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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100% 완벽한 방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기술연구소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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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개요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는 TPO(올레핀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합성고분자 시
트의 하부에 보강재, 부직포와 점/접착층으로 구성된 건식구조의 방수방근복합시트를 활용
하여 시트 상호간 열풍 융착하는 방수 및 방근 일체화 시스템이다.

02

특성 및 장점

•	재활용 PP를 최적화 배합으로 제조된 TPO계 멤브레인 구조의 일체형 방수 및 방근
복합시트임
•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는 1회 작업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작업 인력 감소와 공
사 기간이 단축되고 폐재 재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킴
•	방수 및 방근 성능이 동시에 발현되고 폴리프로필렌의 견고한 특성으로 물리적 충격
에 강함
•	폴리프로필렌의 견고성은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복합시트층을 보호하여 식재뿌리침투의
저항성을 극대화 함
•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는 식재 뿌리로부터 보호하고 구조체로 이동하는 물을
차단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킴

03

공장 생산 및 제조 공정

합성고분자 시트 생산라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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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기

합성고분자 사출 및 성형

제품 생산 및 포장

04

스타 방수 · 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구성
유해물질감소

자원순환성향상

STAR-T15
STAR-T17
STAR-T20

인증번호 : 제 21945 호

합성고분자층
보강재
섬유층
열가소성 점/점착층
(hot-melt)
이형층

05

접합부 구조
조인트 웰딩 일체형 구조
이중겹침 (융착 일체형)

06

표준시공구조 1, 2 (방수방근, 비노출)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조인트 이중 겹침
(열풍융착 : 40mm)

•조인트 이중 겹침
(열풍융착 : 40mm)

프라이머

현장시공(도막방수층)

구조제

구조제

※ 현장시공 보호층 :
누름 콘크리트 (100mm) + 방수층 보호재 (시공비 별도)

※ 현장시공 보호층 :
누름 콘크리트 (100mm) + 방수층 보호재 (시공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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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상부 슬래브 인공녹화의 구성

조경토/식재
토양필터층
조경용 배수판설치
무근 CON'C 타설
방수층 보호재(T=0.5)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CON'C 기계미장

[주차장 상부 슬래브 조경구간 방수 디테일]

08

적용부위

주차장 상부 슬래브 인공지반녹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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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외방수

옥상방수 (비노출)

09

표준시공공정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
 이물질, 돌출물 등을 제거한다.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

복합시트 설치

조인트 융착 작업

 균일한 상태가 되도록 시트를
설치한다.

 자동화 열풍융착 작업
- 간접열풍에 의한 용융 일체화처리

*시트 색상은 제조 공정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0

표준시공방법

주차장 상부 슬래브 조경용

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
시트

[ 일체형 복합시트 설치 ]

[방수층보호재 설치]

[누름 콘크리트 타설]

[경계물 설치]

[토양 포설]

[식재 시공]

인공지반
녹화시공

HANYANG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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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11

조인트 웰딩(융착) 이체화 시스템
조인트웰딩일체형 구조
무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슬라브

[접합부 방근 대응]

12

웰딩시공장비

수동 웰딩기

온도 600℃

반자동 웰딩기(벽체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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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웰딩기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약칭:녹색제품구매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항목

의무구매

법 / 기준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구매면책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이행
계획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구매실적

②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의2)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자치단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 를

녹색제품
구매촉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
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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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녹화(조경) 관련 법적사항

인공지반녹화에는 반드시 방근설계를 하여야한다는 법적적용기준이 마련됨

법/기준

건축법

조경기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제42조

제17조 (방수 및 방근)

1. 총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1. 목적 및 적용범위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본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옥상, 지붕, 벽면, 발코니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을 대상 으로 하는 실내외
건축물 녹화 설계에 적용하며,

고시 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본 안에서 정하지 않은 토목,

건축(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전기 등 관련 연계공사의
설계기준은 국토해양부 혹은
관련 학·협회에서 제정된
기준을 준용 한다.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관련항
및
내용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2. 방수/방근층
2.1 일반사항
방근층의 선정은 KS
표준으로 고시된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제19조 (옥상조경의 지원)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

통과한 제품의 사용을 전 제한다.

발코니 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도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2.3 설계기준 및 시공
면적이 분할 구획된 옥상의
방수는 방수공학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방근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근이 단지

식생으로 구성되는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고

8

현재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에 관한 설계기준은 부재한 상황이지만, 상위법인 조경기준
제17조에 따라 방근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www.hy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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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뿌리에 의한 손상

◎ 방수층 손상

◎ 구조물 균열부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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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뿌리의 성장과 구조물 손상

◎ 뿌리 성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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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기간 : 10 ~ 20년

◎ 구조물 손상

방수의 역사,
이제 한양이 쓰고자 합니다.

제 21945 호

환경표지 인증서
호 : (주)한양엔티

1. 상

2.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207-81-40937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511~515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4. 공 장 · 사 업 장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84-12
[(주)한양엔티]
5. 대 표 자 성 명 : 김경옥, 박영태
3. 소

6. 대

상

제

품 : EL244.건설용 방수재

7. 상표명/용도·제공서비스 : 별첨이기
8. 인

증

기

간 : 2020.04.23 부터

9. 인

증

사

유 : "자원순환성 향상, 유해물질 감소"

2021.07.15 까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
에 적합하므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 최 초 교 부 :
※ 재발행 사유 :

2020.04.23
상표명

국토교통부신기술 734호

녹색기술 인증서

우수제품지정증서

신제품 인증서

2020년 05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사실확인 : 1577-7360

대전 갑천현장

식사2구역 A1블럭(지에스건설)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평택고덕A-11BL (금호산업)

김포리버시티 (현대건설)

행정복합도시 H9 (중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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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엔티

100% 완벽한 방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511~515호
JDWS-200603

TEL : 02-2201-7870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