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 
천연점토로 만들어진 빠르게 보행할 수있는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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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시공으로 작업이 매우 용이

• 단지  2 cm의 재료 두께

• 최종 세라믹바닥마감재로 이상적

• 원목마루, 강화마루, 카펫, 장판등의 바닥마감재를

위한 건식스크리드로 사용 가능

• 24 시간 후에 원목마루 설치가능

• 바닥난방과 함께 사용될 때 일반적인 습식스크리드

에 비해 난방,냉방 시간이 약 3배 빠름

• 24시간 후에 보행, 하중 재하 가능

독특한 장점. 

„ESTRICHZIEGEL“ „KERATOP“ altweiß (oben), „ESTRICHZIEGEL“ „KERATOP“ anthrazitgrau (unten).  

고품질의 

천연건축재료 .

바닥마감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  

건조 단계에서 6-8 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까?  오랜 중단없이 계속 일하고 싶

습니까?  당신은 집으로 갤런의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장점도 보지 못했고, 몇 달 동안 

고생스럽게 그것을 건조 시켰습니까?  그렇다

면 당신은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과 정확히 맞습니다. 

점토 타일로 만들어진 부동 건식 스크리드는 

최고 품질의 천연 건축 자재에 대한 높은 요

구를 충족시킵니다.  

고품질의 기능을 갖춘 CREATON 제품은 

독자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가장 현

대적인 공장에서 합리적인 생산은 또한 우수

한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가능하게합니다.

호감을 주는 원료는 또한 바닥에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ESTRICHZIEGEL“ „CREAPUR“ naturrot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은 한 사람이 쉽고 빠르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심

지어 간단한 도구로도 충분합니다. CREATON의 고강도 특수 접착제로 5 ° C의 온도에

서도 설치작업이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설치작업 

CREATON의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은 약 24 시간 후에 실온에서 하중을 

재하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습식 스크리드와 달리 팽창은 4 ~ 6 주 정도 더 빨라질 수 있습

니다.

잠시 후 걸으십시오.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의 높은 열전도성과 낮은 질량으로 인해 기존의 습식 

스크리드보다 2/3 빠른 실내 가열이 이루어 지므로 에너지 절약 효과로 이어집니다. 

바닥 난방에 사용

점토바닥 타일의 최적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크리드는 보편적이며 극한 상황에서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유리한 점은 점토바닥재의 낮은 열팽창 계수로서, 팽창 조인

트없이 측면 길이가 20m 인 바닥에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열전도율이 좋으므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때 열 전달을 촉진합니다.

원료 점토의 최적 특성 
다양한 색상과 물론 부드럽고 고상한 표면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은 다양한 종류에서 시각적인 외관을 아름답고 비싸지 않은 바닥재로 만

듭니다. 무광이거나 유광의 점토바닥재는  수십 년 동안 오래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보장합니다.

흥미로운 외관 

CREATON의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은 내수성이 있는 건식 스크리드이

며, 수분 침투로 용해되지 않고 부풀어 오르지 않고 수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습기가있

는 방에서 사용하는 데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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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m의 낮은 재료 높이와 약 40kg / m2의 비교적 낮은 중량으로 인해 고품질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은 오래된 건물의 보수 작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오래된 건물 개조 

높은 압축 강도와 휨 강도는 CREATON 점토비닥재를 높은 하중에 노출 될 수있는 건식 

스크리드로 만듭니다. 이 견고한 재료 일관성의 결과는 탁월한 내구성과 높은 천공 전단력

을 제공합니다.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은 DIN 4102에 따라 인화성 물질이 

아닙니다.

깨지지 않고  견고한

고품질, 수명 및 납득할만한 가격 - 원하는대로 비용의  효율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

는 CREATON 브랜드 제품의 모든 장점을 합한 것입니다. 빠른 설치, 빠른 건조 또는 전원

풍의 바닥으로 작업 할 수있는 기능을 갖추고있어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은  , 물, 불, 공기의 4 가지 요소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일등급의 천연 원료와 CREATON 순도 법에 따른 특별한 처리방법은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보장합니다.

