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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선도기업

경영이념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일에 충실하자

1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하자

2
동종업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자

3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자

4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미래의 가치 창조 차세대 기능성 복합재료의 기술개발로

21세기 건축화학 소재분야를 선도하는 주식회사 삼성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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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ONSTRUCTION CO,. LTD.

BEST PARTNER
SAMSUNG CONSTRUCTION

SMART POWER SYSTEM

고무함량 45% 이상의

점착 유연형 컴파운드 개발로

재료적 안정성 및 장기 내구성 확보

아스팔트 소재 배제

고무햠량 45%이상 함유

“탈유 및 유막현상을 개선한 고내구성의 제품 및 공법 개발”

▼

탈유 및 유막 현상 방지

▼

콘크리트와 부착력 강화

합성고분자계 3중 교차필름 구성



(주)삼성건업은 1992년 창사 이래 고객만족을 위해 기술우위 및 기술혁신을 지향하며 

최고의 방수, 방식, 방근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 제일의 신기술 개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466호, 536호, 710호를 인증 받은 삼성건업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기술개발, 공법의 창출을 위해 연구와 개발에 창의적인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로 앞서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 입니다.

2020     KS 인증서 및 LH신기술 인증
2019     LH구매조건부 신재품 개발 완료, 점착유연형 방수제 특허 등록 
2018     안성공장 건립 및 준공
20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인천광역시장상 수상
2016     부분절연형시트-도막 복합방수 특허 등록
2015     노출방수공법 개발 특허 등록
2014     국토교통부 신기술의 날 국무총리표창
2013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710호 지정
2010     조달청우수제품지정 건설신기술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방수/방근 공법, 특허등록(특허10-095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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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ONSTRUCTION CO,. LTD.

20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K-마크 인증서(성능) 이노비즈 기업 선정 
2007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536호 지정, 수처리 방수공법 특허등록 1건,
              자착식 부틸고무시트 특허등록 3건
2006     교면방수재 실용신안 등록, 건설신기술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05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466호 지정, ISO 9001 인증, 벤처기업 지정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기술부문(방수ᆞ방식분야) 수상 
2004     Q마크 품질보증업체 지정
2003     자착식 고무시트 공법개발
2002     수처리 시설물관련 공법개발
1993     캐나다 PERMARQUK사 기술제휴 및 대리점 계약 체결 
1992.3   주식회사 삼성건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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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는 기술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삼성건업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수명연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수기술을 추구합니다.

● LH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선정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방수 

● 건설신기술 710호 SMART-GREEN SYSTEM 방근ᆞ방수

● 건설신기술 536호 SMART SHEET 방수

● 건설신기술 466호 Hybrid Prepolymer ECOSEL 방식ᆞ방수

면허 및 
인증서

주요
제품

ㆍISO 9001 품질인증
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O-BIZ)인증 
ㆍ기업부설연구소 인증
ㆍ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466호 인증 
ㆍ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536호 인증 
ㆍ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710호 인증 
ㆍKS마크 인증
ㆍ환경표지 인증
ㆍ녹색기술 인증
ㆍLH신기술 인증

●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공법 : SMART-POWER SHEET 
● 인공지반녹화용 방근ᆞ방수 공법 : SMART-GREEN SYSTEM 
● 자착식 부틸고무 방수시트 공법 : SMART SHEET 
● 스마트복합노출방수 공법 : SMART-TOP
● 하이브리드 방수ᆞ방식 공법 : ECOSEL
● 고도수처리 구조물 방수ᆞ방식 공법 : ECOONE
● 무기질 침투성 도막방수 공법 : ECOTEC
● 교량교면방수공법 : SMART 교면 SHEET
● 무기질계 탄성도막 방수 공법 : E-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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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ONSTRUCTION CO,. LTD.

Smart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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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방수공법 Smart Power System

탈유 및 유막 현상을 방지한 부틸 고무와 길이, 나비 방향에 따른 성능 차이를 최소화 시킨

PET 합지 3중 교차 필름을 일체화한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방수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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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ONSTRUCTION CO,. LTD.

