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mm 자착식 방수시트 (Underlayment) 시방서 

(품명 : Ice & Water Shield)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슬라브 이외 지붕의 비노출 방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 착수 전에 재료의 견본 및 기타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

야 한다.  

다. 재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나 파손이 생 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2. 재료  

가. 재료 

합성 고무화 아스팔트 표면에 매우 강한 폴리에틸렌 필름이 양 방향으로 두겹 접합되고 

한 면에 접착처리가 되어 있어 외부의 열이나 토치가 필요 없이 작업 가능한 자착식의 얼

음 물 차폐피막의 역할을 하는 방수 멤브레 인 제품이다.  

나. 재료의 물리적 특성 

1) 두께 : 약 1.02mm ± 0.1 

2) 인장강도 : 2,000KN/m2 이상 -> 길이,폭 평균 (ASTM D412) 

3) 신장율 : 150% 이상 -> 길이,폭 평균 (ASTM D412) 

4) 저온굴곡성 : -29℃에서 영향 없음 (ASTM D 1970)  

5) 투습저항도 : 최대 1.78ng/m2/s Pa (ASTM E 96) 

6) 반드시 표면에 미끄럼방지(Non Slip)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 부자재 

재단에 필요한 예리한 칼, 코너 및 이음새 보강용 스트립(기존 롤에서 필 요한 만큼 잘라

서 사용), Bituthene Primer(선택사항, 접착면에 약품이나 기타 처리로 용이한 접착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 Bituthene Mastic(선택사항, 연결부위 또는 세부 작업부분 사용)

등 제조. 공급업체가 추천하고 권장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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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가. 사전준비 

1) 작업 대상 면은 건조한 상태로 적절하고 곱게 처리한다. 

2) 작업 면의 돌출물 이나 구멍 등은 제거하거나 보수하고, 접착 면은 솔 이나 빗자루, 진

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먼지, 오염물 등은 완전하게 제거 후 시공한다. 

3) 영상 5℃이상의 환경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저온 작업 가 능한 제품도 공

급 가능하다.) 부득이 영상 4℃ 이하의 환경에서 작업시 는 접착 대상 표면에 있을 수 있

는 얼음, 서리, 결로 등을 뜨거운 공기 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이 마른 상태에

서 작업해야 한다. 

4) 방부, 난연등 화학처리가 된 목재의 경우나 시멘트보드, 콘크리트 슬라 브등 접착이 원

할하지 않을 경우 Bituthene Primer를 0.3 ∼ 0.4ℓ/m2 도포하고 건조 후 작업한다. 

5) 작업 후 보수 및 코너 부분 작업을 위하여 적당한 폭의 롤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연결부분의 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 시는 약 30cm 정도의 폭으로 잘라서 준비한다. 

 

 

나. 설치 

* 수평면(경사면) 작업 

1) 작업은 경사면의 아래부터 너와 식으로 시공하고, 가능한 물 구배와 수직방향이 되도록 

작업한다. 

2) 제품면(인쇄된 검은 면)이 위쪽을 향하게 하고 2M 정도 펼친 후 롤 끝 을 작업 선에 

맞도록 하고 하단 부의 보호용 종이를 밑에서 작업자 쪽으로 1M 정도 당겨서 제거 후 작

업 면에 부착시킨다.  

3) 다시 1M 정도를 안쪽으로 감으면 제거할 보호용 종이가 위쪽으로 향 하게 하고 이때 

보호용 종이를 잡고 천천히 잡아당겨 롤을 끌고 가며 작업 한다. 

4) 다른 작업자는 접착 면에 기포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롤러나 대걸레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착되도록 한다.  

5) 나머지 작업도 이전 작업과 동일하게 실시하며 겹침 부분(Overlap)은  

반드시 제품 면에 표시된 겹침 부위선 최소 100mm 는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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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롤과 롤의 겹침 부분은 최소 150mm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6) 코너 돌출물 등은 미리 준비해 놓은 코너 작업용 시트를 크기에 맞게  

적당히 재단하여 부착 후 최소 100mm 이상 겹치도록 작업한다. 

7) 기타 세밀한 부분 등은 제조 공급업체와 협의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작업한다. 

8) 작업시 찢긴 부위나 보수가 필요한 부위는 적당량을 잘라 최소100mm  

이상 덧대기 작업을 한다. 

9) 작업 중 기포가 발생한 부분은 - , I , + 로 잘라 기포를 제거 후 덧대 기 작업을 시행

한다.  

10) 방수 작업이 끝나면 후 공정 작업(슬립시트, 엥카매트)을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최대한 

방수 면을 보호해야 하며, 작업 후 노출 기간은 90일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수직면 작업 

1) 작업 대상 면의 높이 등을 측정하고 재단하여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작 업한다. 이때 상

단 부는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접착력 자체로 어려울 경 우 고정bar-흔히 쫄대-를 사용하

여) 자중 및 접착력 저하로 인한 처짐 을 방지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2) 시트의 좌, 우측 및 롤끝의 겹침 부분(Overlap)은 최소 100mm이상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