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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광장(투명)  DIY안내 
 

1. 가구힐링 

힐링 제품 
아파트 평수 (분양) 

18평 27평 36평 45평 54평 

가구 

힐링 

가구DIY 가구DIY-10 가구DIY-20 

DIY예산 \58,000 \115,000 

 

가구힐링작업은 비교적 쉽다. DIY패케이지를 구입하면 붓과 스펀지패드와 시공설명서

가 같이 제공된다. 코니테크 (www.cornytechshop.co.kr)의 시공갤러리에는 전문가들의 

작업사진이 많이 게시되어 있다. 참고가 될 것이다. 부부가 같이 하면 주말에 모두 마

칠 수 있다. 

DIY작업 

가구힐링작업을 정확히 시행하면 한국 실내공기질의 기준치 (폼알데하이드 100 ㎍/㎥, 

TVOC 500 ㎍/㎥) 이하로 떨어진다. 일반 건강인 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과민증환자나, 아토피환자는 이 기준치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아래의 벽지힐링과 바닥힐링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임산부, 영 유아나 노약자도 

마찬가지이다. 

효과 

 

2.  타일줄눈힐링 

힐링 제품 
아파트 평수 (분양) 

18평 27평 36평 45평 54평 

타일바

닥힐링 

줄눈씰러 1/2쿼트 1 쿼트 1-1/2쿼트 

DIY예산 \25,000 \40,000 \65,000 

타일벽

힐링 

줄눈씰러 1/2쿼트 1 쿼트 1-1/2 쿼트 

DIY예산 \25,000 \40,000 \65,000 

 

타일힐링작업도 비교적 쉽다. 줄눈에 있는 백시멘트 위에 줄눈씰러를 그냥 칠하여 주

면 된다. 줄눈씰러를 주문하면 작업용 플라스틱통도 같이 공급된다. 작업방법은 

www.cornytechshop.co.kr의 시공갤러리를 보고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참조하면 

된다. 하루 정도의 작업으로 마칠 수 있다. 

DIY작업 

곰팡이 피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줄눈이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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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크벽지 힐링 

힐링 제품 
아파트 평수 (분양) 

18평 27평 36평 45평 54평 

실크 

벽체 

아크리글라제 2 갤론 3 갤론 4 갤론 5 갤론 6 갤론 

DIY예산 \278,000 \417,000 \556,000 \695,000 \834,000 

 

앞의 가구힐링과 타일힐링 보다는 조금 작업량이 많고, 그리고 예산도 더 들어간다. 벽

지의 표면적이 커서 작업량이 많고 작업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그렇지만 작업 그 자체

는 어렵지가 않다. 모든 벽지를 한꺼번에 모두 다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  며칠에 

걸쳐서 작업을 하여도 되고, 아니면 매 주말에 걸쳐서 작업을 하여도 된다. 오늘은 큰

방, 내일은 작은 방, 다음은 거실 등으로 작업을 하여도 된다.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코니테크의 시공갤러리를 보면 전문가들의 작업사진이 많이 있다. 

DIY작업 

KBS TV 의 '소비자 리포트'에 의하면  실크벽지를 제거하였더니 아이들의 아토피와 천

식이 사라졌으며 그리고 실크벽지에서 많은 TVOC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벽지의 

표면적이 실내에서 제일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벽지에서 적은 양의 유해물질이 나오

더라도, 벽지 전체에서 나오는 양은 상당하다. 과민증환자, 아토피환자, 천식환자 혹은 

영아, 임신부, 노약자의 거주지에서는 적극 권장한다. 

