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인 옥상 스틸 방수

루프가드
ROOF GUARD

차원이 다른 신기술

건축물의 옥상 디자인 및 방수, 단열

단 한번에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금속패널  

특허 방수 시스템



“오웰스틸”
신뢰가 기반이 된 사업 운영

특허증

오웰스틸의 루프가드 스틸 방수공법과 자재는 타사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단열 방수구조

· 옥상 바닥 방수 시스템 및 방법

· 옥상 바닥용 방수 패드

·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시스템

·  스틸 방수 패널 및 건축물 
외장 스틸 패널의 제조

차원이 다른 

기술력
특허증 ISO인증서

모방할 수 없는

옥상 스틸 방수 루프가드

루프가드 공법은 

국내 유일의 바닥 밀착형 절연 공법으로써  

건물 수명만큼 오래가는 반영구적인 방수 성능, 

자유로운 옥상 사용 등 슬라브 옥상에 최적화된

특허 방수 시공법입니다.

(주)오웰스틸은 반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특허 공법에 뛰어난 디자인을 더한 기술로 

건축물 옥상의 누수를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옥상의 미관을 개선하여 

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방수공법으로 고객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자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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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법인설립  

주식회사 디앤에이건설 법인 설립

08.25  면허취득  

시설물 유지관리업

04.26  특허 

  누수 확산 방지 프레임을 포함하는 

옥상의 방수구조

08.12  특허 

  옥상 바닥 방수 시스템 및 방법

08.12  디자인 

  옥상 바닥용 방수패드

03.22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스틸 방수 패널 및  

건축물 외장 스틸 패널의 제조

2005

2016

2019

2007

2013

2015

03.28  특허 

건축물의 단열, 방수구조 및 공법

10.07 특허 

 건축물의 단열 방수구조

03.11  특허 

  건축물의 외벽 단열구조

06.24  특허 

  물 확산 방지 옥상 방수구조 

2017
02.06  법인 설립 

  주식회사 오웰스틸

05.16  특허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시스템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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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가드 방수 패널

+  포스코에서 생산한 아연 3%, 마그네슘 2.5%,  

알미늄 3원계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자재로 반영구적인 수명

+  이음새가 없는 일체형 패널 구조라 방수 효과 우수

+  방수 패널 표면에 폴리염화비닐(PVC) 부가해  

녹슴과 부식 방지

+   옥상 용도에 따라 스펙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가져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를 지님

규격 888*888 (0.6T)

루프가드 단열재 

+  방수 패널 내부에 삽입해 결로 및 열교 현상 제거

+   단열성이 우수해 냉·난방비 절감 효과 

규격 845*845(20T)

루프가드 공법은 방수 패널, 단열재,  

하부 브라켓, 실리콘 보호 몰딩, 중앙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루프가드 공법의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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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가드 하부 브라켓

+  하부 브라켓은 방수 패널을 고정하는 장치

+  방수 패널의 수축과 팽창을 방지하며 방수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

루프가드 중앙캡

+  실리콘 보호 몰딩 고정 장치

+ 이음새에 충진한 실리콘을 보호해 부식 방지

규격 42*21.5(0.6T) 소재 STS(스테인리스강)

루프가드 실리콘 보호 몰딩

규격 844*21.2(2.0T) 소재 AL(알루미늄)

+   방수 패널 이음새 실리콘 부식 방지(실리콘 비노출형 공법)  

*방수 기능을 상실하는 노출형 공법 : 스틸 방수공법으로 시공하는  

타사들은 이음새를 실리콘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2~3년 후 외부환경 및 

자외선의 영향으로 이음새가 부식되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규격  하부 브라켓 75*13.2(1.6T) 소재 spc zn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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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만 시공 시 (2) 바닥과 벽체 시공 시

루프가드 스틸 방수 시공과정

벽체(난간) 마감 방법

1

    방수 패널에 

    하부브라켓 삽입

      이음새 실리콘 충진

  5

2 

   1차 실리콘 도포

   실리콘 보호 몰딩 설치

6

3

    도포한 실리콘에

    방수 패널 부착

   중앙캡 고정

7

4

    플랜지 너트로 고정

   

시공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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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슬라브 옥상에 시공 가능

혁신적인 방수시스템 I N N O VA T I V E  WA T E R P R O O F  S Y S T E M

·  특허(제10-1781378)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시스템, 특허(제10-1912454)옥상 바닥 방수 시스템 및 방법은  

방수 패널의 수축과 팽창에 대응하는 하부 브라켓, 패널 이음새 실리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실리콘 보호 몰딩,  

몰딩을 고정시키는 중앙캡 등을 연구개발하여 건물 수명만큼 오래가는 반영구적인 방수 성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우레탄 방수, 시트 방수처럼 방수층이 열과 수분에 의해 갈라지거나 들뜨고 부풀어오르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방수 패널 내부에 압축 단열재를 삽입함으로써 방수와 단열 모두 해결한 획기적인 단열 방수공법입니다.

