
받쳐주어 하부에 몰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통풍 및
배수가 원활하게 유지됨.

<DMR-J 신축조인트>
● 기능 및 용도
온도 및 재료 자체의 수축팽창에 의한 균열을 방지한다.
● 설치방법
벽체길이 6~9m마다 설치하며, 개구부 마감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 미관상 좋으며 외부는 줄눈 대신 신축성이 좋은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한다.

<DMR-G 통�배수구>
● 기능 및 용도
벽체사이 수분을 외부로 배출 시키고, 중공벽내 외부공기
유입으로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한다.
(배수구가 줄눈몰탈에 의해 막히지 않아야 한다.)

DMR-I 고정철물, 신축조인트, 통·배수구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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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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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시공사

공

사

명

대한주택공사

대동건설

성남 도촌지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요진산업(주)

용인 구성지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신성건설(주)

대구 매천지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효국건설

청계지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서희건설

인천논현 2지구 1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신일건업

화성동탄 4-5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동양건설산업

성남 판교 A8-1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금호건설

성남 판교 A-21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현대건설

성남 판교 3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경남기업

성남 판교 A7-2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계룡건설

부산정관지구 A-14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동양건설

오산세교 B-2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KCC건설

흥덕지구 A6-2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일신건영

오산세교 A-1블럭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모아건설

대전 서남부 1블럭 4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삼환카뮤

대전 서남부 6블럭 1공구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남양건설

용인구성지구 7블럭-8공구 아파트

SH 공사

성원건설(주)

발산지구 8단지 아파트

SH 공사

(주)KCC건설

발산지구 1단지 아파트

SH 공사

명지건설(주)

발산지구 6단지 아파트

SH 공사

신동아건설(주)

상암3공구 아파트

SH 공사

현대산업개발

은평뉴타운 1,2,3공구

SH 공사

한진중공업

천왕택지개발지구 3단지

SH 공사

금호건설

천왕택지개발지구

SH 공사

풍승건설

신동탄 두산위브 아파트

SH 공사

신동아건설

강남 세곡동 세교지구 아파트

SH 공사

한진중공업

천왕택지개발지구 1단지

SH 공사

삼환기업

강일지구 1,3단지 아파트

치장벽돌 보강철물 자재 납품 실적
⊙공동주택
발주처

시공사

SH 공사

동부건설

은평 뉴타운 2지구 B공구

SH 공사

금호건설

은평 뉴타운 2지구 C공구

SH 공사

두산건설

은평 뉴타운 2지구 C공구

SH 공사

대우건설

은평 뉴타운 3지구 C공구

SH 공사

신창건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2지구

SH 공사

한양건설

마곡 2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SH 공사

금호건설

마곡 7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인천 SH 공사

현대건설(주)

인천 논현지구 아파트

LH 공사

남해종합건설

광명역세권 5,6공구 아파트

LH 공사

요진건설

구미 옥계 18-11블럭 아파트

LH 공사

계룡건설

광명역세권 AB-14BL블럭 아파트

LH 공사

서희건설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

LH 공사

한화건설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

LH 공사

신동아건설

부천 범박지구

LH 공사

금호건설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 A-1BL 아파트

LH 공사

금호건설

대전시 유성구 도안신도시 아파트

LH 공사

진흥기업

대전 선화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LH 공사

태영건설

경기 오산세교지구

LH 공사

삼환기업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대전 6BL 1,2공구

LH 공사

SK건설

수원 광교 A-10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LH 공사

TEC건설

수원 광교 A-27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LH 공사

혜림건설

수원 광교 A23, 24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대림산업(주)

영진토건

e-편한세상 비산동 아파트

두산건설(주)

풍승건설

신동탄 두산위브 아파트

(주)신도

반거건설

강릉 신도 브래뉴 아파트

계룡건설

(주)대호

울산교동 리슈빌아파트

대구도시공사

화성산업

대구 달성2차 2BL 아파트

넥센타이어

서안건설

창녕 넥센타이어 사원 아파트 신축공사

치장벽돌 보강철물 자재 납품 실적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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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29

