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동차 교량을 방수합니다
2015 밀라노 박람회 프로젝트에서 활용된 Bituthene  5000와 Solarshield  100

프로젝트 2015 밀라노 박람회
소유자 2015 박람회
엔지니어 Marco Acquati Engineer (MM)
일반 시공업체 Ing. Mantovani SpA
GCP 솔루션 Bituthene  방수, Solarshield  방수

개요
프로젝트
2015 밀라노 박람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열렸는데, 비 상업적인 전시회장이었습니다. 전시회
장은 1백만 평방 미터 규모였고 2000만명 이상의 방문자들을 환영했으며 130개 이상의 참가 업체들을 맞아들였고 180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인공 시내를 건너 주 엑스포 데크에 연결된 여러 작은 통행 교량들의 교량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사는 다리 건설 작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자체 접착막의 해결안을 제시하였
습니다. 제시안은 다리데크 구역에 Bituthene  5000 및 Solarshield  100 막을 적

용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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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사업은 두께가 작은 방수 막을 요구했는데, 이는 교량 데크를 보호했고 밀라노 시청 (MM)이 정한 표준도 충족했습니
다. 선택한 시스템은 뜨거운 아스팔트에 저항해야 하고 완전히 접착해야 하며 도포가 용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차량 교량 건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착식 멤브레인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제시안은 다리
데크 구역에 Bituthene  5000 및 Solarshield  100 막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저희는 디테일링, 처방전 및 경제 평가에 대한 데이터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MM과 강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Ing. Mantovani spa는 최종 주문으로 이끄는 일부 중요한 점들에 대해 저희 팀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토론 종결을 내린
본 프로젝트의 일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제품 설명
Bituthene  5000은 총 두께가 1.6mm인 냉공법 시트 멤브레인인데, 자체 접착 고무/타르 화합물로 구성되었고 실리콘
방출 종이와 폴리프로필렌 메쉬 케리어가 보호하며 1.0 m x 20.0 m 길이의 롤로 공급됩니다.
Solarshield  100은 노출된 지붕공사 막을 위한 적합한 태양 반사 플래싱 또는 보호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냉간 도포
자체 접착 알루미늄 막입니다.
GCP의 블루 360℠ 필드 어드밴티지 팀은 재료가 권장 설치 지침에 따라 적용되도록 하면서 진행 중인 현장지원을 계속했
습니다. 이 부가 서비스는 연루된 특수 도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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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at.kr | 한국 고객 서비스 : 82 32 820 0800
이 문서는 아래 명시된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의 현재 문서이며 한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시 최신 제품 정보를 제공하려면 항상 아래 URL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ractor Manuals, Technical Bulletins, Detail Drawings 및 세부 권장 사항 및 기타 관
련 문서와 같은 추가 문헌도 www.gcpat.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웹 사이트에있는 정보는 해당 지역의 상태에 맞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GCP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Last Updated: 2021-12-07
gcpat.kr/about/project-profiles/transport-business-successfully-waterproofs-car-bri
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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