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늄 

열반사 단열재 

시공법 

Accurate solution for contractors including installation guide and 
POLYNUM® thermal performances 



Polynum
®  

 열반사단열재 

단열!  간단하게 작용합니다. 

 

폴리늄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폴리늄은  우리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좀 더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그 연구의 정수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들에서 

열저항치(R-value)값, 추가 장점, 설치 과정을 비롯한 것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독립 인증 실험실과 정부공인 실험실 등을 통하여, 폴리늄은 완성된한 벽, 

바닥, 파이프와, 폴리늄으로 감싼 연통 등의 공간에 대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열작용 또는 시스템 열저항치(R-value)등에 대한 가장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줍니다. 시스템 열저항치(R-value)는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 샛기둥, 마루 이음새, 뼈대 연결재와 다른 

특수한 보강재가 필요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완성된 제품에 대한 열 

저항에 관한 것들을  알려 줄것입니다.  
 

 

 

                                                  

                                                                           

  

  



폴리늄 알류미늄 열반사 단열재란? 

 
폴리늄은 다양한 넓이와 길이를 가진 여러 겹의 반사식 단열재입니다. 알루미늄 층으로 

된 두 개의 외부 층은 97% 의 방사열을 반사합니다. 각각의 알루미늄 층은 

폴리에틸렌으로 된 질긴 층에 붙여져 있습니다. 단열 버블(공기층)팩의 안쪽 층은,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이 폴리늄에 보다 더 확실하고 높은 단열성을 제공하여 열전도의 

흐름에 대한 강한 저항을 합니다. 

How does it Work? / 작용은? 

  

폴리늄으로 시공을 한 주택 폴리늄으로 시공하지 않은 주택 

 

폴리늄은 무더운 여름동안 태양열을 반사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막아 실내 열을 보존하여 연료비의 절감을 가져옵니다. 열 흐름의 주요한 원인인 

방사열은, 적외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하나의 에너지 입니다. 그것은 광속도로, 

진공상태에서조차  돌아다니며, 접촉하는 물질을 투과하거나, 흡수되거나 반사됩니다. 

예를 들어 공기,물과 유리는 다양한 각도로 가시 광선을 투과합니다. 눈과 같은 하얀 

표면은 그것을 반사하며, 또한 흙표면은 그것을 흡수합니다. 폴리늄 단열재는 그 표면에 

닿는 방사열의 97%를 반사합니다. 
 
* BOCA: Building Officials and Code 

R-Value(열 저항치)값이란? 
R-Value(열 저항)이란 :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 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열재 회사는, 제품의 열 저항인 열 저항치(R-value)값 그 이상은 실험 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반사 단열재”가 되기 위해서는 “공기 층”과 함께 설치 되어야 합니다. 단열방식의 열 값은 공기 

층의 크기와 열 흐름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한 개의 기초 제품으로부터 

다양한 열 저항치(R-value)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열 저항치(R-value)값은 우리의 제품에 대한 

더 정확한 성능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분은 특히 폴리늄 단열재를 설치해야 

할 때,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더 자신 있게 설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리늄은 제품의 밀도가 아주 높아 화재위험, 습기의 침투, 곰팡이와 세균에 대한 저항, 연기의 침투나 기타 

여러 요소의 투과를 막는데 강한 저항력에 대한 수치 , 순수 재료 실험 등의 광범위한 실험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늄은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며 점점 더 많은 거래처를 전세계에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습기의 침투를 막기 위해 폴리늄 테이프로 가장자리와 

겹치는 부분을 봉한다. 마지막으로 호치키스로 

나무바닥에 고정을 시킨다. 

 

 

 

 

바닥 밑 공간 

 
폴리늄을 바닥아래 공간에 

설치할 경우 겨울철 콘크리트 

아래로 뺏기던 열이 위로 반사 되어  97% 의 열이 집안으로 되돌려집니다.  발을 

시렵게 하던 겨울철 차가운 바닥의 온도는 자연히 올라가고 연료비는 절감 되며, 

더 나은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INCREASED COMFORT. 

거실쪽으로 반사된 열은 또 다른 

사물들을 덥혀주며 그 덥혀진 사물들은 다시 열을 방안으로 

방사시키므로 생활이 보다 더 쾌적해 집니다.  

