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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ar 토목섬유01
• 열 접합된 폴리프로필렌(PP)  장섬유로 제작된 부직포

• 폴리프로필렌 100%로 제작된 고강도 스펀본드 부직포 원단

• 방사시 미세하면서 연속적인 장섬유의 독특한 배열로 우수한 인장 강도 보유

• 강한 강도(뻣뻣함)와 높은 탄성율(50%이상)을 동시에 지닌 토목섬유

• Pre-compressed(압착)처리된 제품

• 뛰어난 내부식성, 내습성, 내화학성, 내알카리성

주요 특징02
• 강성도(뻣뻣함)와 내압투수성이 우수함

• 수많은 공극과 불규칙한 공극 크기를 지니고 있어 막힘(Clogging)현상이 없음

• 내구성(인장강도)이 우수하여 압력이 가해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공극 크기는 물론 투기성

등 주요 물성 변화가 없음(등방성 재료)

• 가볍고 설치가 용이함

• 수분 흡수 염려가 없어, 수분흡수로 인한 중량 증가 염려가 없음

• 우수한 초기 탄성율과 신장율



왜 Typar가 최고 토목 섬유인가

여러 가지 종류의 토목섬유(Geotextile)가

나와있지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성능을 동

시에 지니고 있는 토목섬유는 오직 DuPont 

Typar 뿐입니다. 

Typar® SF

Benefits
• 높은 에너지 흡수율과 초기 탄성율(변형 방지)

• 장기간 여과 기능 지속(자연 토양과 유사한 구조로 막힘 염려가 없음)

• 제품의 불변성(100% PP 단일 소재로 오랜 시간 경과후에도 처음과 같은 성능 유지)

Typar SF의 차별성



Typar 기계적 특징

높은 에너지 흡수

높은 초기 탄성율

설치 중 파손 위험이 적다

토목섬유의 90% 이상은 시공과정(특히 토목

섬유 설치 후 골재를 쏟아 붇고 다짐작업시)

에서 많이 발생함. 

높은 초기 탄성율을 지니고 있어 상당한 크

기의 진동, 충격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음

도로 패임 현상 방지

바퀴자국 등으로 인해 움푹 패이는 현상(Rutting)은

도로(또는 철도)위로 차량이 반복적으로 운행시 발생

초기 탄성율이 우수하여 도로의 변형을 방지해 주는

강도와 침하억제기능, 그 밖에 각종 Rutting으로 야기

되는 변형을 방지



Typar 수경성(水硬性) 특징

막힘 현상을 방지

막힌 미립자 통과된 미립자

토목섬유의 두께

토양

배수층

섬유두께가 두꺼운 니들펀칭 토목섬유와 달리 압축 생산

되어 두께가 얇기 때문에 미립자에 의한 막힘(Clogging)

염려가 없다. 

자연 토양과 유사한 구조

자연 토양처럼 수많은 공극과 적절한 크기의 공극들이 제품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공극이 쉽게 차단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처음과 동일한 투수율을 보여줄 수

있다. 



주요 토목섬유 대비 장점

소재 구성상01

Typar Needle punched Woven

• 두꺼운 섬유들이 여러 교차지점에서 열접착 되어

있다 보니 질기고, 뻣뻣함. 

• 제품의 내구성을 높여 줄 수 있음

• 가느다란 섬유들이 듬성듬성 열접착 되어 있다 보

니 상대적으로 덜 뻣뻣하고 부드러울 수 있음

• 열접착이 아닌 웨이빙(Waving)처리되어 있음

• 섬유가 아닌 테이프 형태임.



주요 토목섬유 대비 장점

물성 특성상02

vs Needle Punched vs Woven vs 기타 열접착 섬유

• 치수안정성/균일성이 뛰어나다

• 신장율이 보다 우수하다

• 저항력(damage resistance)가 뛰어나다

• 막힘 염려가 없다

• 에너지 흡수가 높다

• 불특정 압력이 가해져도 동일한 물성을 유지

시킬 수 있다.