경제성 

친환경성

설득력있는 장점을 가진 훌륭한 바닥재 



Creaton이 생산하는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 매력적인 색상과 표면 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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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RICHZIEGEL“ „케라톱 (KERATOP)“ 진회색 „ESTRICHZIEGEL“ „케라톱(KERATOP)“ 오래된 백색  

„ESTRICHZIEGEL“ „케라톱(KERATOP)“ 항갈색   

천연적색 

„케라톱(KERATOP)“
매력적인 색상과 실내 사용을위한 크리에이티브 형식으로 완성 된 점토바닥타일로  500 x 250mm 크기 .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은 내동해성능이 없어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회색 황적색 오래된 백색 

찰흙  및 점토 - 
CREATON 점토 기와 
용 천연 원료

준비 단계에서 찰흙과  점토
를 결합시키고 성형하기 쉽
도록 만든다.

미세 기공구조, 경도, 내동행
성, 색상안정성등을  보장한
다. 

몰딩에서 물을 제거하고  쉴
수 있는 기공을  만든다. 

흙 물 불 공기 

 CREATON 순도법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은 CREATON 순도법에 따라 제조됩니다. 흙, 물, 불 및 공기

의 4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며 유해한 폐기물 및 폐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착색도 천연 원료만

을 고집합니다. 

„크레아푸어(CREAPUR)“

전통적인 크기  400 x 180 mm, 천연적색,  세라믹 건식 스크리드 또는 

전원풍의 점토바닥재 .



„테스트된 건식바닥난방 시스템 (목재연질섬유)* 위에 "에스트리히지겔  테스트된 건식난방시스템(EPS)*위에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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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열전달은 난방 
시스템의 빠른 조절 을 
보장합니다. 
점토바닥재의 열전도성
이 우수하기 때문에 예
열은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난방 시간과 에너
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
습니다.
참고 : 이것은 테스트 된
바닥 난방 시스템
(CREATON의 정보)을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뛰어난 열 전달 

30 분 60 분 110 분 시간 

„ESTRICHZIEGEL“

달성된 쾌적함 일반스크리드 

표면온도 

28°

23°

19°

18°

인증 된 건식  바닥난방시스템과 결합하여 "에스트리히지겔

(ESTRICJZIEGEL)" 최적의 효과 발현. 습식 스크리드 뿐 아니

라 건식 스크리드와의 명료한 차이는 바닥난방의 빠르고 목표

된 제어가능성으로 두드러 집니다.

다음의 특성들은 건식시공에서 바닥난방을 위한 "에스트리히지

겔(ESTRICHZIEGEL)"의 특히 우수한 적합성에 대한 기본 요

소들 입니다. 

• 완벽히 새로운 건식공법으로 마감 높이가 불과 5 cm 밖에 되

지 않는 바닥난방, 세라믹건식스크리드, 최종마감이 가능해졌

습니다.

• 전체 시스템의 빠른 열 분배로 불과 25 분 이내에 편안한 실

내 온도에 도달 할 수 있으며 바닥 난방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흐름 온도가 낮고 열 펌프를 통한 지열, 태양열 등과 같은 대

체 에너지의 사용에 최적 인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 에너지 절약형  CREATON / 건식바닥난방시스템은 습식스

크리드로 된  전통적인 바닥난방과 비교하여, 비교 가능한 실내

온도를 얻기 위해 상당히 낮은 유속 온도에서 작동 할 수 있습니

다

• 스크 리드 건조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대폭 단

축됩니다.

• "에스트리히제겔(ESTRICHZIEGEL)"바닥과 바닥난방 장

치는 매우 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관련 확장 작

업자가 쉽게 작업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규준  및 기술적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히트 펌프 (냉장고의 역 원리)는 난방 및 물 난방

을 위해 토양과  공기에 저장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적용 할 난방 에너지의 최대 75 %

가 무료로 저장된 환경 열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난방 에너지 비용이 절감됩니다.에너지 생성을

위해 염수 / 물 열 펌프, 실외 공기 열 펌프 및 지

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난방  및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과 난방 

펌프의 결합은 원가 절감과 환경 친화적 인 난

방을위한 최적의 조합입니다.

