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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rainbelt.co.kr 배수자재의 혁명,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 암거배수시스템 

DRAIN BELT, DRAIN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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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간단한 설치방법으로 드레인벨트(Drain Belt)를 배수관과 연결하여 토양 내의 물을 배수 
파이프로 유입시켜 줍니다.  

3. 제품 설치 방법 

  드레인벨트 전체 시공 과정 

라인 계획 터 파 기 드레인벨트 설치 되 메 우 기 상부 성토(계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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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모세관 현상과  압력에 의해 물이 유입됨. 

• b：유입된 물은 표면장력에 의해 유입구 외부로 유출되지 못함. 

• c：중력에 의해 퇴적물은 유입구로 유입되지 못함. 

• d : 사이펀 현상(압력 차에 따른 현상)에 의해 유입된 물이 밖으로 배수됨. 

- 표면 전반에 수로역활을 하는 홈 분포로 주변의 물을 흡수 및 배수하는 연질 PVC재질의 탁월한 배수제품 

- 모세관현상, 표면장력, 투과성, 사이펀 현상을 이용한 반 영구적 토양 배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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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내 토양 누적  배수관 파손 및 막힘 

 맹암거  
 배수파이프(유공관, PVC관 등) 
 부직포 

토목 

 맹암거  
 드레인보드 
 배수파이프(다발관, GSD관, PDD관 등) 
 부직포 

환경 

농업 

기능 

상실 

(막힘) 

건축 

부직포 공극 감소  부직포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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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지반융기 경계석의 변형 조경시설물 구간의 들뜸 

▣ 동상 (동절기 기온하강에 의한 잔여수의 동결) 

▣ 중간수 및 잔여수 배수불량에 의한 식물고사  

수분과다로 인한 질식사 옹벽배면부 배수불량에 의한고사 배수불량에 의한 잔디고사 

5. 현행 배수시스템의 문제점 (하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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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의  

배수시스템 반영 

배수관, 부직포 막힘 

토립자 유출로 안전성 저하 

(씽크홀, 사면 붕괴 등) 

공사 기간 장기간 소요(1개월) 

(학교 운동장 기준) 

시공성 불량 

(최소 경사 필수 S=0.2%) 

막힘 요인 없는 영구 배수 

토립자 유출 없는 안전성 확보 

지중 물만 차집 가능 

공사 기간 최소화(7일) 

(학교 운동장 기준) 

시공성 우수 

(유연하고 역경사 가능) 

기존 배수 시스템의 문제점 드레인 벨트 개선 사항 

AS 및 유지관리 필요 AS 및 유지관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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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CC : 2008년 3월 시공  

6. 드레인 벨트 시스템 모니터링 

현 장 명  :  공군 충주 체력단련장 상세위치 :  충주  금가면 문산리 383 

모 니 터 링 일 자  : 2016년 3월 23일 시공일자 :  2008년 3월 

2008년 시공 전경 

▣ 모니터링 순서 

설치 위치 파악 벨트 발굴 상태 확인 및 하부토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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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결과 

6. 드레인 벨트 시스템 모니터링 

상부 

하부 

하부확대 
단면 

하부지반 

막힘 X 



11/43 

www.drainbelt.co.kr 6. 드레인 벨트 시스템 모니터링 



12/43 

www.drainbelt.co.kr 

▣ 대한민국 적용 기준 

 도로 맹암거  

부직포 

부직포 

 우리사 제품활용 

 특징 

 - 형식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부직포 없음 
 - 터파기 최소화  
 - 골재(채움) 필요 없음 
 - 시공성 및 기간 최소화 (특히, 리핑•발파암 구간) 

7.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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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도 
Drain Belt 

Socket Drain Pipe 

드레인  
파이프 

소켓 

50 cm 50 cm 

단면도 

제품 실사진 

드레인벨트 

50 cm 50 cm 

20 cm 

20 cm 

7. 지하배수 (맹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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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소 

▣ 맹암거(형식-1)  

자갈(쇄석), 부직포 시공 생략 

시공자재 및 인건비 최소화 

공사기간 단축 

원가 절감(24% ↑) 

8. 드레인벨트 시스템 원가 분석 

※ 공기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장비운임 등 기타사항 고려 시 원가 절감 30% ↑  

 분석 기준: 국토교통부 설계표준도 적용(맹암거 형식-1) 

