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뜬바닥구조 건식 조립공법

High Performance
Floor Impact Noise Solutions

㈜선워드코리아

인스타크래들(InstaCradle®)시스템
◈브랜드: SWK-ICF40 건식조립시스템
◈공법소개: 층간소음(바닥충격소음)방지와 에너지 효율적인 건식 온돌난방의 현장 조립식 뜬 바닥구조 공법
[바닥구조 구성: 슬라브+크래들+나무각재+(단열재+온수배관)+마루상판+인스타레이+마감바닥재]
◈특허등록번호: 10-1486313
발명의 명칭: 홀더 부재를 이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층간소음 저감용 뜬 바닥구조
(Floating Dry Floor Structure Using Adjustable Leveling Acoustic Holder System)
◈편익: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층간소음 근원 해소』 『획기적 공기단축 - 동·하절기 작업불능일 해소』 『난방효율 극대화 –
시멘트 구조물을 통한 열교현상 차단』 『구조물의 경량화 – 층고의 확대 활용』 『간편한 유지보수 – 장수명 100년 주택』
『친환경 조립공법 – 항피로도 기능 및 다양한 바닥재 연출』

『공사원가절감과 주택의 가치 상승』

◈적용분야:
주택(목조주택,전원주택,타운하우스),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연립,원룸), 업무/상업시설(사무실,판매매장,레스토랑,백화점),
호텔(연수원,펜션,리조트,노약자시설), 학교(기숙사,유치원),종교시설,도서관,체육시설 등 – 신축 및 리노베이션

1. 구조
[단면구조]

[크래들 세부구조]

[입체구조]

[부품규격]

인스타레이

측면단열재

흡음단열재

1mx15mx3mm

100mmx10mm

나무각재

마루판재(PB)

베이스패커

크래들패커

크래들

2000mm

1220mmx2440mm

100mmx100mm

2mm,5mm

100mmx100mm

x1000mmx50mm

X18mm

x10mm

x60mm

2. 자재 명세표
자재명세

바닥구조

성능

(구성재료)

1.바닥 마감재

장판,데코타일,온돌마루,강화마루,

(옵션)

원목마루 등

2.인스타레이

타이어 칩으로 만든 스티커 방식의

-밑깔개(Underlays)

점탄성 방진 시트

3.마루판재(PB)

파티클보드(PB)

KS F 3104 품질기준 적용

판재와 판재사이 약 2mm간극 유지설치

고강도, 내구성,친환경

* 각목센터에 체결
1) XL파이프

4.온수배관

난방효율과 미적디자인 고려

규격

(두께)

(치수)

2~10m

제조사 규격

m
바닥충격음 및 소음 방지

비고
시중품

1m x 15m x 3t
3mm

영국

1,220 x 2,440 x 18t

한국/㈜동화

-휨강도: 15

기업,㈜성창

-구조판재

-환경등급:E0

보드

PE호스

Ø12mm~Ø15mm(내경)

열전도율 높은 것

5.각재

높이

2) 단열재+단열시트 상부에 새들+타카작

배관 뒤틀림 방지

업

녹발생 방지제품

각재(42 x 42 : 정재)

-하중 지지대
-하중이 많은 부분은 국부적증설 보

18mm

20mm

시공업체 규격

배관시공

파이프 고정용

업체규격

플라스틱 새들
42 x 42 x 1,800
42mm

-미송

시중품

1000(w) x 2000(L) x50m(t)

시중품

강
6.바닥 단열재

흡음 단열재(난연재),폴리에스테르 시트

KS M 5660 품질기준 적용
-하부열손실 방지 및 소음 흡수

50mm

한국/비앤비

7.크래들(홀더)

40mm(레그)x20mm(베이스)=60mm(H)

타이어 칩으로 만든

밑면치수=100mm(L) x 100mm(W),

충격흡수 받침대(홀더)

크래들 간격:500-600mm
60mm

중량=0.25kg, 재질: 타이어 고무 칩

-현장반영

영국

단,최대 600이내
각목 간격: 400mm

8.패커(Packer)

1) 크래들패커(수평조절용 패커):
2mm & 5mm, 재질; PP
2) 베이스패커(바닥고정용패커):