빠른 조절가능-Creaton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로 바닥난방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과 바닥난방은 새로운 차원의 아늑함을 보장합니다.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의 우수한 열전도성은 전체 바닥 면적에 걸쳐 최적의 열 분배를 보장합니다." 에스트리

히지겔(ESTRICHZIEGEL)"은 불, 물, 공기 및 흙의 기본 요소 (최고 품질의 독일 점토)에서 생산됩니다. 무

광이든 고품질의 유광이던간에 고상한 표면은 견고하며, 관리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 의  2 cm에 불과한 재료  높이는 실내의 높이에 또 다른 잇점을 제공합니다. 

빠른 따뜻함 - 신속한 편안함 :
기분 좋은 세라믹 바닥.

난방펌프와 
에스트리히지겔 - 

최적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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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N의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바닥판 하부의 구조  .

CREATON의 무기질 건식 충진재는  고르지 

않은 바닥에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의 사용을위한 완벽한 보

완과 최적의 바닥층을  제공합니다. 높은 수준

의 건식스크리드로 사용되는  충진재

(Schuttung)는 국내에서 조달되며 순수히 열적

으로 처리된 것으로 최고의 물리적 특성을 지

니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중성, 무취 및 부식 방지성이 뛰어

난 CREATON 건식 충진재(Schuttung)은  고

품질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과 

같이 특히 긴 사용 수명을 제공합니다.

CREATON 건식충진재 (schüttung)

내화등급  A1 
 DIN 4102

완전불연재  

입자크기 1 – 6 mm

밀  도  약. 560 kg/m3

입자강도 7,2 N/mm2

열전도율 0,15 W/mK

포대용량 50 Liter

파렛트포장단위 24 포 

포대당중량 약 28 kg

충진높이 10mm의 경우 단위
면적당 소요량 (L/ m2) 10 Liter

압축없는 충진 높이 10 – 60 mm

고르지못한바닥  /lfdm. 4–10 mm 10–60 mm (압착없음 )

셀프레벨링바닥 * CREATON 충진재 (Schuttung)*

잇점 
•  셀프레벨링 

•  가장 낮은 높이 

•  안정적, 기계로 충진되는 충진재(Schuttung) 

•  적은량으로 쉽게 

재료 

셀프레벨링재 

• Remmers: Uniplan

• PCI: Periplan

• Quickmix: Nivellierspachtel

•  CREATON 팽창혈암건식충진재 (schüttung)

•  50 리터의 포대로 공급 

설치 

•  원바닥에 따라 좌우 ;

• 프라이머 필요 

•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설치 

•  최소  10 mm

•  풀-오프 게이지 사용 

•  작업지침서 참조 

설치 후 보행가능 •  24 시간 이후 •  즉시 

설치 후 마감 작업 
•  24–72 시간 이후  (강도에 따라 좌우 )

제조회사의 설명서 참조  
•  즉시 

주의 

원바닥과 레빌링컴파운드에 따라 바닥에 프

라이머가 도포되어야 함. 

바닥면적이  100 m2; 이하의 경우에 적합 

 충진높이  60 mm , 압축층 또는 하중분산층 설치 

* DIN 18202 Tabelle 3,의 평탄도오차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필효함.

400 mm

20 mm

18
0

 m
m

참조; Creaton ESTRICHZIEGEL은 EN 또는 DIN 규정의 적용을받지 않으므로 비표준 제품이거나 규제 제품입니다. 비표준 제품을 설치하기 전

에 고객은 항상 "비표준 화"사실에 대해 통보 받아야합니다.