• 보다 가늘면서도 가볍다

• 초기 탄성율이 보다 높다

• 소성변형 저항성이 보다 우수하다

• 저항력이 뛰어나다

• 물류비(운송/보관) 절감이 가능하다

•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젖거나 동절기에 얼

염려가 없다

•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 치수안정성/균일성이 뛰어나다

• 신장율이 보다 우수하다

• 초기 탄성율이 높다



Typar 기능_분리막

01SEPERATION 분리막 기능

With Typar

• 하부지반의 미립자가 골재층과 섞이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골재가 하부 연약지붕으로 참하되는 것을 막아줌

•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적은 골재 사용으로도 동일한 지지력 발휘)

• 도로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



Typar 기능_여과막

02FILTRATION 여과막 기능

배수

자연토질

여과층

가질입자에 의한

가교구조 형성

With Typar

• 토양의 미립자들이 배수 골재층으로 씻겨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장기간 효율적 여과를 가능케 함.

• 침식을 방지해 줌

• 토사(토양)하중(압력)이 가해지더라도 투수율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파이핑(Piping) 현상 감소(Typar 바로 위에는 좀더 큰 입자들로 가교구조를 형성)

• 배수층 형성에 있어서 골재의 입도분포가 크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비싼 골재 대신 저가의 거친 골재를 써도 무방



Typar 기능_보강막

03REINFORCEMENT 보강 및 안정막 기능

With Typar

• Typar는 골재-토목섬유 하부지반으로 이루어진 보강시스템(Aggregate-Fabric-Subgrade System)에 있어 지지력

을 향상시켜주고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하중에 의한 변형을 막아주는 저항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음.

• 침하 억제력 / 멤브레인 기능 / 국부적 보강 기능

① 침하 억제력

② 멤브레인 효과

③ 국부적 보강



Typar 기능_배수막

04DRAINAGE 배수막 기능

With Typar

• 형태 안정성: 높은 초기 탄성계수 때문에 높은 토압에서도 일정한 배수 공간 면적을 유지할 수 있음

• 우수한 형태 안정성과 높은 초기 탄성계수로 높은 압축하에서도 높은 배수 능력을 보장

압력(하중) 압력(하중)

배수
공간

배수
공간

배수매트
(Non-

compressi
ble 

drainage 
core)

배수매트
(Non-

compressi
ble 

drainage 
core)

니들 펀치

토목섬유

Typar SF



[스위스 표준 SN64550에 따른 압력하에서의 투수성]

• Typar의 투수성은 압력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음.

• 지반 깊이 매설되어도 원래 배수 능력을 보장해 줄 수 있음

Typar 기능_배수막



제품 응용

• 토목 용도 : 운동장 + 도로 + 철도 + 공항 + 농경 배수로 + 기타 배수시설 + 침식방지 + 매립지

• 기타 용도: 방근/방초시트 + 기밀방습시트 + 여과 보강재 + 기타 산업용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Typar

토목/조경/산업/건축용도로도 활용되고 있

으며, 토목 분야에서는 주차장, 도로, 공항, 

철도, 간척지, 경기장, 매립지 등 다양한 곳

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Typar®

Applications



Typar Applications

방근/방초 기밀방습

수처리 필터 / 황사마스크 카펫/신발끈처리/가정용 매트

조경(Plantex) 건축(AirGuard)

여과 보강재(Xavan) 기타

여과/분리/배수/보강/침식방지

토목(Typar)



Typar SF Applications

SF20 SF27 SF32 SF37 SF40 SF44 SF49 SF56 SF65 SF77 SF85 SF94 SF111

분리막 / 안정막

• 운동장

• 주차장

• 중량 차량 및 트레일러 주차장

• 산림도로_접근로(林道)

• 연약지반의 중량 차량 접근로

• 고속도로

• 저 통행량 도로

• 공항

• 철도

• 방파제 및 부두

여과막

• 배수시설

• 농경 배수로

• 도랑 배수로

• 댐 배수로



Typar SF Applications

SF20 SF27 SF32 SF37 SF40 SF44 SF49 SF56 SF65 SF77 SF85 SF94 SF111

침식방지

• 강/호수의 제방

• 바다 제방

• 해수면 방파제

• 육지면 방파제

• 기초면 침식방지

매립지

• 멤브레인 보호

• 분리 및 필터층 커버

• 분리 및 필터 가장자리/바닥면



Typar SF Applications

공 항

공항 활주로에 Typar를 적용시 분리막, 배수막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Typar가 뛰어난 내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주차장

주차장에 Typar를 적용하여 분리막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에서 시공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고 움

푹패임(Rutting)현상을 방지해 줄 수 있다. 

