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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법으로 시공된 주택에서 살고 싶으세요?
aT-WaLL은 일본 최대의 종합건축자재
메이커인 LIXIL그룹 내 아사히토스템에서
생산하는 요업계 외장재 입니다.
요업 외장재 또는 요업 사이딩은 70년대 이후
건축물의 불연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시책에 따라 기존 목재사이딩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실링 공법
원료와 생산공정
AT-WALL 은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섬유질 원료와 혼화재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성형 ➞ 양생 ➞ 절단 ➞ 도장 ➞ 검사 의 공정을 통하여 생산됩니다.

물리적 성질
비중
함수율
휨파괴하중
내화등급
열전도율

0.9~1.1
20%이하
785N~900N
4등급(최고등급)
0.22~0.25W/mk

AT-WALL 특징과 성능

폼알데하이드방산량 평균값,
최대값 불검출 시험
(KS F 32000:2006)

•내화성능 –모든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
•단열성능 –몰탈에 비해 6배 정도 높은 단열 성능
•내진성능 –비중이 몰탈에 비해 절반 정도로 건물에 하중부하가 적음
•통기구법 –습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길어짐
•동결 및 융해 저항 성능 –추운 지역에서도 시공 및 사용 가능
•건강 –석면을 사용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는 수성계 도료
사용으로 인체에 무해함

실링레스 공법

건축자재 주택설비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LIXIL(릭실)은
주식회사 주생활 그룹의 사업회사였던
TosTem, iNAx, shiNNikei, suNWAve,
Toyo exTerior가 2011년 4월 1일 통합하여
LIXIL(릭실)로서 시작하였습니다.
LIXIL은 주(住) = LIvIng과 생활(生活) = LIfe를 합한
‘주거생활’그 본질을 나타냅니다.

롯데월드타워

누수 차단 (JIS A 4706에 준한 살수시험)

깨끗한 벽에는 이유가 있다
깨끗한 벽을 실현하는 AT-WALL 만의 특허 실링레스 공법

통상적인 공법에 의한 이음새는 노후화에 의해
실링의 조각이나 오염이 눈에 띄게 됩니다.

통상적인 공법의 이음새 :

기존공법에 비해 본체와 본체 사이에 이어지는
이음새가 보이지 않는 '실링레스 공법'이 적용되어
실링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링조각이나
먼지 걱정없이 벽면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사이딩 줄눈에 물을 분사합니다.

세라믹사이딩 뒷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라믹사이딩을 분리하면 ePDm 패킹으로 인해 수분 유입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세라믹사이딩 표면은 젖어 있지만 고정브래킷과 조이너는
젖어 있지 않습니다.

실링레스 공법의 이음새

실링이 열화된 상황(이미지)

안전을 고려한 자체 테스트

좌 로 진동을 부여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 로 진동을 부여합니다.

모서리부분도 시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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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은 어렵게, 제거는 쉽게

친수기능에 의한 셀프 클리닝 기능

AT-WALL 세라믹사이딩 열전도율과 방음효과

셀프클리닝 기능 외장재

사이딩재
착색층
친수면

kcal/mh℃

W/m•K*

AT-WALL

0.19~0.21 (1)

0.22~0.25 (1)

알루미늄

180 (2)

209.30 (2)

모르타르

1.10 (2)

1.28 (2)

콘크리트

0.95 (2)

1.10 (2)

ALC

0.13 (2)

0.15 (2)

석고판

0.12 (2)

0.14 (2)

오염

친수면에 오염이 발생합니다.
※기존상품과 비교해서 정전기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친수면에 물방울이
달라 붙습니다.

친수면과 오염부분 사이에 빗물이
침투하여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제거됩니다.

내진성능
AT-WALL 세라믹사이딩의 표준시공은 층간 변형각이 1/120입니다.

기존의 도장품

최강지진(5.8)에 안전한 등급

풍압성능
높은 내진 및 내풍압 성능 (NyG / www.nyg.gr.jp)

환경을 배려한 원재료 및 친환경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을 생각한
자재 입니다.