 

바닥 밑 공간에 설치하는 법 
1) 먼저 바닥공간에 폴리늄을 설치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한다. 

2) 마루들보가 중앙에서  16” 또는 24” 

인지를 잘 점검한다. 

3) 마루 들보 아래 배수관이나 열 배관 등이  

걸려있는지 살펴 본다.  이러한 모든 

것에도 단열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폴리늄 파이프 랩과 덕트 단열재는 특별히 이러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마루들보 사이에 내려져 있는 배수관과 

배관은 둘러 살 필요가 없다.  폴리늄은 보조 감싸기가 없이도 

충분한 단열을 제공한다.  

4) 집의 끝 쪽에 있는 첫 번째 마루 들보의  아래 부분에 폴리늄을 

호치키스로 고정 시킨다.  이때 충분한 여분 길이를 남겨두어 

폴리늄을 가장 자리까지 끌어 올려 호치키스로 고정을 시킨다. 

5) 다음 장을 펴고 마루들보의 밑부분에 폴리늄을 고정시킨다. 

 
 

 

R-16.8 



 

/다락시공 
 

 

 

집으로 침투하는 열의 많은 부분은 

지붕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폴리늄실버를 

다락방에 시공 함으로서 보다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폴리늄 실버는 다락방에 이미 설치된  

단열재의 보조단열재로도 이상적인 

단열재가 됩니다. 다락방에 추가로 단열이 

필요할 시 폴리늄 실버를 사용해 보십시오.  

 

ATTIC INSTALLATION/다락방시공 

NEW CONSTRUCTION/RETROFIT신축/개조 
1) 단열이 필요한 곳을 점검 하여  폴리늄 실버를 시공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곳은 미리 수리를 한다. 

2) 작업을 진행하면서 폴리늄을 풀어 나간다. 그리고 가위나 칼을 이용 

하여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3)  환기구를 막지 않도록 조심한다. (아래 환기도를 참조) 

4) 폴리늄 실버를 서까래의 드러난 아래쪽 또는 트러스 사이로  

호치키스를 이용하여  고정 시킨다. 

 
 
 

 

 

 

 

 

 

 

 

 

 

 

 

 

 

 

 

 

 

상기: 터빈 환기구 또는 박공벽 환기의 폴리늄 실버 시공법. 

 

공간이 3인치인 마룻대와 서까래 아래 부분에 설치된  

소피트 환기구는 지붕 면과 폴리늄실버 사이에 충분한 

공기의 흐름을  확보 해준다. 이렇게 시공하는 것은 

소피트와  마룻대를 제외한 모든 환기시스템에도 적용된다   
 

 

 

상기: 용마루 환기구 및 소피트가 설치된 

경우의 폴리늄실버 시공법. 

 폴리늄실버를 용마루 대에 아주 가까이 

시공하세요  

 

What about R-Values?  

R-value는?  
 

이 경우 폴리늄실버는 단열재보다  radiant 

barrier (방사벽) 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시공에는   R-Value 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기:  

주택 다락방의 좋은 환기는 생활을 보다 더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주택의 모든 

자재들의 수명을 더 오래 가게 한다. 폴리늄 

실버 시공 시 환기통로/구멍/창을 막지 않도록 

조심한다.  

 

폴리늄 실버 

Polynum® Silver 



Polynum
®  

Insulation. 폴리늄 단열재  

알레르기 없고, 무자극, 무독 !   

 

 

 

 

 
 
 
 
 

측벽시공 

 

 

 

 

 

폴리늄 열다 

 

 

 

 

 

 

 

 

SIDE WALL INSTALLATION 

1) 기존의 2X4인치 벽에는, 외부 1/2 인치의 경질판(Rigid board)를 권한다.   

2) 폴리늄 단열재를 5/16 인치 호치키스를 이용하여 스터드에  고정을  

시킨다. 모든 이음새부분은 폴리늄 테이프를 사용하여 봉한다. 

 3)  건식 벽 또는 석고 보드를 퍼린재에  나사로 조인다. 

4)  이렇게 함으로서 폴리늄은 단열재뿐만 아니라 방습제 역할도 한다. 