간척지

바다 토양은 매우 고운 입자로 되어 있는데 간척공사시 이러한 미

립자의 토양을 그 위로 메우기 작업을 할 때 타설되는 골재층과 분

리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골재량 감소 기대)

운동장

연약한 지반 부지에 건설된 경기장 시공에서 Typar는 보다 안정된

지반층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하부토양이나 표면토양

에 의해 배수가 방해되는 것을 막아줌. 

매립지

가스 배기층이 방수시스템과 혼합되는 것을 막아주며 보다 적은 골

재사용으로 공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Typar는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도 안정적 성능 발휘. 

공항(룩셈부르크)

철도(러시아)도로건설(말레이시아)



Typar SF Applications

시립 영화관(룩셈부르크)

빌딩 기초공사(터키) 산림도로(체코 공화국) 고속도로(모스크바-베를린)



제품 물성 특징

• 연속된 100% 폴리프로필렌 섬유 재질로 제작

• 설치 후 2주 후에는 반드시 마감처리해야 함. 

• 녹는점 : 165℃ / 섬유직경 : 40~50 마이크론

• 산성과 알카리에 강한 내성을 지님

우수한 물리적 성질

100% PP로 제작된 Typar는 기타 토목섬유

대비 우수한 인장/신장율은 물론 뛰어난 투

수율/배수율을 자랑합니다. 

Typar®

Data Sheet



Data Sheet

기준 SF20 SF27 SF32 SF37 SF40 SF44 SF45 SF49 SF56 SF65 SF77 SF85 SF94

중량(g/m²) EN ISO 9864 68 90 110 125 136 150 150 165 190 220 260 290 320

두께(mm,2kN/m²압력) EN ISO 9863-1 0.35 0.39 0.43 0.45 0.47 0.48 0.50 0.49 0.57 0.59 0.65 0.73 0.74

두께(mm, 200kN/m²

압력)
EN ISO 9863-1 0.28 0.31 0.35 0.37 0.39 0.40 0.40 0.40 0.48 0.53 0.59 0.69 0.69

에너지 흡수(kJ/m²) EN ISO 10319 1.0 1.8 3.0 3.6 3.7 4.5 4.8 5.8 5.8 7.4 8.6 9.8 11.4

인장강도(kN/m) ASTM D4595 3.4 5.0 7.0 8.5 9.0 10.3 12.0 12.6 13.1 16.5 20.0 21.3 25.0

신장율(%) ASTM D4595 35 40 45 52 52 52 50 52 52 55 55 55 55

천공강도(N) ASTM D6241 500 750 1000 1200 1250 1575 1600 1800 1850 2350 2900 3150 3500

인열강도(N) ASTM D4533 160 215 280 320 370 370 320 335 420 410 430 600 480

공극크기(μm,Wet) EN ISO 12956 225 175 140 130 120 100 130 90 80 80 75 70 70

공극크기(μm,Dry) ASTM D4751 550 350 300 220 210 200 250 120 100 80 <75 <75 <75

투수율(1/s) ASTM D4491 3.04 2.00 1.85 1.20 1.20 1.10 0.8 0.56 0.65 0.45 0.35 0.40 0.30

투수율(20kN/m²압력) DIN 60500-4 5.2 4.7 4.6 3.2 2.8 2.6 2.6 1.7 1.9 1.6 1.4 1.6 1.1

투수율(200kN/m²압력) DIN 60500-4 3.2 3.1 2.9 1.8 2.0 1.8 1.7 1.2 1.4 1.2 1.0 1.2 0.8

흐름속도(l/(m2.s), 

10cm WH)
BS 6906-3 240 175 110 80 75 70 68 50 60 35 23 30 15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