각목높이 및 정교한 레벨

2~5mm

조절
10mm이상 차가 있는 높이 조절

10mm

10mm(0.11kg)재질:타이어 고무 칩
9.측면 단열재

보온 단열재(난연재),PE폼 시트

KS M 3862 품질기준 적용

10mm

하부 측면 열손실 방지
SWK-ICF40-A
시스템 높이
슬라브

영국

기본:10mm

5T x 10cm(w) x 10m / 롤

시중품
한국/폼피아

95mm

높이 조절 가능
공동주택 건설 기준

기본: 2+5mm

벽식구조

210mm

기둥식구조

305mm

총 두께

150mm

245mm

- 시스템 층고 비교 -

슬라브두께

타공법 실행

주택법,벽식구조

주택법,기둥식구조

타공법 실행

210-260~300mm

210mm

150mm

280~290mm

320-370~410mm

305mm

245mm

380~390mm

총두께
습식구조

SWK-ICF40-A 시스템

중공슬래브 구조

3. 시공방법
A. 현장 준비작업
1) 본 시스템 설치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바닥이 작업이 바르게 완료되어야한다.
2) 빌딩은 잘 건조되고 방수 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3) 모든 바닥공사용 자재는 건조상태에서 안전하게 보관 해야 한다.
4) 점착제를 사용할 경우 제조업체의 제시한 온도 범위를 지켜야 한다.
5) 본 설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목은 충분한 강도와 건조상태여야 하고, 모서리와 가장자리 등은 부드럽게 마무리 해
야 한다.
6) 모든 콘크리트 바닥,보,블록 등은 조인트 부위와 주변이 완전하게 그라우팅(주입충전)되어야 한다.
B. 작업 공기구 준비물
1) 레이저 레벨기 2) 톱(전동톱- 원형톱 ,일자톱, 수동톱 등) 3) 타카(전동/에어용)
4) 연필5) 먹줄5)커터 칼 6) 전동 드릴 7)카운터싱크 비트(접시머리나사 못질용)
8)자(철자,줄자)9) 가위 10)테이프11) 고무망치12) 기타

2.크래들(홀더) 간격 설정

1.각재
1) 시공방법 및
순서간격 설정
출발은 보통 출입구에서 가장 먼 지점에 각재

각재 중심 먹줄을 따라 크래들 중심선을 측정

중심선을 측정한다.

한다. 중심선의 간격은 각재에 따라 다르다.

본 시스템은 매 400mm마다먹줄로

시스템의 간격은 500~600mm이다.

중심선을 표시해 나간다.방 반대편 방향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중량을 받는 부위는 국부적으로 수량을 증설할 수
있다.
먹줄을 사용하여 중심선을 먼 지점부터 격자
표시를 한다.

3.크래들(홀더) 배치
표시된 위치에 크래들을 앉히고 사방가장자리는크래들과 벽 사이에
10mm의 간극을 유지한다.

4.바닥 높이 조정

5.높이 정밀 조정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하여 각 크래들의 차이를

2mm와 5mm의크래들패커를 적절하게 조합

보정한다. 10mm 이상의차는 베이스 패커를

하여 각재의 높이를 조정하고 삽입은 각목 방향

(10mm 또는30mm)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과 일직선으로 한다.
크래들 위에 각재가 2-3개 결합되는 교차부위는
하중을 모두 크래들패커가 지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5mm 이하는크래들패커로,
10mm 이상의 차는 베이스패커로 높이를 조절한다.

6.각재 설치
각재를 크래들 홈에 그어진 중심선을 따라
연장하는 결합은 반드시 크래들 안에서해야한다.

7.단열재 및 온수파이프(XL 파이프) 설치
1) 단열재는 각재 사이에 빈틈없이 펴서 시공하고 이음부는테이핑한다.
2) 단열재 위와 각목하부에도 빈틈없이 재단하여 깔고 이음부는 약간겹치게 하여 들뜨지 않게 테이핑을 한다.
3) 배관작업은시방서에 따라 온수 배관을 설치하고, 이때 필요하면 냉수관은결로방지용 배관피복을 시공한다.
4) 배관이 각목하부로 건너갈 때는 파이프가 직접 각목에 접촉되지 않도록고정한다.
5) 단열재 위에

온수파이프 고정용 새들을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타카작업으로 마무리한다.

8.마루 상판(PB 합판)설치
1) 합판을 각재와 90도 방향으로 덮는다.(필요하면 적당한 접착제를 각재

9.측면 완충재 설치

상부에 바르고 합판을 붙일 수 있다)
2) 사방을 벽과 10mm 간극을 유지하고 설치한다.
(충격소음차단 및 유지보수용)
3) 합판은 엇갈림 배열로 하고 접합부위는
최소 150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4)합판의 짧은 측의 가장자리는 각재 상부에서결합 되어야 한다
5) 합판은 납작 목재나사로 머리가 묻히도록
체결한다.
-고정간격은 6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각재를 따라 고정 중심선은 300mm 간격
이며 긴면의 가장자리 주변은150mm 간격
이다.
-합판의 좁은 측의 가장자리 접합부위는 양쪽 면 모두 나사못질을 해야 한다.

