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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착식 EPDM 방수시트

 RESITRIX ® SK W

RESISTIT ® ESK
FULL BOND



Information Information

규격 및 물성 규격 및 물성

Layer 구성

Layer 구성

제품 설명
방수시트 전문 제조업체인 미국 Carlisle에서 제조, 생산하는 RESITRIX® 

SK W Full Bond 제품은 EPDM을 주 재료로 하는 유리강화 합성고무 

자착식 방수시트 입니다. 밑면 전체가 비튜멘(Modified bitumen)재질의 

자착식 폴리머로 코팅 후 이형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RESITRIX® SK W Full Bond는 완전 노출형으로 최종 지붕마감면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녹색 지붕(Green roof) 및 다양한 평지붕에 적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 설명
방수시트 전문 제조업체인 미국 Carlisle에서 제조,생산하는 

RESISTIT® ESK 제품은 유리섬유강화 성분이 든 EPDM 계열의 

합성고무 자착식 방수시트 입니다. 

RESISTIT® ESK는 크게 3개의 Layer로 구성되는데 맨 윗면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탄성체(TPE, thermo plastic elastomer), 중간층은 유리섬유강화 

성분이 든 EPDM, 그리고 맨 밑면은 전체가 비튜멘(Modified bitumen)

재질의 자착식 폴리머로 코팅 후 이형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방수성과 내화학성, 방부성, 노화 방지 성능을 지니고 있어, 

벽체(Facade), 창호주위 방수용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적외선, UV, 오존 등에 뛰어난 저항성

·우수한 내화학성 및 내후성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높은 탄성 유지(- 35℃ ~ + 80℃)

·접착력이 뛰어나 모든 표면에 적용 가능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시공시 주의사항
RESITRIX® SK W Full Bond는 자착식 멤브레인 제품이나, 

일반적으로는 FG-35 프라이머를 같이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계식 체결이나 접착 표면을 비튜멘으로 갓 코팅했을 시 제외) 

TPE 

TPE(열가소성 플라스틱 탄성체) PE SEPARATING LAYER 비투멘 재질의 자착식 폴리머

INTEGRAL GLASS FIBRE

POLYMER MODIFIED

BITUMEN(SELF ADHESIVE)

EPDM

EPDMRELEASE FILM

적용 부위
·환기벽체 구조를 지닌 Ventilated Facade 시스템에 

   외벽 방수 용도로 적용

·창호 및 개구부위 기밀유지

·그 밖에도 바닥 슬래브(Ground slab), 층(Floor)에 방수 용도로 적용

시공시 주의 사항
·RESITRIX® SK W Full Bond와 마찬가지로 

   FG-35 프라이머를 같이 적용해야 함

·반드시 영상 5도 이상의 환경에서 시공해야 함

·메탈 표면에 부착시 반드시 G500이라는 클리닝 제품으로 

   기름/이물질을 제거 후 부착

※ FG-35 프라이머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로 만든 접착용 프라이머로 RESITRIX® SK W Full 

Bond의 접착력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다양한 표면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품 특징 
·50년간 입증된 시공 실적

·적외선, UV, 오존 등에 뛰어난 저항성

·우수한 내화학성 및 내후성

·영하 30도의 온도에서도 높은 탄성 유지(수축/팽창 현상이 없음)

·미끄럼 방지 처리 

·친환경 자재(Recyclable)

·CE 인증(ETA-06/0174 & DIN EN 13967)

·BBA 인증(No 06/4329)

·방근성/내근성(EN 13948)

규격 및 특성

두께 * 길이 * 폭
2.5mm * 10m * 1m 

(폭은 333mm, 500mm, 666mm도 가능)

단위 면적당 중량 2.75kg/㎡

유통 기한 최초 포장 후 12개월(1년)

제품 물성

항목 Test Method 수치(합격 기준)

인장강도 EN 12311-2

세로: 361N/50mm  

(250N/50mm 이상)

가로: 333N/50mm  

(200N/50mm 이상)

신장율 EN 12311-2 600%(300% 이상)

80℃에 6시간 경과 후 

치수 안정성
EN 1107-2

세로: + 0.1%(0.5% 이하)  

가로: + 0.2%(0.5% 이하)

- 30℃에 냉간굽힘시험 EN 1109 크렉 없음

내오존성 EN 1844 Grade 0(Grade 0)

벗김 강도

(Peel Strength)
EN 12316-2

140N/50mm 

(80N/50mm 이상)

전단 강도

(Shear Strength)
EN 12317-2

570N/50mm 

(200N/50mm 이상)

내화성(Reaction to fire) EN 13501 Part1 Class E(Class E)

1000mm 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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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approx 2.75kg/m2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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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umen (selbstklebend)

PE-Trennfolie

TPE

EPDM

Glasgelege

Weight approx 1.9kg/m2

규격 및 특성

두께 * 길이 * 폭
1.6mm * 20m * 1m 

(폭은 100/200/250/333/500mm가능)

단위 면적당 중량 1.9kg/㎡

유통 기한 최초 포장 후 12개월(1년)

제품 물성

항목 Test Method 수치(합격 기준)

인장강도 EN 12311-2

세로: 198N/50mm  

(180N/50mm 이상)

가로: 185N/50mm  

(130N/50mm 이상)

신장율 EN 12311-2
세로: 357%(300% 이상)

가로: 597%(300% 이상) 

수밀성 EN 1928-B 기준 부합(2kPa Type A)

인열강도 EN 13859-1-B
세로: 365N(250N 이상)

가로: 544N(250N 이상)

면적당 하중 EN 12730-B ≥ 20kg(≥ 20kg)

전단 강도

(Shear Strength)
EN 12317-2

625N/50mm

(175N/50mm이상)

내화성

(Reaction to fire)
EN 13501 Part1 Class E(Class E)

FG-35 프라이머

▶

 RESITRIX ® SK W
FULL BOND

RESISTIT ® 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