사이딩재
착색층

동결융해시험

오염

AT-WALL 세라믹사이딩

통기 시스템의 적용과 이점
1/
습기는 빗방울의 약 1/2,500,000 정도로 작은
입자입니다. 습기는 상대습도에 따라 건축물의
내외부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한 습기는 AT-WALL의 통기 시스템을
통해 외부로 배출됩니다. 통기가 않되는 경우
습기가 배출되지 못해 결로가 발생하여 벽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될 경우에도 통기 시스템을 통해 유입된
빗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7P 누수테스트 관련 내용 참조)

▶

【 내후성
（S-WOM）시험결과 】

시험전

80회 사이클 반복 시험 후

일반 세라믹사이딩 외장재

2/
통기 층의 통풍에 의한 차열 효과로 냉방 비용이
절약 됩니다.

▶
시험전

기대사용년수>

10년

20년

30회 사이클 반복 시험 후

30년

시험시간(hr)

국내 시험성적서

좋음
>
>

변색, 퇴색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구간

변
색
∙

퇴
색
의
정
도

당사 측정데이터

>
>

※ 선샤인웨더미터(s-Wom)시험 : 강한 일교차나 열,비
등의 가혹한 자연조건을 단시간에 재현하는 시험
※ 시공공장, 사용조건에 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사규정에서는 5000hr가 10년에 상응합니다.

* AT-WAll PZ 제품은 15년 보증 합니다.

나쁨

(도막 15년 보증)

색차

06 LIXIL / ATWALL

아크릴 애멀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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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
보증

년

폼알데하이드방산량

준불연테스트

(셀프불소코트)
LIXIL / AT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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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란

RUFRAN

Contents &

Product

멀리서도 빛나는 자연미와 세련미의 극세벽돌 무늬

09 / 루프란 _RUFRAN

10 / 루미나드 론테 _LUMINADE LONTE

11 / 슈크르 _SHUCOUR

12 / 트바이스 _TVISE

13 / 러스티 우드 _RUSTY WOOD

14 / 렉타르 _RECTART

Products >>
15 / 베리에 _VERIE

상시재고

16 / 세키보쿠 _SEKIBOKU

FRPZ6PFIV_ Ivory

17 / 소나테 _SONATE

18 / 아멜리아 _AMELIA

19 / 듀나스 _DUNAS

20 / 모자이크 스톤 론테 _MOSAIC STONE LONTE

21 / 뉴 제라토 _NEW ZELATORE

22 / 알 볼더 _R BORDER

23 / 야마가타 와라하디 타일 _YAMAGATA WARIHADA TILE

24 / 리플 _RIPLE

FRPZ6PFKR_ Black

FRPZ6PFLG_ Light Gray

FRPZ6FWH_ White
본체 16x455x3,030(mm) i 코너 91x91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5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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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나드 론테

슈크르

LUMINADE LONTE

SHUCOUR

돌무늬를 적층한 형상의 내츄럴한 텍스처를 더해 의장성이 뛰어난 무늬

두가지 텍스처가 섞인 스타일로 간단하며 현대적인 스타일의 무늬

Products >>

Products >>

상시재고

sCPZ5PsCA_ White

LUPZ5PCR_ White

sCPZ5PsCb_ Beige

LUPZ5PDP_ Deep Charcol

sCPZ5PsCC_ Sand

LUPZ5PWT_ Natural White

sCPZ5PsCD_ Brown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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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재고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LIXIL / ATWALL