5)  힌트: 콘센트박스는 두께가 얇은 것으로 마지막 퍼린재 위에  설치를 

     하면 폴리늄의 방습효과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SIDE WALL INSTALLATION 
1) 기존의 2”X4” 벽에는, 외부 1/2 인치의 경질판(Rigid board)이 좋다.  

3) 폴리늄 단열재를 5/16” 호치키스를(스태이플) 이용하여 나무상에 

 고정시킨다.   모든 연결 부분을 폴리늄 테이프로 봉한다. 

4) 1” x 2” 퍼린재를 두개씩 각 16”간격으로 폴리늄위에 걸쳐  

못박는다. 

5) 드라이월(건식벽)을 기다란 드라이월 스크류를  퍼린재 위에 

박아 고정시킨다.  

5) 이렇게 시공을 함으로서 폴리늄은 단열재역할 뿐만 아니라 방습지 

로서의 역할도 한다.  

6) 4.00mm 버블제품을 사용한다면 PE sheet 로 만들어진 추가 방습지를     

폴리늄과 드라이월 사이에 넣으면 방습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7) 힌트: 콘센트박스는 두께가 얇은 것으로 마지막 퍼린재 위에  

설치를 하면 폴리늄의 방습효과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내벽 

R=6.5  
1.15 SI 

A. 본 시공법은  R-value 값 R- 5.85 에서 R-

6.5를 제공하는 반사성능 97%의 폴리늄 빅 또는 

슈퍼폴리늄 열반사단열재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시공법은 폴리늄 빅 또는 슈퍼 폴리늄 

단열재와 경질판(Rigid board)으로 구성된다. 이 

조립법은 여러지역의 건축물 규정을 만족 시키면서 

폴리늄 만의 독립적 사용이 가능해 건축물의 건축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Polynum® Thermal Reflective  

Insulated vapor barrier 폴리늄 열반사 방습단열 

2” x 4” 나무스터드 벽 구조 

R=10.3  
1.80 RSI 

내벽 

폴리늄빅/슈퍼폴리늄 

합판(외장)붙이기 

나무스터드 

9.00mm 또는 

12.7mm 석고보드 

폴리늄빅/슈퍼폴

리늄 

합판(외벽)  

붙이기  

전형적이 나무스터드 

나무퍼린재 
 1” x 2” 

B. 이 시공법은 R-Value(열저항치)값을 제공하는  

반사 성능(97% 반사성)의 폴리늄 빅(R-10.3) 또는 

슈퍼 폴리늄(R-9.65) 열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열흐름 봉쇄! 

R=6.5  
1.15 RSI 



 

 

 

 

 

 

 

 

많은 경우 퍼린재 설치의 노임과 시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2x 6인치 스터드 사이의 공간에 

폴리늄을 꺽어서 바로 시공하기도 한다.   
 

 
 
 
 
 

 

본 시공법은 기존 부피단열재와 폴리늄이 함께 시공되어 

더욱 큰  R-value of R- 19.56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공법은 폴리늄 단열재와 부피 단열재 그리고 

경질판(Rigid board)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립법은 골격 

설치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아주 높은 단열규정을 

요구하는 건축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SIDE WALL INSTALLATION 
측면 벽 시공 

 

1) 기존의 2X4벽에는, R12(2.1RSI)의  마찰 특성 유리섬유가.     

좋다. 그리고 외벽은 1/2”의 rigid board(경질판)을 시공 한다 .     

1” x 2” 퍼린재를  16”간격으로 스터드 위에 못박아 설치한다. 

2)폴리늄 단열재를 5/16” 호치키스를 이용해 퍼린재 위에  박고     

모든 이음새는 폴리늄 테이프를 이용해 봉한다. 

3) 두번째 셋트인 1”x2” 퍼린재을  첫번째 셋트의  퍼린재 바   

로 위에, 세개의 #10 우드스크류를 사용하여 못박는다.  

4)  시트락을 퍼린재 위에 설치하고 시트락 스크류로 고정시킨다.  

5) 이렇게 시공함으로써 폴리늄은 단열재 뿐만 아니라     

방습제로서의 역할도 한다. 