SMART POWER 시트공법의 특징

점착식 방수 기술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하부 이형지 제거 후 로울러등의 압착도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 공극에 함침되어지도록 시공하는 공법으로 시트

부착에 따른 작업시간의 감소와 양생기간이 필요없이 공기단축 및 비용절

감효과를 가져오는 점착식 방수 공법

1

점합부 일체화 기술

고무의 자착특성으로 접합면에 시트를 상호 일체화하여 작업시간을 단축

시키고 시트간 부착력 및 누수안전성을 향상시킨 접합부 일체화 기술

2

저온 품질 안정성

고무시트는 저온 유연성의 뛰어나 -30℃ 저온에서도 부러짐을 방지하여

저온 유연성이 확보되며 기존 시트방수공법은 저온환경(5℃) 이하가 되면 부

착성을 상실하여 콘크리트 바탕면과 부착이 어려우나 고무시트는 내한성이

우수하여 저온에서 점착성을 유지하는 저온 부착 안전성이 확보된 방수기술

3

염해 저항 성능

염해환경하의 지하구조를 방수재 평가에서 적합한 공법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장기적인 방수 성능 및 내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 염해환경하의 방수재료 및 공법특성 평가연구 보고서 (한국콘크리트학회)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사 방수재 특성평가 보고서

4

구조물 거동 대응성

연질형 고점착 부틸고무층이 구조물 거동 및 바탕면 균열로 인한 영향(변

위)에 대응과 완충작용을 함으로서 구조체의 신축이음부, 균열부, 이어치기

부, 익스펜션 조인트 등 취약부에서 방수층 파단방지 및 기능을 유지한다.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사 방수재 특성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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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OWER 시트공법의 시공방법

10

콘크리트 바탕면에 SP-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를 가압하여 시공한다.

바탕 정리

ꀻ

프라이머 도포

ꀻ

점착식 시트 시공

ꀻ

보호층 시공

1. 바탕면 정리 2. SP-프라이머 시공 3. SMART-POWER-SHEET 시공 4. 보호층 및 누름층



SMART POWER 시트공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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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ONSTRUCTION CO,. LTD.

건물 옥상,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차도 외부, 지하철개착구간 외부 등 콘크리트 구조물 외방수에 적용함.

복선전철 
지하철 BOX

지하구조물 
외벽방수

개착구간 
외벽방수

구조물
기초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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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시공단면도 파라펫 및 드레인 주변 시공단면도

상부 우각부 배관 관통 부위



SMART POWER 시트공법의 도면

SMART POWER SHEET공법 적용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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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ONSTRUCTION CO,. LTD.

하부 우각부(1) 하부 우각부(2)

재료명 포장단위 용도

SMART-POWER 시트(PS-150) 10 m/roll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SMART-POWER 시트(PS-200) 10 m/roll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SMART-POWER 시트(PS-400) 10 m/roll 선방수 시공용 부틸 복합시트

SMART 프라이머(SP-150) 18 L/can 방수용 프라이머

SMART 씰(SB-1100) 12 kg/can 복합시트 보강용 씰란트

SMART 테이프(ST-100) 20 m/roll (W:100mm) 보강용 특수 테이프



LH구매조건부 과제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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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OWER 제품 성능평가 결과 “LH 전문 시방서 42537 자착형 방수시트” 시험 방법 준용

주요 성능 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시험 결과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인장 강도
길이

N/㎜ 4.0 이상
4.4

나비 4.2

신장률
길이

% 450 이상
477

나비 464

인열 성능
길이

N 35 이상
38

나비 36

온도
의존
성능

60℃

인장 강도
길이

N/㎜ 3.0 이상
3.3

나비 3.2

신장률
길이

% 200 이상
263

나비 238

-20℃

인장 강도
길이

N/㎜ 7.0 이상
7.7

나비 7.8

신장률
길이

% 80 이상
96

나비 91

굴곡저항성능 -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음

접합안정성능
내정수압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 되지 않음

벗김저항성능 N/㎜ 1.8 이상 1.9

부착성능 (Peel-Out) N/㎜ 1.8 이상 2.1

내움푹패임성 -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 되지 않음

내피로 성능
20℃

-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음

-20℃ 이상 없음

주요 성능 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시험 결과

점착유연형
부틸 복합시트

고형분(불휘발분) % 85 이상 95

점 도 cPs 2,000,000 이상 2,500,000

투수 저항 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되지 않음

습윤면 부착 성능 -
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탈락하지 않을 것
이상없음

구조물 거동
대응성능

공장 생산시 -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되지 않음현장 반입된
일체화된 시트

- 투수되지 않을 것

수중 유실 저항 성능 % 질량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0.01

내화학 성능 % 질량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0.02

온도 의존 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투수되지 않음

“최종 배합으로 생산된 점착유연형 방수시트 샘플 성능 평가 결과,

최종개발목표 성능 만족”



신기술지정증서, 인증서,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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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ONSTRUCTION CO,. LTD.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1003호
                        Tel. 02-2028-3500 / Fax. 02-2028-3509
안 성 공 장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산단로 12
                        Tel. 031-672-4581 / Fax. 031-672-4582
기술연구소      경상북도 경산시 일연로 585
                        Tel. 053-857-1563 / Fax. 053-857-1564

SS/2010

삼성건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