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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일반반  사사항항

11..11  작작업업준준비비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책임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 해야 한다. 

11..22  창창호호  설설치치

1) 창호 시공은 하기사항 또는 독일에서 인증하는 RAL- Gutegemeinschaft Fenster und Hausturen e.v에    

   준하는 시공방식을 따른다.

2) uPVC창호의 설치는 유리의 자중과 풍하중, 작동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4) 구조체와 설치는 반드시 구조체와 창호 사이의 단열보강과 기밀 보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밀 자재는 

   수달(SOUDAL)사의 기밀테이프(VARIO EXTRA) 혹은 팽창밴드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열 

   보강은 수달(SOUDAL)사의 플렉시폼(FLEXIFOAM)인 저팽창 연질폼으로 한다. 창호 시공 전 창호 프레임

   내, 외부에 기밀테이프를 들뜸 없이 부착한다.

   대체) 수달(SOUDAL)사의 기밀테이프(VARIO EXTRA)와 플렉시폼(FLEXIFOAM)의 준하는 자제를 사용해도

   된다. 

                              그그림림  11  기기밀밀테테이이프프의의  모모서서리리  처처리리  

                              그그림림  22  기기밀밀테테이이프프와와  플플렉렉스스폼폼  제제품품  이이미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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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호는 수직, 수평에 맞춰 설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창의 휨 변형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그림림  33  창창호호  수수평평을을  위위한한  고고임임목목의의  올올바바른른  위위치치

6) uPVC창호를 직접 골조에 결속할 경우 시스템 차호 시공에 적합한 Ø7.5mm 전용 스크류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골조 바깥으로 시공할 경우 현장 협의 후 강판계 “ㄱ”자철물이나 전용 블라켓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그그림림  44  전전용용  스스크크류류  및및  전전용용  블블라라켓켓

                    

7) 창호 고정 시 고정 철물로 인한 휨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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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공철물의 간격은 시방서 및 독일에서 인증하는 방식 또는 창호업체의 제조기준(Techincal Information

   ; T.I.)에 따른다.

그그림림  55  AAlluuppllaasstt  창창호호  시시공공피피스스  및및  철철물물  간간격격  기기준준의의  예예

9) 건설 재료에 따른 창호의 시공 구멍 및 스크류 삽입 깊이는 40㎜ 이상을 권장한다. 

11..33  창창호호  주주위위  단단열열,,  기기밀밀  보보강강  

단열 보강을 위해서 창과 골조 사이의 공간에는 저팽창 수성연질우레탄 폼을 사용하며, 기밀 테이프와 

함께 용도에 맞추어 감독자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한다.

1) 시공 전에 창호가 설치된 골조의 표면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한다. 골조의 표면의 

   먼지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외부와 내부는 기밀테이프(VARIO EXTRA)를 선택하여 골조에 이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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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표면에 분무기로 가볍게 표면을 적신다.(골조와의 부착력 높임, 습도를 통해서 팽창되므로 습도가 

   높은 날은 반응속도가 촉진된다.) 

그그림림  66  골골조조와와  창창호호  사사이이  분분무무기기((물물))로로  작작업업

4) 수성 연질 플렉시폼(FLEXIFOAM)을 사용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흔들어준다. (약 20회)

그그림림  77  플플렉렉스스폼폼((FFLLEEXXIIFFOOAAMM))  흔흔들들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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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쌓아 올리듯 하부에서부터 상부방향으로 진행하며 창호와 골조사이의 틈을 수달(SOUDAL) 제품인 

   플렉시폼(FLEXIFOAM)으로 충진한다.

그그림림  88  플플렉렉스스폼폼((FFLLEEXXIIFFOOAAMM))  충충진진

6) 최적의 폼 품질을 위해 전후 가습을 진행한다. 한 층을 추가로 만들 경우 스프레이로 표면을 다시

   다시 습하게 한 후 사용한다. 

그그림림  99  플플렉렉스스폼폼((FFLLEEXXIIFFOOAAMM))  충충진진후후  분분무무기기((물물))로로  작작업업                

7) 밀실하게 충진 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진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충진 시 접착면의 최소온도는 5ºc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화가 경과되기 전까지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경화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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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부 또는 외부 수달(SOUDAL) 제품인 기밀테이프(VARIO EXTRA)를 잘 붙여서 시공한다.

그그림림  1100  내내ㆍㆍ외외부부  기기밀밀테테이이프프((VVAARRIIOO  EEXXTTRRAA))  작작업업

11..33  유유리리  끼끼우우기기  

1) 유리 끼우기는 반드시 건식공법과 프로파일에 맞는 전용 Gasket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그림림  1111  GGaasskkeett  정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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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폐 종류의 따라 SASH의 적당 지점에 packers 과 spacer을 위치시킨 후 유리를 얹어 놓는다. 

그그림림  1122ppaacckkeerrss와와  ssppaacceerrss  사사용용의의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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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하는 Glass setting block의 너비는 유리의 두께보다 2mm 큰 것을 사용하며, 유리와 프로파일 

   사이에 간격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삽입한다.

     

그그림림  1122  GGllaassss  SSeettttiinngg  BBllaacckk의의  사사용용의의  예예

4) 내부에서 GLAZING BEAD를 상부와 하부에 먼저 결합시키고, 다음에 좌우 나머지 GLAZING BEAD를 

   결합 시킨다. 

5)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는지, 하드웨어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샤시와 프레임 사이에 간섭은 없는지 확인한다. 

11..44  현현장장  정정리리정정돈돈

     

1) 창호 보양 및 청소 :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 공통사항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2) 제품 보양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3) 설치된 창호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4)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