6). 힌트: 콘센트박스는 두께가 얇은 것으로 마지막 퍼린재 위에  

설치를 하면 폴리늄의 방습효과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많은 경우 퍼린재 설치의 노임과 시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2x 6인치 스터드 사이의 공간에 폴리늄을 

꺽어서 바로 시공하기도 한다. 

C. 이 응용법은  스터드의 자연공간에 꺽기 탭 

방법을 사용하여 시공됩니다. 폴리늄빅 또는 슈퍼 

폴리늄 열 단열재는 시스템 R-Value(열저항)값 

R-9.65에서 R-10.3 을 가집니다. 

폴리늄Polynum®  

2”x6” 스터드 

R-11 (3.5”) Fiber 
Glass Batt 

 

2”x6” stud 

 

Polynum®  

 

D. 본 시공법은 기존 부피단열재와 폴리늄빅 또는 

슈퍼폴리늄을 함께 사용하여 시공한다.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킴 

5/16” 

스태이플  

 

합판  



 

 

조적식/지하 벽 시공법 
 

폴리늄 1은 지하벽체 단열재로 매우 

뛰어납니다.폴리늄 1은 방습제 

로서의 역할을 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며 서리가 어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R-Value(열 저항치) 값은 눅눅한 지하 

환경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습니다.  

실험된 R-Value(열 저항치) 값은  

폴리늄 1을 지시대로 제품의 양쪽에 

 공기 층을 형성하는, 두개의 퍼린재 사이에 설치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MASONRY WALL INSTALLATION 

조적벽 시공법 
1) 단열이 필요한 곳을 점검 하여  폴리늄 1 을 시공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곳은 미리 수리를 한다. 

2) 접착 코크 도는 못을 이용하여 퍼린재를 중앙에서 16” 또는  

24”에 있는 벽체에 붙인다. 코크를 이용할 경우 코크가  

완전히 숙성하여 나무상이 고정될 때 테이프를 붙여 둔다. 

3) 폴리늄 1 단열재를 사용하여 퍼린재 사이에 간단히 

시공한다. 호치키스는 각 3” 또는 4”마다 사용한다.  

흰 폴리에스터 면이 건물 내부를 향해야 한다. 

 4)적어도 1/2”의 공기 층이 폴리늄 1 알루미늄 표면 사이 

- 지하 벽체 같은 - 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최대의 보호와  

 단열 값을 얻을 수 있다.  

 

 
 
 

 

 

 

 

 

 

 

 

 

 

 

 

 

 

 

 

 

Note: 한셋트의 퍼린재를 사용한다면 싱글버블백(폴리늄1)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두 셋트의 퍼린재를 사용한다면 양면에 알루미늄 호일이 부착된 폴리늄빅 

또는 수퍼폴리늄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 기존 단열재와는 달리, 알루미늄은 

보통의 단열재가 단지 열을 흡수하는 

데 비해서 열을 반사하는 자연적 능력 

이 있습니다. 폴리늄은 비 전통적 응용 

법에 사용 될 수 있는 유연하고 

고정관념을 떠나서 아주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는  다용도의  제품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사 단열재는 우주 왕복선 상에서 

실험용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늄은 60OF 에서 180OF 사이의 

온도에서 일정한 R-Value(열저항치) 

값을 유지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늄은 습기을 제거하거나 방지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늄 단열재는 온도 조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간 

절약법을 제공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독하고 무발암성의 폴리늄 

제품은 친환경적입니다. 방독면 

또는 방지복의 필요가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락에 시공할 때, 폴리늄 제품은 

방사 장벽으로 작동합니다.  여러 

분의 주택을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 

고 에너지를 절약을 하게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늄 단열재는 방바닥 밑, 지하 

실 벽체, 배관, 파이프, 열 보온과 

다른 특수 응용에 맞도록 패키지화 

되어 나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가운 바닥? 방바닥 밑 좁은 

공간의 폴리늄 단열재는 난방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따뜻한 바닥으로 만들어 줍니다.  