„CREAPUR“

최적의 건축 물리적 특성은 유연성과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하중을 받는 바닥은 모

든 건식 스크리드의 전

제 조건입니다.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CREAPUR“ „KERATOP“

길이 /폭 400/180 mm 500/250 mm

두께 20 mm 20 mm

장당 중량 2,75 kg 5,0 kg

단위면적 (m2 )당 중량 38,25 kg 40,0 kg

단위면적당 소요장수 (장/m2 13,9 장 8 장 

파렛트당 장수 336 장 /24 m2 160 장 /20 m2

통행가능시간  24 시간 후  24 시간 후 

마모저항성 
깊은 마모 / 내마모성 그룹

깊은 마모 

< 393 mm3

내마모성그룹  

5

열팽창계수 a 

 DIN 1053-1

6 • 10-6/K 6 • 10-6/K

등가열전도율 ( 평균온도 10°C)  
 W/(m•K)  0,67 W/(m•K) 0,67 W/(m•K)

미끄럼방지  
 DIN 51130

DIN 51079

R10

A B C

R10

A B C

내화등급  (DIN) 
A1 A1

20 mm

2
5
0

 m
m

„KERATOP“

500 mm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은 모든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합

니다.  최적의 물리적 특성을 지닌 건식 스크리드 (screed)와 함께  제한이 

없습니다.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은 모든 거주 가능한 응용 

분야에 완벽하게 설치됩니다. – 물론 항상 적합한 설계와 적합한 재료들

과 연계해서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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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난방없이 20mm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로 건식  스크 리드 설치 
표 2에 따른 적용 범위  „ESTRICHZIEGEL“을 포함한 

마감높이  ( mm)

PAVAPOR-바닥충격방지재  17/16 mm 2 37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20 mm 3 (B2) 40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30 mm 2 50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40 mm 2 60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60 mm 1 80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80 mm (40+40) 1 100

다른 마감은 요청에 따라 

*요청시 추가로 테스트한 바닥난방시스템들 

바닥 난방이 있는   20mm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로 건식  스크 리드 설치 
표 2에 따른 적용 범위  „ESTRICHZIEGEL“을 포함한 

마감높이  ( mm)

PAVAPOR-바닥충격방지재  117/16 mm +
*Thermisto 건식바닥난방시스템 

1 47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20 mm + 
*Thermisto 건식바닥난방시스템 1 70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30 mm + 
*Thermisto 건식바닥난방시스템 

1 80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40 mm + 
*Thermisto Trockenbau Fußbodenheizungssystem

1 90

Schneider best wood FLOOR 140 (mit 150 kpa) 60 mm + 
*Thermisto 건식바닥난방시스템 

1 110

Schneider best wood FLOOR 220 (mit 250 kpa) 22 mm +
*Thermisto Trockenbau Fußbodenheizungssystem

3 (B2) 72

Schneider best wood FLOOR 220 (mit 250 kpa) 35 mm + 
*Thermisto 건식바닥난방시스템 2 85

Schneider best wood FLOOR 220 (mit 250 kpa) 40 mm + 
*Thermisto 건식바닥난방시스템 2 90

다른 마감은 요청에 따라 

목구조에 특수 솔루션 

상담 및 문의 

Tel:   02 2168 33335

 Fax:  02-2168-3858 

E-Mail:     info@alcmate.com

바닥마감시스템 및 기술자료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안정화된 바닥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목재소프트보드  17/16 mm 
수평충진재 (Schüttung)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목재소프트보드  8 mm 
수평충진재 (Schüttung)

적용 범위 / 카테고리 : 4 적용 범위 / 카테고리 :  2 적용 범위 / 카테고리 : 3/B2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Styrodur XPS (500 kPa) 
(최대 3층) 
 수평충진재 (Schüttung)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테스트된 건식바닥난방시스템 EPS

수평충진재 (Schüttung)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EPS 035 DEO (200 kPa) 
수평충진재 (Schüttung)

적용 범위 / 카테고리 XPS 500
... 4
... 3/B2 

- 060 mm (1 층 )
-100 mm (2 층  )
- 160 mm (3 층 ) ... 2 

... 4

적용 범위 / 카테고리
EPS 035 DEO (200 kPa) < 3 층 
 - 040 mm (1 층 )   
 - 100 mm (< 3 층 )  ... 2

3/B2적용 범위 / 카테고리:
수평충진재 (Schüttung)가 없는 경우 ... 4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테스트된 건식바닥난방시스템 
Styrodur XPS (500 kPa)  
(최대  3 층 설치 ) 
수평충진재 (Schüttung)

