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 11000 (조달청식별번호: 22861458)

PC 12000 (조달청식별번호: 22862448)

PC 70000 (조달청식별번호: 22781456)

PC 71000 (조달청식별번호: 22781457)

세라믹 미끄럼방지포장
도막형 바닥재

기술과 성능으로 입증된 세라믹미끄럼방지포장- 

더 안전한 미래의 도로를 만들어갑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413호 (이의동 906–5)

Tel  031)888-5530~3 Fax  031)888-5534

http://www.poinix.net E-mail   poinixin@nate.com



세라믹 미끄럼방지포장은 세라믹 혼합골재에 의한 우수한 내마모성과 암적색, 녹색, 황색, 흑색 등 모든 색상구현이 가능한 수지를 

사용하여 우수한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1) 박리 및 이탈 문제점 해결
 기후 및 온도변화와 아스팔트의 미세한 변형등으로 인한 박리 및 이탈발생을 결합재와 혼합경화재로 해결

2) 시인성 확보 및 유지
 세라믹골재가 완전 마모될 때까지 선명한 색상이 유지되어 높은 시인성 확보

3) 내마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
 높은 강도의 세라믹 혼합골재를 사용하여 내마모성 증대

4) 높은 미끄럼저항력 확보
 세라믹 혼합골재의 적절한 혼합으로 높은 마찰력을 나타냄

기술 개요

세라믹 공법 제품 특징

특허기술로 구현한 안전 도로,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PC 11000 (조달청식별번호: 22861458)  / PC 12000 (조달청식별번호: 22862448)

PC 11000 (조달청식별번호: 22861458)  / PC 12000 (조달청식별번호: 22862448)

일반도로 / 위험도로 / 각종보호구역

1) 세라믹 혼합골재의 사용으로 내마모성 증대

2) 신장률 / 접착률 향상으로 내구성 향상

3) 환경친화적인 수지 사용

4) 주변 경관에 맞춘 디자인 및 다양한 칼라 구현가능

제품소개

제품사진

제품구분 포장두께 색   상 용   도

PC 11000
PC 12000

3mm

2mm
암적색, 황색, 녹색, 흑색 등

일반도로, 위험도로, 스쿨존, 실버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등 시인성, 감속 등이 필요시

특허번호 : 10-0835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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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콘크리트 바닥 및 신규 양생된 콘크리트 바닥면 위에 아크릴 수지 몰탈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 및 기능을 연출하는 공법으로 

기존의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세대 포장 공법

1. 에폭시수지(적색)를 활용하여 표면보호공 1, 2차 작업을 하므로 표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킴

2. 뛰어난 단열성으로 노면 온도 상승의 억제

3. 주변경관에 맞춘 디자인 및 칼라화 가능

기술 개요

특  징

기존의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막형 바닥재

PC 70000 (조달청식별번호: 22781456) / PC 71000 (조달청식별번호: 22781457)

구분 포이닉스(세라믹포장) D사 S사 R사

시
공
사
진

단
면
도

재
료
ㆍ 
시
공

- 기능성 결합재 도포

- 세라믹혼합골재 포설

- Top Coating

-   에폭시수지와 규사 혼합 후  
롤러로 밀착

- 기능성 결합재 도포

- 알미늄 파쇄품 포설/다짐

-  원재료 가열 후 용해시켜 노면
에 접착시공

  (수지와 소성보크사이트 배합)

BPN 83 43 77 70

장
점

- 노면과의 접착력 우수

- 노면 크랙부위 시공가능

- 강도 높은 세라믹골재 사용

- 다양한 색상 및 질감표현

-  기능성첨가제 추가로 접착 및 
내구성 강화

- 종/횡방향으로 거칠기 형성 가능

- 다양한 색상 및 질감 표현

- 노면과의 접착력 양호

- 원자재 마모저항성 양호

- 다양한 색상 및 질감표현

- 용융식 살포로 건조시간 단축

- 저온시공 가능

- 다양한 색상 및 질감표현

단
점

- 전문 시공기술자 필요

  ㆍ시공기술지도로 보완

-   노면 크랙 / 이음 부위 재료 파손

-   판막형성으로 장판처럼 들려저  
 떨어짐

※경기도청, 경기경찰정 사용중단 권고

- 시공 후 탈색정도 심함
- 원자재 전량 수입품

-    원재료 가열 시 악취 과다로 
민원 발생

알미늄 포설 / 다짐
결합재도포
기존도로 (ASCON)

TOP COATING (에폭시)
세라믹혼합골재 / 다짐
기능성 결합재 도포
기존도로 (ASCON)

에폭시수지와 규사혼합물 포설

기존도로 (ASCON)

원자재 가열 후 노면에 포설

기존도로 (ASCON)

시공준비및교통통제1

결합재 도포4

시공범위표시3

교통개방6

시공위치노면청소2

양생5

미끄럼 방지 포장 시공 순서

미끄럼방지 포장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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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

일반 도막형 바닥재 비교분석

일반 도막형 바닥재 공정순서

도로 바닥재 비교분석(탑코팅)

구 분 1안 - 도막식(세라믹) 2안 - 부착식 3안 - 융착식

이미지

주요 특징
세라믹혼합골재와 수지에 기능성 첨가
제를 교반하여 포설장비로 노면에 도막
하는 공법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포장면위에 접착식 미끄럼 방지재를 부
착하는 공법

가열융해로 건조가빠르며,무용제로 
부착력,작업성우수.내마모성내알카리
성,내후성 우수하다.

장 점

-  주재 자체로 다양한 색상과 높은 선명 
도를 지니고 있어 시인성 확보에 최상
이다.

-  고강도 수지에 세라믹골재를 배합하
여 시공하므로 긴 내구연한 동안 지속
적으로 높은 미끄럼저항성을 발휘
한다.

-  차량 충돌시 내구성 확보 유리

-  강재 자중이 커 고정하중 증가폭  
 증가

-  다양한 색상표현 가능

-  환경친화적인 다양한 디자인 가능

-  도시의 역사와 이미지를 형상화한  
 경관문화 창조가 가능

단 점 -  전문 시공기술자 필요

-  노면과의 접착력 저하로 박리현상이 
빈번 

-  내구성의 저하로 잦은 균열발생

-  경화시간이 길어져 교통개방이 늦어짐

-  해풍에 의한 부식 가능성 높음

-  저온시 균열, 박리현상이 일어남

-  도막두께가 두꺼워 동절기 잦은  
 크랙발생

-  골재입도가 커서 소음발생

-  해풍에 의한 내구성 저하 가능성   
 높음

비 고 물품식별번호22781457

시공준비
(노면상태확인, 
위험요소 제거)

폴리머 바닥재 
조성물 포함

시공위치 
노면 청소

로울러 또는 흩뿌리는 
공법으로 시공

마킹 테이프 작업

커버링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프라이머 도포
(콘크리트 마감시)

자연양생 후 
검사 및 개방

제품 소개

제품구분 포장두께 색   상 용   도

PC 70000

PC 71000

0.7 ~ 1.2mm

1.2 ~ 1.5mm
암적색, 검정, 기타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장, 휴게공간, 

체육시설, 육교, 보도, 산책로, 공원, 광장 등

PC 70000 (조달청식별번호: 22781456) / PC 71000 (조달청식별번호: 22781457)

자전거도로 / 보도 / 

버스전용차로 / 공원·산책로

1) 환경친화적인 수지 사용

2) 주변 경관에 맞춘 디자인 및 다양한 칼라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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