Polynum® Facts 
Sheet 폴리늄이 좋은 점 



 

 

 

 

더 이상 발이 시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사 마루 난방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오래 전 로마인들은 뜨거운 공기를 그들의 가옥 구조의 바닥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930년대에 

그의 많은 건축물에서 온수 관이 바닥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참으로 이 

방법은 유럽에서는 너무나 널리 보급되어 신축건물의 50% 이상이 

방사 마루 시스템으로 지어 졌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온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사 난방은 바닥 전체를 편안하고 조용하게 

데우고, 강제 공기 순환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찌꺼기와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폴리늄은 어떤 

방사 바닥 난방 응용 법에도 멋지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표면에 닿는 97%의 방사 에너지를 

반사 시켜서 여러분의 발과 바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폴리늄은 강하지만 유연하고, 시공하기 

쉬운 제품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열을 방사하고, 우수한 증기 지연 효과를 가지며, 난방의 

효율성을 증가 시킵니다.  Reflectix 의 충돌 저항치는 60 psi 입니다. 

 

Polynum® USED IN SNOW MELTING/눈을 녹이는 시설에 사용되는 폴리늄 

여러분의 다음 번 눈 용해 시스템에 폴리늄을 사용해보세요. 눈 용해 시스템은 눈과 얼음 위를 

걷는 분들을 위한 향상된 안전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손길이 덜 가며- 소금을 

뿌리거나 삽으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눈이나 얼음을 녹이기 위한 강한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명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눈 용해 시스템을 주로 적용하는 곳은 :   차도, 

인도, 병원의 응급실 입구, 장애자용 접근 램프, 주차장, 적하장 등에 사용됩니다. 더 이상 눈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UNDER OR BETWEEN WOOD JOISTS /나무 들보 사이 또는 아래에 

방법 1: 

1) 폴리늄을 펼쳐서 바닥 들보에 호치키스로 고정을 시킨다 

2) 폴리늄 테이프로 바깥 모서리와 연결부위를 봉한다. 

방법 2: 

1) 폴리늄을  바닥 들보사이에 시공한다. 난방 코일로부터 4~ 6 인치 정도 공간을 두고 

폴리늄을 설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치키스로 들보와 들보사이에 고정시킨다. 

3) 가장자리 부분은 폴리늄 테이프를 사용하여 봉한다. 

 

 

 

 

 

두가지 설치법이 

아래 동그라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무 들보 사이 

또는 아래 

방사열 
 

 

 

 

 

 

더 이상 발이 시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IN A CONCRETE FLOOR 
콘크리트 바닥에 

폴리늄 1로 시공 시 :  

1) 폴리늄1을 알루미늄쪽이 땅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모래 또는 자갈 위에 

위에 편다.(이 경우 폴리늄 1은 흰색 

폴리에스터면이 위쪽으로 오게 된다.) 

2) 연결부위를 겹쳐서 맞춘다. 

3) 연결부위를 2인치 넓이의 폴리늄 

테이프로 잘 봉한다. 모든 테이프는 

보다 더 확실한 접착을 위해 납작한 

도구를 이용해 문지른다. 

4) 방사 난방(난방파이프)을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평소처럼 붓는다. 

Note: 폴리늄 위에 1”의 모래를 부으면 

배수가 잘되고 실제 숙성 기간도 단축된다. 

 

 

OVER WOOD OR EXISTING 

FLOOR/나무 또는 기존의 바닥 위에 

폴리늄 1로 시공 시: 

1) 폴리늄1을 알루미늄쪽이 땅쪽으로              

향하도록 기존의 바닥 위에 편다.(흰색       

폴리에스터 면이 위쪽으로) 재료를  

벽에 맞추어 자른다. 

2) 연결부위를 맞춘다. 

3) 연결부위를 2” 넓이의 폴리늄 테이프로 

잘 봉한다. 모든 테이프는 보다 더 

확실한 접착을 위해 납작한 도구를 

이용해 문지른다. 

4) 방사 난방(난방파이프)을 시공하고 

힌색 폴리에스터 면 위에 콘크리트를 

평소처럼 붓는다.  
 

 
 

IN A SUBFLOOR USING /바탕바닥 
폴리늄 실버의 바닥시공 : 

 

1) 폴리늄 실버를 재료가 벽에 맞도록    

(알루미늄 쪽이 위쪽으로) 기존의    

바닥위에 편다. 

