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가치(Building Value)를 올려주는 보호막 시스템

FireCurb 시공 모습

투습방수지 DuPont Tyvek (벽체용)
Tyvek Enercor R4
단열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열반사 투습방수지
저방사(3%)표면 : 복사열 97% 반사 (우수한 단열성)
방사율 0.03% (방사율이 낮을 수록 단열우수)
건축물의 열관류율(U-Value) 향상에 기여
Enercor R4 - 양평 개인주택

열저항값: 0.746㎡K/W / R-Value: 4.2

Tyvek FireCurb
화재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난연 투습방수지
타이벡에 無 할로겐 난연(爛然)코팅 처리된 투습방수지
점화시 자기 연소성으로 화염 확산을 방지(Class B-s1,d0)
FireCurb - 개인주택

Tyvek DrainWrap
외단열 미장공법 및 스타코 공법용 투습방수지
독특한 수직주름을 통하여 습기 및 수분을 드레인
기존의 배습을 위한 각상을 없애 비용절감 및 외단열 효과 극대화
Drainwrap - 양평 개인주택

Tyvek HouseWarp / Tyvek HomeWarp (북미용)
전세계 하우스랩의 대명사
탁월한 내구성 및 내후성을 갖춘 일반형 투습방수지
우수한 투습성과 방수성을 바탕으로 건축물 수명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
Housewarp - 선릉 봉은사

Tyvek UV Facade
오픈 조인트 레인스크린용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CE인증(EN 13859-2)을 받은 오픈조인트 벽체용 투습방수지
Ageing 처리 (5000시간의 UV노출 + 70℃에 90일) 후 방수성 : Class W1
전세계 동종 제품 중 가장 탁월한 UV 저항 능력
UV Facade - 북인천세무소

투습방수지 DuPont Tyvek (지붕용)
Tyvek Supro Plus
에너지 절감용 Warm Roof용 투습방수지
전세계 동종제품 중 가장 탁월한 투습 성능, UV 및 열저항성 보유
오버랩용 테이프가 처리되어 있어 이음매 시공이 편리
지붕에서의 열 손실과 결로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줄 수 있음
Supro Plus - 스위스 대사관

투습도

(sd Value / Perm)

* Perm 값은 1시간동안 수증기가 통과한 양으로 미국에서 쓰이기에 US Perm 이라고도 하며 높을수록 습기가 잘 투과 됨(단위:Perm)

투습도

(sd Value / Perm)

투습도

(sd Value / Perm)

오픈 조인트 레인스크린용(전 세계 유일하게 CE인증)
일반 벽체용 타이벡
Homewrap

1.524m x 45.72m

56perms

북미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 타이벡
난연코팅 처리된 난연 투습방수지

기밀방습지 DuPont AirGuard
Tyvek Airguard Smart
습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주는 가변형 방습지
타이벡에 고분자 코팅(Polymeric coating)처리된 제품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투습저항값(Sd Value)가 변화
여름철에는 투습기능, 겨울에는 방습기능

Airguard Reflective
단열성능이 있는 기밀방습지
글라스울 30mm와 동등한 단열 성능
(열전도율 0.045W/Mk기준, 공기층 25mm 유지시)
강력한 방습기능(Sd Value: 2000m)
습기가 많은 부위(목욕탕, 화장실, 수영장 등)에 사용

Airguard Reflective - 제주신화호텔

Airguard Reflective - 김천 한국전력 신사옥

Airguard Control
최적의 습기 조절 기능을 지닌 기밀 방습지
AirGuard Sd 2 (Sd Value: 2m) & AirGuard Sd 5 (Sd Value: 5m)
일반 기밀 방습지 중 최적의 습기 조절 기능
일반 목조건물 및 스틸 하우스
RC 내단열 구조용(단열재와 구조체 사이의 결로 방지)

Airguard sd5 - 동양미래대학교

Airguard sd5 - 인천국제공항

DuPont Tyvek & Airguard Solution
1)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제로에너지 하우스(Zero Energy House) 구현을 위한 고단열, 고기밀은 필수
2) AirGuard 기밀방습지 : 공기와 습기 흐름 차단을 통한 단열재 성능 극대화(열 손실 및 결로 방지)
3) Tyvek 투습방수지 : 방풍, 습기 배출, 방수를 통한 단열재 보호.
4) 단열재의 성능 보호와 극대화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소모를 줄여줄 수 있음.

바람,습기

석고보드

외장마감
습기

Tyvek

Airguard
(습기 침투 차단)

(습기배출&방수&방풍)

단열재

설치단면(예)
HouseWrap

UV Facade

①
②
③
④

① 콘크리트 골조
②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③ Tyvek UV Facade
④ 대리석

Airguard sd5

벽체(콘크리트 벽)
단열재(Insulation)
Tyvek HouseWrap
테라코타
플라스틱 팽창 못

①
②
③
④
⑤

(Insulation nails)

콘크리트 골조
DupontTM Airguard® sd5
아이소핑크(단열재)
화스너
알루미늄 시트판넬

부틸 테이프

청담동 버버리매장

중국 외교관 아파트

북인천 세무소

④

①

②③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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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cor R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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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Wrap
목조주택시공

벽체

석고보드
스터드/글래스울
OSB
(오버랩 부분: TyvekⓇ 양면 tape을
사용하여 안쪽에서 접착)
EPS
베이스코트 / 메쉬
피니쉬코트

목조주택시공

Flashing Products
(필요시 프라미어 도포)

벤트트렉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붕
금속 마감재
이격환기재(Enkamat)
투습방수시트(Tyvek HouseWrap)
자착식 방수시트(GIWS)
OSB 합판
경질 우레탄 단열재(190T/100T)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붕 시공 Layer]

투습방수지 방수성 및 내구성 시험 (시험기준: JIS A6111:2004)

기밀방습시트(Airguard Sd5)
지붕데크

Product Portfolio

기밀 방습지
지붕용 투습방수지

전용 테이프
벽체용 투습방수지

Tyseal XT
일반 Tyvek용

Open Joint Rai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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