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르크 포장재 
주식회사  코러시 



Index 

Chapter.01 - 우레탄  포장재의  사회적  문제  

Chapter.02 - 코르크 란? 

Chapter.03 - 코르크 고유의 특성 

Chapter.04 - 코르크   포장의   기대효과 

Chapter.05 - 코르크   포장의   장점 

Chapter.06 - 기존  포장재의  비교, 검토 

Chapter.07 - 인증서 및 특허 

Chapter.08 - 코르크   포장  단면 

Chapter.09 - 코르크   포장  시공사례 



Chapter.01 . 우레탄  포장재의  사회적  문제  



 구조적 특징 

작은 세포로 구성, 다공성 6각의 벌집구조 

1cm3당 4,200만개의 수베린(suberin)물질을 함유 

개개의 세포는 14면의 폴리헤드론 형태로 되어 

세포 공간은 공기와 비슷한 기체 혼합물로 채워짐 

 

 일반적 특징 

구조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유연하다 

물과 공기가 통하지 않는 세포막의 구조와 화학  

성분으로 구성 

외피의 조직의 약 89%는 기체 물질로 이루어져 밀도는  

0.12에서 0.20정도로 매우 낮다 

 

 환경 보호적 특징 

 코르크는 25년 성장한 참나무의 표피를 추출, 매 9년마다  

   표피(코르크) 재생 및 생산가능 하여 최대 120년 수명유지 

    숲의 균형유지 / 허물벗음을 통한 나무의 건강 유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역할 

    코르크의 생산, 소비 자체가 자연보호 역할  

Cork ? 

Chapter.02 . 코르크 란? 



Chapter.03 . 코르크 고유의 특성 

코르크 세포막은 매우 유연하여 압축성과 탄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강한 압력을 받으면 세포에 있는 기체가 압축되어 부피가 크게 줄어들고,  

압력이 풀리면 코르크의 회복력을 원래의 모양과 부피를 회복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어떤 외부 충격에도 탄성력과 회복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코르크질(지방산과 중량 유기 알코올의 복합 혼합물)이 있어 액체와 기체 모두 

코르크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패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밀봉재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코르크에 포함된 기체 성분이 작은 침투 공간에 밀봉 상태로 채워져있고  

내습성 재료에 의해 다른 물질과 분리되기 때문에 열, 소음, 진동에 낮은 전도성으로 

코르크는 천연재료 중에서 단열성과 차음성이 가장 뛰어난 재료입니다. 

또한 내화성을 가지고 있어 연소중에 화염이 퍼지지 않으며 유독가스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코르크는 마찰계수가 높은 벌집 구조로 형성되어 다른 단단한 표면보다 

충격과 마찰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코르크는 먼지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면 천식 환자들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어 효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탄성력과 

회복력 

불침투성 

단열성 

차음성 

내화성 

내마모성 

저자극성 



Chapter.04 . 코르크   포장의   기대효과 

환경적 

측면 

• 표면 온도 저감 

• 천연소재로 2차 환경 저해요인 없음 

• 중금속 및 유해물질 없음 

 

사용적 

측면 

비용적 

측면 

• 탄성을 조정하여 보행감을 높힘 

• 자연 친화형 색감으로 편안한 시각적효과 

• 화학적 냄새로부터 해방 

• 복사열이 적어 사용시 불쾌감 해소 

• 중금속이 없어 무해함 

• 인체에 적합한 원적외선 발생 

• 친환경 전용 바인더를 사용하여  

• 시공 중, 시공 후 냄새가 없음 

• 마찰에 강해 수명이 김 

• 사회 간접비용 절감 

• 효과대비 저렴한 가격 

• 유지관리 용이 

• Know-how축적을 통한 경쟁력 향상 

기대효과 



Chapter.05 . 코르크   포장의   장점 

쾌적한 

보행환경 

코르크는 고유의 나무향을 오래 유지 하며,  기본적인 탈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무칩 포장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 할 수 있습

니다.  