2) 연결부위를 맞춘다. 

3) 연결부위를 2인치 넓이의 폴리늄   

테이프로 잘 봉한다. 모든 테이프는   

보다 더 확실한 접착을 위해 납작한  

도구를 이용해 문지른다. 

4) 난방 배관를 시공한다 

5) 바닥을 시공한다. 

 
 

 

 



 

펜스테이트 대학에 의해 행해진 분석에 따르면, 구조물의 총 열 전도 약 75%정도가 방사를 하여 

발생한다. 폴리늄 호일은 부딪히는 방사 에너지의 97%정도를 반사 시킨다. 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열이 아래 쪽으로 흐르는 경우는 겨울철에 바닥을 향하여 또는 여름철에 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열이 위 쪽으로 흐르는 경우는 겨울에 천정을 향하여 열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옆으로 향하는 열 흐름은 벽을 통한 열 손실을 뜻하는 것이다.. 

 
 

 
 
 
 
 
 
 

Post Frame Construction /기둥 
 

ROOF/ 지붕 

기둥이 세워진 지붕에 적용을 위한 열 값은, 2”X4” 도리들보,폴리늄 단열재, 지붕의 트러스 윗부분  2”X6” 

와,  1”/2” 웨이퍼판 등으로 된  주름 잡힌 금속판 외장재 등으로 구성하여 실험함으로 얻은 것이다.  열 

값은 노출된 단열재와 방화 규정에 맞게 시공된 경우 모두를 위한 것이다. 

WALLS/ 벽체. 

기둥이 세워진 건축의 벽에 설치된 폴리늄 열 값은, 주름 잡힌 금속판 외장재, 2”X4” 거트(girts), 폴리늄 

단열재, 4”X6” 지주들보 , 내부 벽 커버용으로 쓰이는  1”/2” 웨이퍼판 등으로 구조에서 실험함으로 얻은 

것이다 

 

 

 

 

 

 

Polynum® Insulation Blocks  
radiation heat transfer!  

폴리늄단열재는 방사열의 전도를 막는다.!   

 



위에 보이는 것은 외벽 안으로 시공한 폴리늄 

단열재 이다. 내부 벽은 성능에서 뒤지지 않는 

다른 건축 재료로 마무리 하거나 커버 해야 한다. 

이 시공법은 덥거나 추운 기후 모두 적당합니다. 

 

Shown above is Polynum®   Insulation in a sidewall 

application positioned to the interior. This 

application is correct in areas experiencing colder 

climates. 

Post Frame New Construction 
신축건물의 프레임 시공 후 지붕시공 ROOF INSTALLATION 

 

1) 트러스가 시공된 후, 두개의 들보를 트러스가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2) 폴리늄 단열재를 첫번째 트러스에 적어도 5/16 호치키스로 고정시키세요. 임시적으로 2x4 

인치 간격에 호일이 벗겨지지 않도록  못을 박는다  

3) 폴리늄을 트러스를 따라 굴려서 펴고 단단하게 편다. 

4) 적어도 2인치 정도는 겹치게 하고 폴리늄 테이프를 겹침 부분에 붙인다,  테이프는 접착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 편편한 도구를 사용하여 밀어서 단단히 고정시킨다. 

5) 나무상을 단열재 위로 시공한다, 단열재를 못이나 나사로 들보에 박는다 

6) 금속 기와를 나무상위에 시공한다. 

폴리늄 테이프는 끊기는 부분 없이 시공한다.  공간이 생기면 공기가 침투해서 응축이 

생기게 된다.  
 

  
 
 
 
 
 
 
 
 

 
 

 
 
 
 
 
 
 

 

 

 

 

 



ROOF INSTALLATION / BOTTOM OF 

PURLINS   후프레임 구형 

지붕 시공/ 도리들보의 아랫부분 

1) 천정(댄조)이 없는 건물에 잔여물들이 있는지 지붕쪽을 점검한다.  

2) 들보사이의 간격을 측량한다, 대부분의 경우 간격은 4인치나 그 이하가 된다.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의 경우 간격은 2인치 정도 밖에 안될 것이다. 