1)측면 완충재 설치: 마루합판 상부와 같은
높이로 10mm의 벽체와 크래들 사이의 간극에
PE 완충재를 끼워 넣는다.
2) 걸레받이 몰드 : 벽에 붙인 후 바닥 상부에
남는 부분을 잘라서 정리한다.

10.인스타레이설치

11.마감 바닥재 설치

1) 인스타레이를 보호필름이 위로 향하도록 펼친다.

1) 인스타레이의 길이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2) 사방을 바르게 펴고 필름은 제거하지 않는다.

2) 보호필름은 조금씩 부착할 부분만을 떼어내면서 작업한다.

3) 가장자리는 벽면에 닿도록 자른다.

3) 마감바닥재의 시공방법에 따라 마감한다.

1

2

3

4

5

6

7

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1) 바닥재 보수- 손상 또는 마모 정도에 따라 분해 결합 방식으로 보수작업 - 부분 또는 전면 교체함
2) 온수 배관의 보수- 배관의 매니폴드 커버나 국부적인 상판 분해로 작업함
3) 기타 하부 유틸리티 보수 – 간편하게 분해 결합으로 문제 해결 가능함

5. 편익 및 특장점
◈ 바닥 충격음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 근원적 해결 (최고등급)
: 적절한 쿠션기능 제공은 발바닥 피로감소, 관절 부상의 예방 및 근골격계보호기능(Anti-Fatigue)
◈ 획기적인 공기 단축 및 공정관리 용이– 표준 슬래브 상부에 설치하는 건식공법으로 습식 공법의 제약성 극복
: 현장에 따라 약 2개월 정도의 공기단축 효과로 부대비용 등 대폭 절감
◈ 구조물의 초 경량화 (건축물 하중감소; 예 25평/82.5㎡, 25층 아파트- 약 250톤 하중 감소효과/슬라브 5cm 가정)
– 총체적인 원가절감

◈ 층고 확대 가능 – 기존 습식구조의 폐해인 두께 증가를 대폭 줄임
(타사 습식 총두께 330~410 vs. SWK-ICF40시스템 300~314mm)
-최대 약 300cm/25층 확충가능(복층, 펜트 하우스 등 차별화된 설계가능): 일조권, 조망권의확장성
◈ 시공의 용이성 및 유지보수 간편 (100% 건식 현장조립 조립/분해 방식으로 간편한 시공성– 생산성 증대)
: 상하수도관,난방배관, 전기통신, 가스관 등의 유틸리티 하자유지보수 용이.
◈ 환경친화적인 공법- 미장몰탈, 유해성 접착제가 필요 없는 순수한 건식 뜬 바닥구조임
-

모든 부자재 재활용으로 건축 폐기물 발생 방지

◈ 열효율 극대화 (습식온돌구조의 슬래브 구조체를 통한 열교현상을 완전 차단하여 열관류율 및 온열반응시간
향상)
◈ 심미적 인테리어 공간 연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바닥재를 선택 시공 가능
◈ 반영구적인 항구성 유지- 30년 이상 영국 등 유럽에서 적용 해 온 검증된 선진 과학시스템

6. 적용 분야☞ 전방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노베이션(리모델링)
◈ 주택(목조주택,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연립,원룸),
◈업무용빌딩 및 상업시설(사무실,매장,전시장,레스토랑, 백화점)
◈호텔(연수원, 펜션, 리조트, 노약자시설), 학교(기숙사,유치원), 도서관
◈체육시설(실내 스포츠센터, 에어로빅, 스포츠 플로링),종교시설등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
제품 구성

충격음저감능력 및 등급

비고(시험규격)

(ΔLw& IIC)
1) 콘크리트슬래브 150mm + *인스타레이 3mm

23 dB & *IIC 55

영국규격 BS EN ISO140-8:1998

2) 콘크리트슬래브 150mm + 인스타레이 5mm

26 dB & IIC 58

미국규격ASTM-E492-09,E-989-

3) 콘크리트슬래브 150mm + 인스타레이 3mm + 비닐타일 3mm

IIC 63

1) 콘크리트슬래브 150mm + 인스타크래들 10mm 베이스

28 dB & IIC 54

2) 콘크리트슬래브 150mm + 인스타크래들 20mm 베이스

28 dB & IIC 54

06 & E2179-03
영국규격 BS EN ISO140-8:1998

*IIC(Impact Insulation Class):지수가 높을수록 층간소음 차단능력 우수함. 예) IIC55는 야간 실외소음40dB이하(농촌교외, 고급주택지역 수준)
*인스타레이(InstaLay),인스타크래들(InstaCradle)은 영국 InstaFloor사의 특허 틍록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