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틸고무테이프(특허제품)를 이용한균열보수공법
아파트 균열보수공법 제안서

실리콘페인트를이용한도장주기연장공법
(특허제10-1983953호)

(특허 제10-1472524호)



“아파트 재도장”이란 ?
▶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진행 되는 아파트 유지관리 보수 공사

▶ 외벽 균열보수

▶ 외벽 방수

세대 누수

▶ 미려한 외관

▶ 아파트 품위와
이미지 향상

도료 변색Issue

Solution

Effect

수명 연장

아파트
가치 향상

(주)통영산업건설 2

아파트 재도장 이란 ?



“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바인더 처리

▣ 시공 순서 및 주의사항

재도장공사 시공 순서

[특허 제10-1983953호] ”아크릴탄성방수제와실리콘페인트의결합으로건물수명및도장주기의연장공법”



1. 외부벽체 3mm이하소균열부위및층간균열부위보수작업

품명 소요량 적용부분 비고

BT 프라이머 0.2kg / 세대 불량표면전처리 KCC전용제품

BT 고탄성퍼티 (백색) 2kg / 세대 외벽 보수용 퍼티 (고탄성 1차퍼티) KCC전용제품

BT 엘라스톤 (미색) 2kg / 세대 외벽 보수용 퍼티 (탄성도막 2차퍼티) KCC전용제품

가. 바탕면의불량부분(구도막.콘크리트파편등)
을헤라,브러쉬등으로깨끗하게바탕처리.

나. 아크릴방청하도프라이머를 균열부위에
도포한다.

다. BT 고탄성퍼티(백색)  1차퍼티로 균열부위를
메꿈작업을 시공한다.

라. 1차퍼티작업이끝난후엘라스톤(미색) 2차
퍼티로균열부위를재차도포함으로써균열보수
작업을마무리한다. 

(2) 외부벽체소균열및층간균열보수시공도(3mm 이하균열) 작 업 공 정

(1) 외부벽체소균열및층간균열부위보수작업

외벽 균열보수 시방서

※본공법은 KCC제품을기준으로KCC기술연구소의도움으로개발된공법입니다.

[특허 제10-1472524호] ”부틸고무테이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보수 및 외벽방수공법”



2. 외부벽체 3mm이상대균열부위및익스펜션죠인트균열부위보수작업

품명 소요량 적용부분 비고

BT 프라이머 0.2kg / 세대 불량표면전처리 KCC전용제품

BT부틸테이프 (5㎝*20m*0.5㎜/롤) 1.5m / 세대 3mm 이상 균열과 익스펜션 죠인트균열부위
한석로드테이프
(KS제품)

BT 고탄성퍼티 (백색) 2kg / 세대 외벽 보수용 퍼티 (고탄성 1차퍼티) KCC전용제품

BT 엘라스톤 (미색) 2kg / 세대 외벽 보수용 퍼티 (탄성도막 2차퍼티) KCC전용제품

가. 바탕면의불량부분(구도막.콘크리트파편등)
을헤라,브러쉬등으로깨끗하게바탕처리.

나. 아크릴방청하도프라이머를 균열부위에
도포한다.

다. BT 고탄성퍼티(백색)  1차퍼티로 균열부위를
메꿈작업을 시공한다.

라. BT 고탄성퍼티(백색) 1차퍼티의터짐방지를
위하여균열부위에 BT 부틸테이프(KS제품)를
완전히밀착시킴으로써균열부의들뜸현상및
진행되는균열을막아준다.

마. 상기의 BT 부틸테이프(KS제품)가외부로
노출되지않도록 BT 엘라스톤(미색) 2차퍼티
로균열부위를도포함으로써균열보수작업을마무
리한다. 

(2) 외부벽체대균열및익스펜션죠인트균열보수시공도
(3mm 이상균열) 작 업 공 정

(1) 외부벽체대균열및익스펜션죠인트균열부위보수작업

외벽 균열보수 시방서

[특허 제10-1472524호] ”부틸고무테이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보수 및 외벽방수공법”



크랙보수공법의변천및부틸고무공법의차별성

6(주)통영산업건설



부틸고무시트–특허등록제품

7(주)통영산업건설



◆ 쵸킹현상

: 외부(자외선) 노출시 도막
표면이

하얗게 묻어나오는 현상
→ 부착력 저하 요인

◆ 해결방법

- 수성바인더
- 고압수세척

▣ 시공 순서 및 주의사항

“  현재 우리 아파트 상태는? “

(주)통영산업건설 8

쵸킹 현상이란 ?