▣ 드레인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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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인 벨트 골재층+배수로(배수판) 배수판+부직포 (전면) 

8. 드레인벨트 시스템 원가 분석 - 타사공법 원가비교비교  

재료비 700,000원 

시공비 173,160원 

계 873,160원 

재료비 1,415,710원 

시공비 609,700원 

계 2,025,410원 

재료비 1,214,050원 

시공비 564,700원 

계 1,778,750원 

☞ 기준 : 100m2=10mx10m, 물가자료집(2015년0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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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지하배수 

(맹암거)  

절,성토 사면 

(배수불량) 

구조물배수 

(교량, 암거 상
단, 터널) 

녹지배수 

보도 하부배수 

(도심지 도로) 

건축분야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배수 

옥상녹화 배수 

영구배수시스템 

(건축물하부) 

건축 조경 

조경분야 

골프장 

운동장 

(학교,종합) 

생활체육시설 

(게이트,파크골프,테니스) 

수목원 

농토목분야 

간척지 

(새만금,시화) 

매립지 

(해남, 수도권) 

환경분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중수활용 

(차집 재사용) 

9.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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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1):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배수(인공지반)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김천 한국전력기술  

신사옥 부대토목 공사 

시공기간 2014 년 07월 

위    치 경북 김천혁신도시 

공사목적 
○ 인공지반 배수  
   : 지하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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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2):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배수(인공지반)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송도 공동주택 신축사업 

(삼성물산) 

시공기간 2016 년 05월 

위    치 송도 5공구 4단지 

공사목적 
○ 인공지반 배수  
   : 지하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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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도 분석(토립자 유출 시험) 

배수초기(상), 배수후기(하)  
탁도변화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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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공지반 배수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배수)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김해장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위    치 경남 김해시 장유동 

공사목적 
○ 인공지반 배수  
   : 지하 주차장 상부 슬라브 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220m 

1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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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2): 옥상공원 배수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옥상공원 배수공사 

시공기간 2014 년 09월 

위    치 건물 옥상공원 

공사목적 ○ 옥상 슬라브 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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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4): 구조물 영구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고양삼송 신세계 복합쇼핑몰 신축 

시공기간 2015년 8월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공사목적 ○ 건축구조물 영구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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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대구삼성 창조경제단지  

시공기간 2015년 9월 

위    치 대구 

공사목적 ○ 건축구조물 영구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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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물 영구 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35
00

2000

2000

20
00

30
00

집수정

(1,500X1,500X1,500)

40
00

3000

DETAIL-1

DETAIL-2 DETAIL-3

창조경제혁신센터

20
00

2500 3000 3000 3000

A-A 

B-B 

○ 설계유입량: 38 m3/day 
 
○ 드레인벨트 통수능 검토: OK!!  
     5,113 m3/day 〉 38 m3/day 
 
○ 드레인Pipe 통수능 검토: OK!!  
     301 m3/day 〉 19 m3/day(2line) 
 
※ 투수계수 비교 
  - 부   직   포: 0.002 m/sec 
  - 드레인벨트: 0.0672 m/sec 

<SEEP/W 분석자료> 



26/43 

www.drainbelt.co.kr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삼정전자 영덕연수원 

시공기간 2016년 3월 

위    치 영덕 

공사목적 ○ 건축구조물 영구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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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1): 성토부 배수(황철석-1)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고속도로 회인IC인근 법면 배수 

공사 

시공기간 2013 년 11월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IC 

공사목적 
○ 성토 경사면 배수 
○ 황철석 지하수 차집 

드레인벨
트 

드레인
PIPE 

드레인
PIPE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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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고속도로 회인IC인근 법면 배수 

공사 

시공기간 2013 년 11월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IC 

공사목적 
○ 성토 경사면 배수 
○ 황철석 지하수 차집 

토목 분야(1): 성토부 배수(황철석-2)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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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고속도로 회인IC인근 법면 배수 

공사 

시공기간 2013 년 11월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IC 

공사목적 
○ 성토 경사면 배수 
○ 황철석 지하수 차집 

토목 분야(1): 성토부 배수(황철석-3)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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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해외 시공 사례 

시공기간 2009년 

위    치 일본 후쿠오카 

공사목적 ○ 절토경사면 배수 

토목 분야(2): 절토부 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Drain Pipe 절토사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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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3): 교량 교대부 유도 배수-1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고속도로 갑천대교 유도 배수 

