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나노플레이트폴리싱 (특허 제 10-1255191호)

1.개 요
• 이 시방서는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
트 또는 시멘트몰탈(수평몰탈 포함)바닥을 강화시키고 추가적인
시공을 행하여 표면의 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별도의 마감재를
사용치 않고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을 노출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나노플레이트폴리싱(특허 제 10-1255191호)이라고 표기하며 시
공 결과는 투명한 바닥으로, 콘크리트폴리싱은 자연광으로 시공
된다.

2. 적용대상
• 공장, 도서관, 학교, 주차장, 할인매장, 물류창고, 병원, 쇼핑
센터, 대형마트,공공기관,아파트,빌딩로비,연구소,냉장냉동시설,
기타고급바닥 재료로 적용이 가능하며,
• 특히 공장이나 창고, 주차장 바닥재료는 최적의 마감재라 할 수

있습니다.

3. 적용범위
• 도면에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 나노플레이트폴리싱 시공
하도록 표기된 콘크리트바닥, 콘크리트광택, 콘크리트폴리싱 등으로
표기된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칼라바닥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위에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바닥재로 마감되
어 있거나 노화된 바닥을 갈아내어(면처리) 콘크리트가 노출된 상태
로 사용토록 시방된 바닥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의 타설 시 양생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비를
맞은 바닥, 겨울철의 시공으로 동해를 입어 추가적인 표면처리가 필
요한 바닥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위에 별도의 마감재 시공을 할 경우, 보행 시
에 미끄러지거나 고압세척기 등의 작업 시 바닥의 파손 또는 들뜸 현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닥
• 냉장, 냉동 시설이 되어 있는 바닥으로 콘크리트와 시멘트 몰탈 위에
별도의 마감재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바닥

4. 시공 전 유의사항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면에 시공하여 광택을 발현하게 할 수
있는 압축강도는 24MPA 또는 240kgf/㎠이상 이어야 한다.
• 광택발현이나 골재노출 등을 위하여 바닥을 연삭할 경우, 그 범
위는 3~5㎜정도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호 인지 하에 진행한다.
• 신규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충분히 양생된 이후(25℃ 기본 상대
습도 80%에서 28일 이상)에 시공하여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최소 7일 이상 경과시 시공할 수 있다.
• 광택 및 골재노출을 위하여 바닥을 연삭할 경우, 바닥 두께는 7
㎝이상이어야 한다.

5. 효과
• 나노플레이트폴리싱(특허 제 10-1255191호)을 진행함에 있어
환경을 최선으로 한다.
• 나노플레이트폴리싱은 비소페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인
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다.
•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습식작업이 아닌 건식작업으로 이루어지
므로 주변의 오염을 방지한다.
• 바닥강화제의 침투로 인해 표면강도가 상승됨과 밀봉이 이루어
져 박리, 분진 발생이 없다.
• 불연 바닥 마감공법이므로 화재 시 독성을 배출하지 않는다.

6. 적용 자재 및 장비
<메탈 다이아몬드 날>

<세라믹 레진 패드>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

<에코씰러(보호제)>

<장비>

폴리싱 Eco-800

연삭기 Eco-600

코너기 Eco-200

청소기 Eco-3500,5000

시공방법 및 순서
단계

사용자재

1

메탈다이아몬드
30#

메탈다이아몬드30#으로 2회 이상 작업(십자十)
(콘크리트 바닥의 종석을 뽑는다.)

2

메탈다이아몬드
80#

메탈다이아몬드80#으로 1~2회 작업(십자十)
(80#으로 1단계에서 발생한 스크래치를 잡아준다.)

3

메탈다이아몬드
150#

메탈다이아몬드150#으로 1회 작업(십자十)
(150#으로 2단계에서 발생한 미세한 스크래치를 잡아준다.)

4

세라믹 레진패드
100#

세라믹 레진패드 100#작업(십자十)
(3단계에서 발생한 더욱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잡아준다.)

5

에코크리트
도포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 도포
(분진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 시행 후 에코크리트
를 도포하여야 한다.)

6

세라믹 레진패드
200#

7

에코크리트
도포

8

세라믹 레진패드
400#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효과를 낸다(십자十)

9

세라믹 레진패드
800#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효과를 낸다(십자十)

10

세라믹 레진패드
1500#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효과를 낸다(십자十)

11

보호제 도포

12

세라믹 레진패드
3000#

시공방법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효과를 낸다(십자十)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 도포 (2차강화)

공장 바닥 혹은 주차장에서 기름이나 오일이 떨어질 경우
를 대비하여 바닥에 기름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다.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효과를 낸다(십자十)

시공방법 및 순서

메탈다이아몬드30# ~150#작업

•분진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물
청소 시행 후 도포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 도포

세라믹 레진패드(100#~3000#)으로 연마

◎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 도포 시 주의사항
• 실외 시공 시에 이상 저온이나 고온은 피해야 하며, 바람이
많이 불거나 먼지가 많이 날 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 고압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비산된 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한
다.
• 눈 또는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접촉 시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 잔류액상을 제거할 때는 표면강화에 의한 미끄럼에 주의한다.
• 유리, 알루미늄, 석재 등으로 마감된 마감 면의 광택을 손상시
킬 수 있으므로 작업 시 보양을 하거나, 작업 후 완전 건조 전
에 물로 세척한다.
• 액상이 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동결된 경우에는 교반하
여 사용한다.
• 아스팔트 등의 주위에서 작업할 경우 사전에 물을 살포하거나
시공 후에 물청소 등을 행하여 건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백화
현상을 방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