# 외부벽체균열보수및건물수명연장실리콘페인트보수작업

품 명 소요량 적용부분 비고

숲으로믹싱 0.2KG / 세대 전처리 바인더 및 표면 보강재

숲으로고탄성퍼티 2KG / 세대 크랙보수 수용성 준탄성퍼티

숲으로엘라스톤 2KG / 세대 크랙보수 아크릴 탄성방수재

숲으로네오실-PLUS 외 벽 실리콘 아크릴 에멀전 페인트(외부)

(1) 외부벽체균열및도장보수작업

[특허 제10-1983953호] ”아크릴탄성방수제와실리콘페인트의결합으로건물수명및도장주기의연장공법”

(2) 균열보수및도장공법시공도

가. 바탕면의 불량부분 헤라, 철브러쉬, 그라인더
이용하여 깨끗하게 바탕처리

나. 크랙보수시 상기 틍허공법용 특수제작 곡면헤라
사용

1. 아크릴수지 프라이머를 균열 부위에 도포
2. 준탄성퍼티 시공
3. 아크릴 탄성도막 방수제 시공
4. 실리콘 페인트 시공

작 업 공 정

외벽 도장공법 시방서



[특허 제10-1472524호] ”부틸고무테이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보수 및 외벽방수공법”



(주)통영산업건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외벽 고압세척 및 단면복구작업 D - 07

공 정 착공(D – 0)

외벽 균열보수1차 작업(대균열부위 부틸시트작업 포함) D - 12

외벽 균열보수2차 작업 D - 15 

외부 수성1차 초벌 및 2차 정벌 도장작업 D - 30

계단내부 크랙보수 작업

내

부

내부 보양작업

계단 수성, 걸레받이 도장작업

철부 및 기타 부분 도장작업

그래픽 도장작업 D - 60

마무리 손보기작업 D - 75

검사 후 준공 D - 80

※외부수성페인트 대신 실리콘페인트를 사용하면 내오염성, 방수성, 발수성, 통기성이 우수하여 아파트
내구연한이 증가하므로 재도장주기가 외부수성페인트에 비해 2배이상 9~10년으로 연장됩니다.

D - 35

D - 40

D - 45

D - 50

지하주차장 내부 및 기타 시설물 도장 D - 50



(주)통영산업건설 13



공사 시공 및 A/S 관리계획

•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의 시공의 원칙은 귀 아파트에서 결정한
시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 및 작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 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A/S 관리계획*
1) 폐사는 하자보수를 위해 직영A/S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장으로
이사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 특히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획은 하자보수요청접수 후 1주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4(주)통영산업건설