시공기간 2015 년 05월 

위    치 대전 유성구 갑천대교 

공사목적 
○ 교대부 유도배수로 교좌장치 
    파손 최소화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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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고속도로 갑천대교 유도 배수 

시공기간 2015 년 05월 

위    치 대전 유성구 갑천대교 

공사목적 
○ 교대부 유도배수로 교좌장치 
    파손 최소화 

토목 분야(3): 교량 교대부 유도 배수-2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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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4): 보도 하부 배수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SH 공사 문정지구 도시개발 조

성 공사 

시공기간 2014 년 09월 

위    치 서울 문정지구내 보도 

공사목적 ○ 보도 하부 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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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부산해운대 수목원(석대수목원) 

조성공사 

시공기간 2013 년 06월 

위    치 부산시 해운대구 

공사목적 ○ 녹지 배수 

토목 분야(5): 녹지 배수(수목원)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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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6): 기타 활용 계획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36/43 

www.drainbelt.co.kr 

토목 분야(8): 기타 활용 계획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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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1): 골프장 

공군 중원 단련장 

  드레인벨트 시공 전/후 모습 

Before (2008.03)  After (2012.09.06) 

  드레인벨트 시공 과정 

물고임 발생 

계획부지 선정 당초 맹암거 배수능력 상실 드레인벨트 시공 전경 시공 후 잔디 식재 배수 시작 

  개요 

구    분 상  세   내   역 

프로젝트 공군 중원 단련장 

시공 기간 2008년3월 ~ 2008년7월 

위     치 충주 공군 비행단  

면     적 9인홀 전체 보수공사  

공사목적 ○ 지하 배수 

기      타 국내골프장 60여 개소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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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1): 골프장 종합 

중앙 C.C 해운대 C.C 제주 한화 지리산 C.C 

용인프라자 C.C 일동레이크 디아너스 C.C 렉스필드 

파마힐스 C.C 속초 한화프라자 동부산 C.C 동래베네스트 

드레인벨트의 국내 62개, 해외 24개의 골프장에 적용이 되어,  

지금까지(최대 8년간 운용) 하자발생 없는 제품적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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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2): 운동장 

시화 MTV 운동장 

  드레인벨트 시공 전/후 모습 

Before (2008.03)  After (2012.09.06) 

  드레인벨트 시공 과정 

드레인벨트 시공 전경 시공 후 잔디 식재 배수 시작 

  개요 

구    분 상  세   내   역 

프로젝트 시화 MTV 운동장 

시공 기간 2014. 12월 

위     치 시화 MTV 

면     적 72 X 110M 

공사목적 ○ 지하 배수 

기      타 

드레인벨트 시공 전경 드레인벨트 시공 전경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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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2): 운동장 종합 

전라도지역 40여개 운동장에 적용이 되어, 지금까지(최대 8년간 운용) 하자 없는 제품 성과 기록 

전남 고흥 포두중학교 전남 나주 남평초등학교 전남 목포 제일여자고등학교 

전남 곡성 석곡초등학교 전남 해남 우수영초등학교 전남 장성군 삼계중학교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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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목 분야(2): 매립지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해남 매립지 

시공기간 2014 년 10월 

위    치 전남 해남군 

공사목적 
○ 농업용지 지하 배수 및 지하수위 
저하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수도권 매립지 

시공기간 2008년 4월 

위    치 인천 서구 

공사목적 ○ 지하 배수 

10. 드레인벨트 시스템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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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엔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영업팀 설계견적팀 시공팀 재무팀 

감사 

조 직 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5 Tool 9-s27 

    ( TEL. 02-2047-8811~12, FAX. 02-2047-88123) 

  설계 및 시공, 판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28번지 

    ( TEL.031-8059-3078, FAX.031-986-1483 ) 

  드레인 벨트, 파이프 생산 

본  사 

공  장 

해외지사 

  중국 청도 청양구 시부젼  

 중국 설계 및 시공, 판매 

남경 시공 부지  

11.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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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  드레인벨트 및 이를 이용한 지하배수 배수장치 

            드레인벨트를 이용한 지하수 배수장치 

 디자인등록 : 배수파이프 

                     물 배수용 심재 

 상표등록 : J&B Drain Belt, Pipe 

 유사디자인 등록 : 배수자재, 배수관 

 

지 적 재 산 권 

12. 회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