11

트바이스

러스티 우드

TVISE

RUSTY WOOD

다른 질감의 타일을 조합하여 임의의 단차나 경사를 두어 깊이있는 음영감과 자연적인 얼룩이 특징

섬세한 느낌으로 불규칙함을 재현한 리얼리틱 무늬

상시재고

Products >>

상시재고

Products >>

RDPZ5PRbR_ Brown

RDPZ5PRCD_ Cedars

TVPZ5PTbG_ Beige

TVPZ5PTbn_ Brown

RDPZ5PRDb_ Dark Brown

RDPZ5PRGn_ Green

TVPZ5PTGR_ Red Gray

TVPZ5PTRD_ Red

RDPZ5PRGY_ Gray

RDPZ5PRLK_ Black

TVPZ5PTWP_ White Pink

TVPZ5PTWY_ White Gray

RDPZ5PRmW_ Middle Brown

RDPZ5PRRe_ Red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타일 /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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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우드 그레인

LIXIL / ATWALL

13

렉타르

베리에

RECTART

VERIE

크랙이 있는 석재를 단정하게 자르고 쌓아 올린 현대식 스타일의 무늬

평평하지 않으면서 음영감을 부드럽게 표현한 밝은 무늬

Products >>

Products >>

주문발주

bePZ5PbeA_ Light Gray

RTPZ5PRTC_ Charcol

bePZ5Pbeb_ White

RTPZ5PRTG_ Gray

bePZ5PbeC_ Ivory

RTPZ5PRTW_ White

bePZ5PbeD_ Charcol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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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발주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LIXIL / AT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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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보쿠

소나타

SEKIBOKU

SONATE

품부한 음영감으로 독특하면서 고급스러운 무늬

Products >>

유럽의 주택처럼 천연석이 긴 세월에 걸쳐 풍화된 돌 무늬

주문발주

sbPZ5GA_ Gray

Products >>

sbPZ5Gb_ Charcol

snTPZ5Psbe_ Beige

sbPZ5KA_ Black

snTPZ5PsmC_ Gray

sbPZ5WA_ White

snTPZ5PsWT_ White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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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발주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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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멜리아

듀나스

AMELIA

DUNAS

내추럴한 주택에 최적화된 무늬

Products >>

모던한 스타일의 사각 돌 무늬

주문발주

주문발주

Products >>

ALPZ5PALA_ Gray

DsPZ6PDbR_ Brown

DsPZ6PDCH_ Black

ALPZ5PALb_ White

DsPZ6PDCW_ Clear White

DsPZ6PDGR_ Gray

ALPZ5PALC_ Ivory

DsPZ6PDWT_ White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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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16x455x3,030(mm) i 코너 91x91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5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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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스톤 론테

뉴 제라토

MOSAIC STONE LONTE

NEW ZELATORE

사각의 크기가 다른 돌을 무작위로 쌓아 올린 무늬

요철감 있는 자연석을 무작위로 쌓아 다양하고 깊이 감이 있는 무늬

Products >>

Products >>

주문발주

njPZ5Pjb_ Brown

mZPZ5PbW_ Brown

njPZ5PjC_ Camel

mZPZ5PCR_ Clear White

njPZ5PjG_ Gray

mZPZ5PWT_ Natural White

njPZ5PjK_ Cream Red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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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발주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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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볼더

야마가타 와리하다 타일

R BORDER

YAMAGATA WARIHADA TILE

모양이나 크기가 고르지 않은 표면과 평면의 두가지 텍스처가 섞인 현대적인 스타일의 무늬

Products >>

균형잡힌 디자인으로 주택에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주는 타일무늬

주문발주

Products >>

AbPZ5PAbe_ Beige

YGWPZ66PYb_ Brown

AbPZ5PAbG_ Smoky

YGWPZ66PYC_ Camel

AbPZ5PAbH_ White

YGWPZ66PYG_ Gray

AbPZ5PAbK_ Black

YGWPZ66PYR_ Red

본체 15x45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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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발주

본체 16x16x3,030(mm) i 코너 91x91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5kg / 1장 i 패턴 스톤

LIXIL / AT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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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RIPLE