적용 범위 / 카테고리 1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테스트된 건식바닥난방시스템  – 목질섬유  
수평충진재 (Schüttung)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테스트된 건식바닥난방시스템 
Styropor EPS 035 DEO (200kPa) 
(최대  2 층 설치 ) 
수평충진재 (Schüttung)

적용 범위 / 카테고리
EPS 035 DEO (200 kPa) + 테스트된 건식바닥난
방시스템 
- 100 mm   ... 2 ... 4

적용 범위 / 카테고리
XPS 500 + 테스트된 건식바닥

난방시스템 
-060 mm (1 층 )  
-160 mm (< 3 층 )   ... 2 

 CREATON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을 사용한 바닥시스템 .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EPS 035 DEO M 200 kPa 
 CREATON 건식충진재(schüttung). 

바닥난방 위에 설치된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 
적합한 시스템- 온수파이프와 단단한 발포단열재  EPS 035 
DEO M 200 kPa 
 바닥수평을 위한 CREATON 건식충진재(schüttung)

목재 섬유 연질 단열재 (예 : PAVATEX "PAVA-POR 22/21 또는 
17/16") 및 CREATON 건식 충진재의 파이프 및 열 전도성 시트
가있는 "바닥 시스템 난방 시스템"의 바닥 난방용 "에스트리히지
겔(ESTRICHZI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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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및계량컵(접착재 혼합을 위한 정확한 혼합수량 계량필요)

• 혼합통

• 통 위에 장착된 믈을 닦아내는 롤러

• 세척공구 (에폭시판)

• 작은 흙손, 큰 흙손

• 스폰지보드

• 믹서와 혼합봉

• 습식절단기

수평조적충진재 (Schüttung) 을 펼친 다
음 전용수평조절공구를 사용하여 정해진 
높이에 따라  바닥의 수평을 맞춥니다. 

단열재 설치 (대안 ; 바닥충격음차단용단열재,
 예; PAVAPOR).     

수평조절충진재 (Schüttung) 위에 추
적적인 하중분산층이 필요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에스트리히지겔(ESTRICHZIEGEL)“ 설치작업 .

방의 후면 왼쪽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4-5장의 

에스트리히지(ESTRICHZIEGEL)을 벽에 부착
된 단열스트립에 부착하여 설치합니다. 

첫번째 열의 직선은 수평기를 사용하여 맞추어
야 합니다. 그리고 매 3번째 열마다 직선을 다
시 첵크하여야 합니다. 

비스듬히 담그기(바닥이 위로 향해)로 바닥이 접
착재가 뭍는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위아
래로 움직이면서 접착재에 충분히 담금니다.  

엇갈려 설치하기 위해, 준비된 1/2 장으로 첫번
째 열에 45장을 설치한 후 두번째 열을 시작합
니다. 전의 열의 홈에 맞춰 왼쪽 윗부분을 밀어 
끼워 넣습니다.  올바르게 설치되었을 떄 조금의 
접착재가 위로 삐져 나옵니다. 이를 닦아낸 후 
줄눈의 폭은 약 4 mm가 됩니다.

두번째 열에  3-4장을 설치한 후 온장으로 다
시 세번째 열을 시작합니다.   이설치패턴으로 

세번째 열을 설치홥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
해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접착재에 담그는 것은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변형; 앞면과 홈에 흙손으로 접착재
를 바르기) 

"에스트리히지겔) ESTRICHZIEGEL)"설
치작업은  아동의 놀이이며 특별한 지식이

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평충진재( Schüttung)와 단열재 설치 .

중요한 작업 조언 

 CREATON 접착재는 과도한 수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합수량은 (포대

에 표시) 정확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혼합하기 전에 혼합용기는 오래된 

접착재 잔여물에 없도록 깨끗하게 세척되어야 합니다.  CREATON 접착재의 색

상은  현무암회색으로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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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 Firmenstempel

하중재하가능 

친환경성 

쉬운 관리 

내화성능

EU-규준 적용 가능 

치수 정확성 

훌륭한 축열성 

제품의 잇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