병원균 

억제 

유해물지 

FREE 

높은 

투수성 

열섬현상 

완화 

비용절감 

효과 

코르크는 항균력이 있어 병원균을 억제하여, 어린이 및 집단 시설의 설치에 가

장 좋은 재료입니다. 

코르크포장은  천연재료인  코르크와  맥반석을 주원료로 하며,  중금속이 검

출되지 않으며 사용되는 기타 부자재 또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의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포장입니다. 

표면 층은  2~4mm의 코르크칩과 맥반석으로 구성되어 높은 투수성을 유지하

며 물고임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코르크는 낮은 복사율과 열전도율로 인해, 다른 포장재에 비해 낮은 온도를 유

지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크는 마찰계수가 높은 벌집 구조로 형성되어 다른 단단한 표면보다 

충격과 마찰에 영향을 덜 받는 내마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유지관리 

가 용이 하여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Chapter.05 . 코르크   포장의   장점 

코르크 

포장재의 

구조적 특징 

• 신축성이 우수하여 깨지거나 갈라짐이 없다. 

• 타 재료에 비해 부드러워 넘어져도 부상 위험이 적다. 

• 보수가 용이하여 유지관리가 쉽다. 

•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마모에 강하다. 

천연소재 

포장재의 

장점 

• 낮은 복사열로 인한 하절기 온도 상승 문제 최소화 

• 고무의 냄새나 중금속의 문제를 해결 

• 코르크 고유의 향기로 거부감이 적고, 천연소재와 신소재를 접

목시켜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살림. 

• 지속적 투수를 통해 도심 복사열을 줄이고 열섬현상을 최소화. 

• 마찰에 강하고 신축성이 우수하여 깨짐과 갈라짐이 없음. 

• 환경문제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을 통한 사회 간접 비용의 절감. 

• 동절기 결빙 완화와 해빙 촉진 하절기 복사열을 완화하는 효과. 

• 비용의 투자에 대비하여 현재보다 월등한 환경적 효과 발생. 



Chapter.06 . 기존  포장재의  비교 

경계부분 비교 

코르크 +맥반석 
 포장 면 

고무칩 포장 면 

시공시기 : 2009년 7월 

위         치 : 일산 경진학교 내 

사진촬영시기 : 2018년 7월경 

※   일부 업체가  당사의 본 시공  사진을 도용하고 있

음에 주의 하실 것을 알려 드리며 당사 및 당사의 대리

점외에는 본 현장의 포장 비교 사진의 사용을 금합니다. 



Chapter.06 . 기존  포장재의  비교 



Chapter.07 . 인증서 및 특허 

특허 10-1204490 특허 10-1080279 특허 10-1575124 KFA-413 
(원적외선 방출) 

KFA-193 
(항균 성적서) 

CT-13-119005 CT-13-68544 CT-13-70686 CT-13-112175 CT-13-42203 



Chapter.08 . 코르크   포장  단면 

상부 표층 / 코르크(2~4mm) + 맥반석  

프라이머층 

기층( 콘크리트, 투수콘, 아스콘 등) 

지반 

15T 

하부 코르크(15~20mm)  

프라이머층 

기층( 콘크리트, 투수콘, 아스콘 등) 

지반 

15T 상부 코르크(2~4mm) + 맥반석  

50T 

코르크 

단층 

포장 15T 

코르크 

복층 

포장 65T 



Chapter.9 . 코르크   포장  시공사례 

대구 기상대 기념공원(2018) 부산  신세계 아울렛(2013) 

서울 은평구 불광3동 마을마당(2017) 일산  국립 경진학교(2009) 



Chapter.9 . 코르크   포장  시공사례 

서울 관악구 까치산  근린공원(2008) 부산  어린이 놀이터(2014) 

서울 용산구 보광로외(2018) 
포항시 삼도주택㈜ 본사 옥상(2015)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