발주처

시공사

공

사

명

LH공사

도촌건설

경기도 화성시 동탄6초교

경기공업대학

대교월드건설

경기공업대 제2중소기업관

경상대학교

인보건설

경상대학교 산업협력센터

KEPCO

대림산업

KEPCO INGS 캠퍼스 신축공사

대구 DGIST

현대건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학생기숙사 신축공사

서울대

두산건설

서울대 농생연구동 공사

서울대

롯데건설

롯데 국제교육관 공사

광주광역시 교육청

(주)토담

광주 외국인학교 이전공사

한동대학교

일진종합건설

한동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평택대학교

삼일기업공사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신축공사

대구광역시 교육청

팔공건설

남도초등학교 신축공사

차의과대학교

쌍용건설

차의과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영진전문대

반도건설

영진전문대 기숙사 신축공사

계명대학교

세진건설

계명대학교 건축대학 신축공사

계명대학교

유성건설

계명대학교 약학관 신축공사

수원시 교육청

세움건설

매향여고 기숙사 신축공사

한경대학교

일성건설

한경대학교 지원동 신축공사

대전대학교

계룡건설

대전대학교 제4생활관, 산학협력관, 융합과학관 신축공사

송도 글로벌 캠퍼스

한화건설

연세대학교 제2기숙사 신축공사

국민대학교

쌍용건설

국민대학교 공학관 신축공사

대구 교육지원청

경동개발

대구 북구 대한중석고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려건설

노원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신라대학교

흥림건설

부산시 사상구 신라대학교 기숙사 현장

교육과학기술부

금호건설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기숙사 현장

전주교육지원청

승광건설

전주시 광동 우리초교

삼척대학교

동양건설산업

삼척대학교 도계 캠퍼스 신축공사

인천카톨릭대학교

삼양건설산업

카톨릭대 조형예술대학 증축공사

관동대학교

명지건설

관동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치장벽돌 보강철물 자재 납품 실적
⊙군사시설
발주처

시공사

공

사

명

국방부

대우건설

부산 해병대 내 신병생활관 신축공사

국방부

포스코건설

포항 해병대 내 신병생활관 신축공사

국방부

금호건설

국군체육부대 이전공사

국방부

금호건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신병생활관 신축공사

국방부

금호건설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시설공사

국방부

금호건설

평택 미군부대 시설공사

국방시설본부

대보건설

포천 승건 2696부대 5군단 사령부 위병사

국방시설본부

계룡건설

충남 계룡시 계룡대 관사

⊙종교시설
발주처

시공사

공

사

명

천주교 마산교구

대하건설

함양 성당 신축공사

천주교 수원교구

지산건설

서판교 성당 신축공사

천주교 서울교구

한건종합건설

옥수동 성당 신축공사

천주교 서울교구

광성산업개발

도림동 성당 신축공사

천주교 서울교구

타임건설

명동성당 별관 외벽 보수공사

천주교 서울교구

성무건설

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신축공사

⊙기타시설
발주처

시공사

태안 화력발전소

대림산업

태안화력발전소 폐기물 저장창고 신축공사

(주)포스코

승일도시개발

서울시립아동병원 건설공사

서울대병원

경남기업

문경 서울대병원 메디컬센터공사

현대엠코

유평건설

분당 구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서현디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정자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림산업(주)

신흥공영(주)

e-편한세상 용평빌라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화재 유성연수원 증축공사

서울지방 고용노동부

태성종합건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신축공사

치장벽돌 보강철물 자재 납품 실적

공

사

명

30

● 발주처 : 연세대학교
시공사 : 한화건설
현장명 : 연세대학교 송도 글로벌 캠퍼스

● 발주처 : LH공사
시공사 : 금호건설
현장명 : 판교택지개발지구

● 발주처 : LH공사
시공사 : 태영건설
현장명 : 오산택지개발지구

31

● 발주처 : 부산대학교
시공사 : 대우건설
현장명 :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 발주처 : LH공사
시공사 : 한라건설
현장명 : 성남도촌지구

● 발주처 : LH공사
시공사 : 금호건설
현장명 : 세종시 첫마을

DMR-S 주름앵글 시스템 시공사례

● 발주처 : SH공사

● 발주처 : LH공사
시공사 : 범양건영
현장명 : 용인 구성지구

● 발주처 : SH공사

시공사 : KCC건설
현장명 : 발산택지개발지구

● 발주처 : SH공사

시공사 : 두산건설
현장명 : 은평 뉴타운

● 발주처 : SH공사

시공사 : 풍림산업
현장명 : 천왕택지개발지구

● 발주처 : 인천도시개발공사

시공사 : 태영건설
현장명 : 신내 2지구

DMR-S 주름앵글 시스템 시공사례

시공사 : 신동아건설
현장명 : 논현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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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R-S 주름앵글 시스템 시공사례

● 발주처 : 서울여자대학교
시공사 : 반거건설(주)
현장명 : 서울여대 생활관 건설공사

● 발주처 : 계명대학교
시공사 : 유성건설
현장명 : 계명대학교

● 발주처 : 영남대학교
시공사 : (주) HHI
현장명 : 영남대학교 향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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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 단국대학교
시공사 : 금호건설(주)
현장명 : 단국대 용인캠퍼스 건설공사

● 발주처 : 관동대학교
시공사 : 청암종합건설
현장명 : 관동대학교

● 발주처 : 서울특별시
시공사 : 포스코건설
현장명 : 서울시립 아동병원

DMR-S 주름앵글 시스템 시공사례

벽돌 패널 (BRICKS PANEL) 시공사진
● 현장명 : 비잔티움 상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6, 7번지)
- 특허 제 10-0769582호 -

● 시공사진

벽돌 패널 (BRICK PANEL)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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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iltec Masonry Reinforcing System

대일텍은 정직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길 25 대성빌딩 4층
TEL) 02-575-9823~4
FAX) 02-575-9014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삼용길 100-13
TEL) 043-533-3330
FAX) 043-533-4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