TeCHnICAL GUIDe

태양에 반사되는 빛과 파도를 표현한 심플한 무늬

Products >>

상단부1

상단부2

하단부

(A)코너디테일

(B)코너디테일

(C)코너디테일

주문발주

RIPPZ5PAW_ White

RIPPZ5PIT_ Ice White

RIPPZ5PmT_ Mint White

RIPPZ5PPbK_ Black
본체 15x15x3,030(mm) i 코너 90x90x455(mm) i 수량 2장 / 1박스
중량 24kg / 1장 i 패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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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널 스마트 부자재

창호부 시공방법 (칸시키쿤)

1

줄눈 조이너
ℓ= 3,000mm

칸시키쿤
코너베이스

개구부 4코너에「칸시키쿤 코너베이스」
를 고정금구용 32mm 피스로
고정 합니다.
와이드 조이너
ℓ= 3,000mm

플렛 조이너
ℓ= 3,000mm

코너 마감 후레싱 (외부)
ℓ= 3,000mm

(와이드조이너)

(플렛조이너)

코너 마감 베이스
ℓ= 3,000mm

3

★포인트

코너 마감 후레싱 (색상)

5

부자재

반하트형 조이너
ℓ= 3,030mm, t=0.3mm

스타터 금구
ℓ= 3,050mm, t=0.8mm

기초 물받이
ℓ= 3,050mm, t=0.35mm

칸시키쿤 통기금구 사양
알루미늄 샷시용 스페이서

통기금구사양 알루미늄 샷시용 스페이서（vkWAsPC）를「칸시키쿤 알루미늄
베이스」의 뒷면에 부착시켜 고정금구용 32mm 피스로 고정시킵니다.

4

칸시키쿤
알루미늄 커버

사이딩 본체와「칸시키쿤 알루미늄 베이스」
의 사이에 충전 실링을 쏜 후,
흙손으로 눌러 줍니다.
★포인트
흙손으로 눌러주는 것으로「칸시키쿤 코너베이스」
와「칸시키쿤 알루미늄
베이스」
의 약간의 틈에 실링재가 매워지는 것으로 방수합니다. 또한 요철이
있는 틀에서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상부 벤트형 후레싱
ℓ= 3,050mm, t=0.35mm

칸시키쿤
알루미늄 베이스(앞)

포인트 칸시키쿤
알루미늄 베이스(뒤)

코너 이너 조이너
ℓ= 3,000mm

* 5mm 간격 조이너 제품 보유

2

인코너 후레싱
ℓ= 3,000mm, t=0.35mm

칸시키쿤
코너 커버

「칸시키쿤 알루미늄 커버」
의 4코너에「칸시키쿤 코너커버」
을 부착합니다.

「칸시키쿤 알루미늄 커버」
를 소정의 길이로 절단가공 해서
「칸시키쿤 알루미늄 베이스」
에 끼워 넣습니다.

6
개구부 완성

개구부를 샷시 색에 맞춘 커버재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창호부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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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금구
48×54.5mm, t=1.0mm

스페이서 15mm
40×40×15mm

링네일
2.4∅×60mm

실링재
320ml

실러
200g

보수도료
80g

고정금구용 피스
3.5∅×32mm

프라이머
100ml

* 스타터, 금구, 스페이서, 5mm 간격 제품 보유

알루미늄 베이스
ℓ= 3,050mm
4개 / 1박스

알루미늄 커버
ℓ= 3,050mm
4개 / 1박스

섀시용 스페이서
40×35×13mm
50개 / 1박스

코너 베이스
90×90mm
4개/1박스

코너커버
62.5×62.5mm
4개/1박스

창호부 고무패킹
30m
1개/1박스

LIXIL / AT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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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ALL 국내 시공사례

AT-WALL CONSTRUCTION

의정부 목조주택 현장

제주도 대규모 단지 현장
제주도 목조주택 현장

제주도 새왓로 목조주택 현장
28 LIXIL / ATWALL

단국대학교(용인) 목조주택 시공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장
LIXIL / AT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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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ALL 해외 시공사례

AT-WAL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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