㈜ 통영산업건설

환경친화형도장과누수제로방수를추구하는기업

최선의시공과지속적인사후관리(A/S)로 신뢰받는기업

한번의인연을소중하게간직하고약속을지키는기업

15

기 업 이 념



최근3년부틸고무공법시공주요실적

16

순번 아파트명 세대수 지역 비고

1 태완노블리안 180 경남 거제 2020년 1월

2 사천청구타운 278 경남 사천 2020년 2월

3 망미삼성아파트 672 부산 수영구 2019년 9월

4 남산대우2차아파트 408 경남 창원시 2019년 7월

5 국제백양아파트 1,153 부산 부산진구 2019년 7월

6 센텀 대림아파트 1,500 부산 해운대구 2019년 7월

7 거제 대우아파트 412 부산 연제구 2019년 6월

8 진해석동푸르지오 647 경남 창원시 2019년 6월

9 다대해송아파트 714 부산 사하구 2019년 5월

10 극동정림아파트 472 부산 사하구 2019년 4월

11 신기해강아파트 304 경남 양산 2019년 4월

12 백양뜨란채아파트 851 부산 부산진구 2019년 3월

13 삼한여명아파트 240 부산 금정구 2019년 3월

14 해운대센텀롯데3차 517 부산 해운대구 2019년 2월

(주)통영산업건설



17

순번 아파트명 세대수 지역 비고

15 대원칸타빌 멤버스 840 부산 부산진구 2019년 2월

16 동국한양빌라아파트 86 경남 진주 2019년 2월

17 구포벽산그린필드2차 98 부산 북구 2018년 12월

18 한성기린프라자아파트 547 부산 동구 2018년 10월

19 부산디지털밸리 1개동 부산 사상구 2018년 10월

20 만덕동원아파트 988 부산 북구 2018년 10월

21 대진그린피아아파트 299 울산 울주군 2018년 9월

22 온천화신아파트 210 부산 동래구 2018년 8월

23 벽산강변타운 1,044 부산 북구 2018년 8월

24 신개금LG아파트 2,510 부산 부산진구 2018년 7월

25 남양동 성원2차 1,404 경남 창원 2018년 3월

26 센텀트럼프월드 564 부산 해운대구 2018년 3월

27 천성리버타운 3,000 경남 양산 2018년 3월

28 북정대동2차아파트 229 경남 양산 2018년 3월

(주)통영산업건설

최근3년부틸고무공법시공주요실적



18

순번 아파트명 세대수 지역 비고

29 경남아너스빌아파트 998 경남 양산 2018년 3월

30 양산 효성백년가약아파트 832 경남 양산 2018년 2월

31 삼창강변1차아파트 297 부산시 사하구 2017년 11월

32 한라비발디아파트 749 경남 김해 2017년 9월

33 밀양대동아파트 630 경남 밀양 2017년 9월

34 북정동원아파트 570 경남 양산 2017년 9월

35 극동정림아파트 472 부산 사하구 2017년 8월

36 럭키만덕2차아파트 714 부산 북구 2017년 8월

37 김해한라비발디 749 경남 김해시 2017년 8월

38 남성선파크1공구아파트 180 부산 해운대구 2017년 7월

39 웅상 푸르지오아파트 987 경남 양산시 2017년 월

40 센텀 SK VIEW아파트 1,374 부산 해운대구 2017년 5월

41 하대대경아파트 150 경남 진주시 2017년 5월

42 해운대 현대아파트 957 부산 해운대구 2017년 4월

(주)통영산업건설

최근3년부틸고무공법시공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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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아파트명 세대수 지역 비고

43 초읍 한신아파트 318 부산 부산진구 2017년 4월

44 괴정 벽산하이츠타운 299 부산 사하구 2017년 4월

45 해운대 협성프라임빌 335 부산 해운대구 2017년 4월

46 용호신익타운 218 부산 남구 2017년 4월

47 덕산베스트타운 1,512 경남 거제시 2017년 3월

48 문현동삼성아파트 916 부산 남구 2017년 3월

49 양산동원로얄듀크아파트 779 경남 양산 2017년 3월

50 만덕대성타워맨션 816 부산 북구 2017년 3월

51 당감동원타워맨션 240 부산 부산진구 2017년 3월

52 신개금LG아파트 2,510 부산 부산진구 2017년 2월

53 한보미도아파트 180 부산 해운대구 2016년 11월

54 남성션파크1공구아파트 180 부산 해운대구 2016년 11월

55 만덕럭키2차아파트 714 부산 북구 2016년 11월

56 삼도로얄맨션 384 경남 거제 2016년 11월

(주)통영산업건설

최근3년부틸고무공법시공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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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아파트명 세대수 지역 비고

57 위드파크 아파트 960 경남 창원 2016년 10월

58 가야유림아파트 300 부산 부산진구 2016년 10월

59 극동정림아파트 472 부산 사하구 2016년 9월

60 망미한신아파트 224 부산 수영구 2016년 9월

61 하대대영아파트 210 경남 진주 2016년 9월

62 천성산한일유앤아이 1,663 경남 양산 2016년 8월

63 용호무학아파트 1,040 경남 창원 2016년 5월

64 용호일동아파트 810 경남 창원 2016년 4월

65 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 1,098 경남 김해 2016년 4월

66 모라리버빌아파트 160 부산 사상구 2016년 3월

(주)통영산업건설

최근3년부틸고무공법시공주요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