3) 폴리늄 단열재를 용마루와 처마 사이의 간격보다 6인치 길게 자른다 

4)  폴리늄을 도리들보의 아래쪽으로 5/6인치 호치키스를 사용 해서  3인치 에서 4인치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끝부분을 아래로 접어서 호치키스로 고정시킨다. 

5) 단열재의 윗부분을 용마루에 호치키스로 고정시키고, 아래 부분을 벽면의 제일 위쪽 

편평한 부분에 고정시킨다. 

모든 가장자리는 폴리늄 테이프로 붙인다. 테이프가 잘 봉합 되도록 단단히 접착시킨다.. 

 

ROOF INSTALLATION / ACROSS THE TRUSSES/지붕 시공/ 대들보 밑으로   

 

1) 대들보의 바로 밑이나 위 부분에 잔여물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들보 위에 습기가 있는지 특히 

주의한다. 단열재위에 남겨진 물이 노출될 경우 동결 할 수도 있다. 

2) 1x2 인치의 목재를 들보의 아래 끈을 통하여 중앙 22 인치에 못으로 박는다  

3) 2인치정도 여유 있게 겹쳐 폴리늄 테이프로 겹침 부분을 봉한다. 테이프는 접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납작한 물체를 이용 단단히 접착시킨다. 

4)끝부분 연결부위를 폴리늄 테이프로 붙인다. 테이프를 잘 봉합시켜 단단히 붙도록 한다. 

5) 폴리늄과 시공을 위한 목재 시공(중앙의 22도) 방법은 대들보의 아래 부분을 위해 

고안되었다. 목재는 울퉁불퉁하게 자리잡을 지도 모르는 대들보를 보정하기 위해 들보에 

수직선으로 시공한다. 

 

WALL INSTALLATION /벽 시공 
폴리늄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시공할 수 있다. 

1) 폴리늄을 수평으로 시공할 때는 5/16 인치 호치키스를 사용하여 모서리를 고정을 시킨다. 

2) 폴리늄을 수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벽체 연결재를 중앙 22도에 못 박고, 폴리늄 

단열재를  5/16인치 호치키스를 사용하여 3 또는 4인치 간격으로 벽체 연결재에 꺽어 

올린다. 

3) 2인치정도 여유 있게 겹쳐 폴리늄 테이프로 겹침 부분을 봉한다. 테이프는 접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납작한 물체를 이용 단단히 접착시킨다. 

 

 

 

 

 

 

 

 

 

 

 



 

 

 

 

 
 
 
 
 
 
 
 
 
 

 

 
 
 
 
 
 
 
 
 
 
 
 
 
 
 
 
 
 
 
 
 
 
 
 
 
 

반사형 단열재 시공 시 주의할 점: 

 

 폴리늄 열반사단열재 시공 시 주의할 점 

 

.  스태이플러(호치키스, 타카) 건 또는 스크류 건을 사용 할 때에는 

   항상  눈 보호장구를 사용하세요. 

.  전기장치(전깃줄) 근처에서는 언제나 주의하세요 

. 언제나 시공하는 지역을 점검하고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수리를 

하세요, 낡은 전기선은 폴리늄을 시공하기 전에 교체해야 합니다. 

.  폴리늄은 1/2 에서 3/4 의  공기 층 공간에서 제일 잘 작동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  작업 공간이 환기가 잘되고 밝도록 하세요 

.  폴리늄 제품을 바깥에서 사용 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 다락과 같은 곳에 시공 시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시공                        

  하지 마세요.(일사병우려) 



 
 
 

 
DID YOU KNOW... 알고 있나요? 

 

. 여름에는 다락 방사벽을 추가하면 천장을 통한 열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다락에서의 열 축적의 감소로 인하여, 천장 기온은 5도 정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 또한 35% 에서 50 % 까지의 에어컨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유리섬유 또는 다락 단열재를 폴리늄으로 교체하는 것은 겨울철 저녁과 야간에 

열 배출을 없앨 수 있습니다. 

. 폴리늄은 저녁과 야간에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를 감소시킵니다. 

. 원금 회수의 기간의 실제의 에너지 소비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원금 회수의 기간은 12 개월에서 5년 정도로 다양합니다. 

 

 
 
 
Written and prepared by S J Par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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