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게시판
수분 침투 식별 방법
모든 건물이나 주택에는 수분이 침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분 침투는
건물 결함의 잠정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침투 및
손상의 징후를 항상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벽면
뒤, 마루판 아래 또는 주택이나 건물 외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처 변화
표면 또는 코팅의 기존 텍스처 변화는 수분 침투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건식벽 자체의 팽창, 코팅의 기포화 또는 주름,
또는 허물어진 석조물 표면은 모두 가능한 수분 침투의
징후입니다(그림 2).

점검 사항
손상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코팅 또는 표면의 색상 변경,
텍스처 변경 또는 다양한 냄새 발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분 침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변색
천장 및 벽면과 같은 부분에 수분이 침투할 경우, 표면 및/
또는 코팅에 물 자국 및 얼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그림
1). 손상된 부분은 젖은 것 같거나 건조해 보일 수 있으며,
노란색, 갈색 또는 구리색으로 변색될 수 있습니다. 벽면
뒤에서 발생하는 수분 침투는 얼룩 외에 코팅의 기포화, 박리
또는 균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수분 손상으로 인해 주름진 코팅

냄새
사상균이나 곰팡이로 인한 냄새는 수분 침투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장기간 축적된 모든 부분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사상균/곰팡이
곰팡이는 종종 습도가 높은 부분에서 발생하지만, 곰팡이가
존재한다면 습기 문제를 야기하는 파이프나 지붕 누수와
벽면 균열로 인한 수분 침투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 1: 물로 얼룩진 건식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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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최하부

주택 또는 건물 어느 곳에서나 수분 침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보다 위험이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의 최하부는 다공성이므로 외부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코팅 뒷면에 습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나 코팅
표면의 백태(콘크리트, 벽돌, 치장벽토 또는 천연 석조물
표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류 침전물)는 수분 침투 외에
코팅에 박리 또는 기포 문제가 생겼음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석조물 표면의 노후화가 수분 침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천장
천장에 지붕 누수 또는 파이프 파손과 같은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한 수분 손상의 징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룩은
일반적으로 수분 침투의 첫 징후이며, 이후 표면에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합니다.

벽면
내벽 및 외벽에 수분이 침투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징후는
얼룩의 존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거나 어두운 얼룩은 벽면
뒤에 수분 함량이 과하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외벽에는 수분 침투의 결과로 파손되거나 허물어진 석조물
표면 또는 썩은 목재 표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 3).

그림 3: 치장벽토 벽면 위 수분으로 인한 손상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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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수분 침투 문제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