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KADRAIN®

배수시스템

배수/보호/제진(制振) 을 하나로

배수 보호 제진



ENKADRAIN®

▶ 제품 개요

▶ 제품 주요 기능

주된 용도는 배수이지만 정수압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효율적인 제진(制眞, Vibration Damping)층 기능도
기대할 수 있는 토목 배수 자재입니다.

·  폴리아미드(배수) 소재로 단면,양면에 부직포(보호/여과)를 열접착 처리한 제품

       폭 -1m  /  길이-30m,45m

·  배수(Drainage) + 보호{Protection) + 여과(Filtration)

·  수직배수 & 수평배수

·  막힘(Clogging) 염려가 없음

·  재활용 가능/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저감

평평한 곳에 적용하여 침투한 물을 걸러주는 배수 기능을  주된 용도로 함 (건축물 지하 벽체(옹벽), 옥상, 주차장 등)

토양층과의 분리막(Seperation)기능

진동을 흡수해 주는 제진막(Vibration control)기능

방수층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진기능 분리 여과보호수평배수수직배수



▶ 제품 특징 및 효과

▶ 적용 가능 공간 (Applications) 

•  배수/보호/여과 기능을 동시 수행

•  통수능(通水能) 기능과 우수한 압축강도

•  막힘 현상 방지

•  하층토를 오염시킬 염려가 없음

•  뛰어난 내구성과 내후성

•  경량이면서 재단이 용이함(시공용이) 

•  어떠한 기후에서도 설치가 가능함.

•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임.

•  기존 배수방식 대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여줄 수 있음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

• 지하벽(Basement walls)

• 옹벽(Retaining walls)

• 교량

• 주차장 및 광장(Plaza) / 인조 경기장

• 옥상녹화(Green roof)

• 둑 / 제방

• 터널

• 콘크리트 슬라브

터널 주차장 지하벽체



1. 방수층

이 층은 되메우기전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고 시공 후 효과적인 방수역할을 합니다.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2. 수직 배수층 - 구조물과 토양사이에 위치한 수직 방향 배수층

시공 시 95% 공극으로 구성된 배수층을 통해 유공관/집수관으로 물을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3.측면집배수

수직 배수층하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직 배수층을 통과한 물을 배출시키는 경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이 주위의 경사면과 인접하거나 지중구조일 경우 보호시스템이 필요함

옥상 녹화를 위한 수평배수

•여과층과 배수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수가 중요한 옥상정원 등 하부에 설치

1. 상단 부직포

여과를 통해 복토를 안정화 시키며 배수층의 막힘 현상을 막아 물을 침투시킴 

2. 배수층

여과층을 통과하여 유입된 물을 배출 하는 층으로 침투된 물이 구조물에 괴여 있게 되거나  
상부 토양이 과도한 수분을 함유하는 것을 방지해 줌

3. 하단 부직포

 배수층과 옥상 불투수층 사이에 위치

•돌이나 타일 등으로 포장 된 평지에서 배수와 여과 역할을 하며 토양의 침수를 막아줄 수 있음

ENKADRAIN®

▶ 수직배수

▶ 수평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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