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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미드(Polyamide) 소재로 제작된 개방형 구조의 삼차원 매트로 내구성, 내후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95% 이상의 공극으로 이뤄져 있어 토목용도(침식방지매트, 배수재)와 건축용도(소음저감, 이격환기재 등)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금속지붕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는 지붕 형태 중 하나입니다. 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미관 측면에서도 우수한 옵션이기 
때문에 Enkamat는 차음 및 이격환기용도로 상업용 건물은 물론 일반 주택에도 널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nka-Silence를 한 겹 혹은 여러 겹을 냉각수 basin에 직접 설치하여 향류형 냉각탑(counter flow cooling tower)에서 
낙수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 9dB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차음재 / 이격환기재

냉각탑 낙수 소음 감소재

Challenges

·  결로문제(추운 지역)
·  습기의 이동(더운 지역)
·  강우시 지붕에서 발생하는 소음

Solutions

·  95%의 공극 구조로 습기 배출이 용이하여 결로 방지
·  지붕 낙수 소음 방지
   (Zink지붕: 11dB / Cooper지붕: 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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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a-Silence

Rain

금속�마감재
이격환기재(Enkamat)
투습방수시트
(Tyvek HouseWrap)
자착식�방수시트(GIWS)
OSB 합판
경질�우레탄�단열재
(190T/100T)
기밀방습시트
(Airguard Sd5)
지붕데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붕 시공

여수 열병합발전소 냉각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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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용도로서 Enkamat는 자연 식생과 토양 사니의 보호, 강화를 위한 중간 매개체로서 땅에 단단히 고정,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방, 절개지 등의 침식 방지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토목공사에서 배수는 중요합니다. 불투성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수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물의 침투와 정수
압의 증가를 막아 구조물을 보호합니다.
EnkaDrain은 양쪽에 부직포 여과층이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가운데는 95% 이상의 공극을 가진 폴리아미드 섬유사로 제작된 배수
층이 3차원으로 얽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과층은 폴리에스터사를 열융착한 부직포로 두께는 약 0.7mm정도 입니다.  

침식방지매트

배수재(수평 & 수직 배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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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방 및 경사 침식 방지 및 녹화
2. 토양, 뿌리, 식생의 일체화
3. 수압 하중의 영향을 받는 습식 경사면 보호
4. 토양 안정화(Soil Stabilization)

1. 지중 토목 구조물의 수직 배수
2. 지하 건축물의 수직 배수
3. 옥상 정원에서의 수평 배수

Applications

지하벽 도로가장자리 광장(Plaza)바닥층 옥상정원 or 평지붕 골프장 주차장 터널 벽체 옹벽

창원천 시공 현장

Enkadrain(배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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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ata
7010 7018

Enka-Silence 7020

7020 7220

Enka-Silence 7220

제품 상세

면적당 중량 g/㎡ 260 290 400 400

두께 mm 10 18 20 18

인장 강도(MD/CMD) kN/m 2.0/1.4 2.0/1.2 2.2/1.6 2.0/2.2

폴리머(Polymer)구성 - PA6(폴리아마이드 재질의 개방형) 

폴리머 밀도 Kg/㎥ 1140

온도 저항성 ℃  -40 ~ +80

연소성(DIN 4102) - B2

토양보유인자
Soil retention factor

m/㎡ 1810 1290 1420 2980

면적당 중량 g/㎡ 400 400

두께 mm 18 16

인장 강도 kN/m 1.9(길이)/1.1(나비) 1.7(길이)/2.0(나비)

폴리머(Polymer) - PA6(폴리아마이드 재질의 개방형)

온도 저항성(가용온도) ℃ -30 ~ +80

연소성(DIN 4102) - B2

폭*길이 / 중량 M / Kg 1*100 / 41 1*60 / 25

규격

길이*폭(단면) m 150 * 1.0 120 * 1.0 100 * 1.0 60 * 1.0

길이/폭(롤) m 1.03/1.15 1.03/1.25 1.03/1.2 1.03/1.2

총 중량 kg 40 35 40 24.5

Enkamat®

www.koreacns.com  TEL:02)467-8740  FAX:02)467-87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3층

2017 앵카매트 카다록 최종본.indd   2 2017-04-04   오전 11:5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