루프가드 스틸 방수 시공과정

우레탄 도막이 부풀어 오르고 시트 방수층이 벌어진 채 들썩거리는 등 

옥상 바닥에 문제가 있어도 완벽히 시공 가능합니다.

구조물 설치나 보행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로운 옥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옥상 활용 가능벽체(난간) 마감 방법

루프가드 공법의 특징 및 용도 

수분이 직·간접적으로 면하는 모든 건물의 옥상 및 

난간 벽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공법으로 

주택, 빌라, 아파트, 상가, 빌딩, 공장, 공공기관 등에 

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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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주택·빌라·아파트 시공사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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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상가·고층빌딩·공장·관공서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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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구조물 주변부 시공사례

구조물 주변부 시공

옥탑 벽과 옥상 바닥이 맞닿는 부분 마감

구조물 아래와 주변부 마감

구조물 주변부 마감

벽체 시공

바닥 시공 바닥과 벽체 시공

10



자주 묻는 질문

Q 녹이 슬지 않나요?

기존 타사에서 사용되는 용융아연도금강판 대비 내식성이 

5~10배 뛰어난 포스코에서 생산한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을 사

용하기 때문에 금속 방수 패널 자체 부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금도금강판 : 도금층에 속한 마그네슘(Mg)이 매우 치밀한 부식

생성물인 시몬클라이트의 형성을 촉진시켜 도금층 표면에 마치 필

름처럼 유지되어 방수 패널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사에서

는 2중 보완이 되게끔 폴리염화비닐(PVC)을 부가해 기스와 녹이 슬

지 않는 방수 패널 자체 수명이 50년 가량 유지됩니다.

Q 비가 오거나 밟았을 때 방수 패널에서 소리가 

나지 않나요?
자사의 방수 패널은 옥상 바닥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습니다. 

패널 속에 삽입한 단열재가 바닥면에 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수 패널에 하부 브라켓을 설치하여 방수 패널이 움직이

거나 들썩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때문에 뛰거나 밟아도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빈깡통 같이 요란한 소

리가 나지 않는 것도 패널 속 단열재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 패널에 빗물이 떨어져도 건물 내부로 소음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Q 벽과 바닥이 이어지는 벽체 시공이 가능한가요?

6p를 참고하시면 2가지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1번 그림  

옥상 바닥에만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마감재, 방수자재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서 15cm 가량 치켜 올려 고정

2번 그림  

벽체에도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마감재, 방수 패널, 방수자재 등을 이용하여 벽체에 방수 패널을 시

공한 후 벽체(난간) 상단에 두겁 설치

루프가드 스틸 방수는 옥상 바닥뿐만 아니라 누수가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부분(벽체, 구조물 주변부 등)에 시공됩니다.

Q 우레탄 방수,시트 방수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레탄 방수, 시트 방수는 열, 수분, 습기에 의해 방수층이 변형되

고 파단되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루프가드 스틸 방수는 기온의 영

향을 받지 않는 방수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 기존 스틸 방수공법과의 차이 : 패널 사이 이음새를 실리콘으

로만 처리하는 노출형 공법은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이

음새 실리콘이 부식하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사

의 방수공법은 실리콘 보호 몰딩을 이용한 비노출형 공법으로 이

음새 실리콘이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루프가드 스틸 방수는 소재 특성상 수분, 습기, 열, 자외선 등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방수층을 지녔습니다.”

Q 칼라강판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칼라강판은 목재 형틀을 만들어 s자 슬레이트형 강판을 설치합

니다. 루프가드 스틸 방수는 단열재가 삽입된 일체형 방수 패널

을 바닥에 밀착하여 설치합니다. 두 공법은 스틸 방수 계열이지

만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 후 공사 

품질로도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 옥상 활용도 차이 

·   루프가드 스틸 방수

  구조물 설치, 보행 등 옥상 사용 자유로움

·  칼라강판

  옥상 사용  제한적

+ 단열성 

·   루프가드 스틸 방수

  4계절 내내 단열 효과로 에너지 절감

·  칼라강판

 공법 특성상 여름에는 단열효과가 있지만 겨울에는 효과 없음

Q 빗물이 고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대게 건물 옥상은 여러 곳에 물이 잘 고이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에서는 시공 전 옥상 물 구배를 먼

저 점검한 후 구배가 맞지 않는 곳은 레미탈을 이용하여 빗물이 

배수로로 원활히 흘러가게끔 완만한 경사를 주는 기초 구배 작

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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