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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창호 주위 열 손실을 저감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1.2 관련 시방

건축 시방서의 단열 공사

1.3 적용 규격

- KS F ISO 5660-1, KS F 2271 (준불연 시험규격)

- Q마크(2016-078) 열교차단재

 

1.4 제출

시공 견본은 필요한 크기로 제출하며 열교차단재의 크기와 모양 등을 확정한다. 

1.5 품질 보증

본 시방에 사용되는 열교차단재는 공산품 품질인증(Q마크) 규격에 준하여 품질을 보증한

다. 

2.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의 품질

2.1 특징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2) 창호 주위 누수,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억제

(3) 창호 프레임 선시공에 따른 공정 유연성 제공(공기 단축)

(4) 시공성 우수 및 LCC(건축물 생애주기 비용) 효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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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차단재 시공 단면 1 열교차단재 시공 단면 2

그림 1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 시공 단면

열교차단재 시공 단면(리모델링 포함) 방화문 주위 열교차단재 시공단면

그림 2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 시공 단면

2.2 규격

(1)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 제원

 열교차단재의 크기와 적용 부위는 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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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모델명
크기(mm)

(길이x폭x두께)
적용 부위 비고(TYPE)

23031585 (NF)W200-A1 1,000x200x130 창·문틀 주위

직선

23031583 (NF)W200-B1 1,000x200x130 창·문틀 주위

23031581 (NF)W200-C1 1,000x140x130 외단열 토탈시스템

23031579 (NF)W150-A1 1,000x200x80 창·문틀 주위

23031577 (NF)W150-B1 1,000x140x80 외단열 토탈시스템

23031575 (NF)D150-A1 1,000x90x90 방화도어

23031584 (NF)W200-A2 300x300x130 창·문틀 주위

ㄱ자(코너)

23031582 (NF)W200-B2 300x300x130 창·문틀 주위

23031580 (NF)W200-C2 300x300x130 외단열 토탈시스템

23031578 (NF)W150-A2 300x300x80 창·문틀 주위

23031576 (NF)W150-B2 300x300x80 외단열 토탈시스템

※ 허용오차(mm) : ±10.0

※ 특이사항 : 직선 모델 길이는 표준 산정값으로 1,000mm로 표기, 납품 및 이동 시 1,800mm로 제단

                 리모델링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함

표 1 열교차단재 제원

2.3 품질 기준

 

시험항목 판정기준 시험방법 비고

열방출
시험

총방출열량(MJ/㎡) 8 MJ/㎡이하

KS F 
ISO5660-1

전모델에 적용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는 시간(s)

10 s 이하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심재의 전부용융, 소명)등

없을 것

가스유해성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1) 열교차단재의 품질은 아래 기준과 같다.  

2.4 재료 검사

(1) 공사 착수 전 열교차단재의 견본 및 성능시험서(시험성적표 1년 이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열교차단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는 곳에 용도, 형상 등

시 방 서 문서번호 SVE_2

제정일자 2015.06.01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1.09.01

페 이 지 4

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열교차단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5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의 시공

3.1 열교차단재 시공

(1) 공사 전 검사   시공 전 적용할 부위에 대한 설계도면 및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

우 시정이 된 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2) 공사 순서

(가) 벽체의 거푸집 설치와 동시에 열교차단재(본체와 메움재)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거푸집 탈형과 동시에 열교차단재의 메움재를 제거한다. 

(다) 창호 설치와 외벽단열재를 설치한다. 

(라) 외부 마감(조적, 금속재 외 마감재) 시공을 실시한다. 

(3) 공사 후 검사   시공 후에 적용할 부위에 대한 설계도면 및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의 시공 순서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1단계: 거푸집(열교차단재 설치) 2단계:거푸집 해체

3단계 : 창호설치 및 단열재시공 4단계 : 외부 마감재 시공

<Con’c + 열교차단재 타설부착시 시공도>
※ 시방서에 제시된 시공 절차 외 현장 상황에 따른 시공 방법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술협의 하에 진행한다.

4. 기타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