효과 

 

4. 실크천장 힐링 

힐링 제품 
아파트 평수 (분양) 

18평 27평 36평 45평 54평 

천장 

실크 

아크리글라제 1 갤론 1-1/2 갤론 2 갤론 2-1/2 갤론 3 갤론 

DIY예산 \139,000 \231,000 \278,000 \370,000 \417,000 

 

앞의 벽체 실크벽지와 동일한 작업이지만, 작업이 조금 더 힘이 든다. 천장 이라는 것 

때문에 코팅을 할 때, 코팅제가 바닥에 떨어지고 하여  바닥에 보호덮개를 깔고 작업

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패드에 코팅제를 조금씩 묻혀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

간도 더 걸린다. 어깨와 팔도 아프다. 세이프코트의 '아크리글라제 마트' 제품은 절대 

무광이다. 코팅을 하였는 지, 하지 않았는 지가 분간이 되지 않는 다. 다시 말하면 코

팅이 조금 서툴더라도 나중에 표시가 나지 않는 다. 그 대신에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DIY작업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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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루바닥 힐링 

힐링 제품 
아파트 평수 (분양) 

18평 27평 36평 45평 54평 

마루바

닥힐링 

폴리우레씨

일 BP 
2 갤론 3 갤론 4 갤론 5 갤론 6 갤론 

DIY예산 \396,000 \579,000 \792,000 \990,000 \1,188,000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작

업에 익숙하다면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다. 작업시작 전에 모든 가구와 집기 등을 치워

야 하고, 일을 나누어서 할 수도 없고, 작업은 시작하면 단숨에 하여야 한다. 모든 코

팅을 2일에 걸쳐서 마쳐야 하고, 그리고 칠을 한 다음에도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일 후에나, 그리고 가구와 집기 등의 중량물을 이동하는 것은 일주일 후에

야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새로 이사하기 전에  10일 이전에 하는 것이 적

당하다. 작업공구도 최소한 트림패드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코팅두께도 상기 

표의 소요량을 전량 코팅하여야 하며 만약 양을 줄여서 얇게 칠한다면 나중에 코팅막

이 찢어지거나 파열될 수도 있다. 

DIY작업 

 

다음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모든 것을 잘 보여준다. 

효과 

 

  

 

특히 우리네는 바닥아래를 가열하는 온돌문화를 갖고 있다.  온돌가열은 오염방출을 

가속시켜서  극히 좋지 않다. 온돌가열부분의 바닥은 온도가 30~40℃까지 올라간다. 

바닥재의 재료인 HDF도 MDF를 고압축시킨 것이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오염물질 방출

이 심하다.  온돌문화를 즐기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폴리우레씨일 BP를 정확하게 

코팅하면 수명이 10이나 간다. 시중의 왁스나 값싼 코팅제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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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 정리 

 

DIY 힐링별 제품소요량 개산 

힐링 
세이프코트 

제품 

아파트 (분양평수) 

18 평 27 평 36 평 45 평 54 평 

가구힐링 가구DIY 가구DIY-10 가구DIY-20 

타일바닥힐링 
줄눈씰러 

1/2 쿼트 1쿼트 1-1/2쿼트 

타일벽힐링 1/2 쿼트 1쿼트 1-1/2쿼트 

실크벽지힐링 아크리 

글라제 

2 갤론 3 갤론 4 갤론 5 갤론 6 갤론 

천장실크힐링 1 갤론 1-1/2갤론 2 갤론 2-1/2 갤론 3 갤론 

마루바닥힐링 
폴리우레 

씨일 BP 
2 갤론 3 갤론 4 갤론 5 갤론 6 갤론 

* 본 개산은 한국의 일반적 아파트구조를 기준으로 한 개산량이며 개별아파트의 구조에 따

라,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예산상의 가이드라인로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DIY 힐링별 제품예산 개산 

힐링 
세이프코트 

제품 

아파트 (분양평수) 

18 평 27 평 36 평 45 평 54 평 

가구힐링 가구DIY \58,000 \115,000 

타일바닥힐링 
줄눈씰러 

\25,000 \40,000 \65,000 

타일벽힐링 \25,000 \40,000 \65,000 

실크벽지힐링 아크리 

글라제 

\278,000 \417,000 \556,000 \695,000 \834,000 

천장실크힐링 \139,000 \231,000 \278,000 \370,000 \417,000 

마루바닥힐링 
폴리우레 

씨일 BP 
\396,000 \579,000 \792,000 \990,000 \1,188,000 

* 본 개산은 한국의 일반적 아파트구조를 기준으로 한 개산량이며 개별아파트의 구조에 따

라,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예산상의 가이드라인로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