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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가드 스틸 방수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is an innovative waterproof system 

 
 

 



특허(제10-1781378)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시스템 
 

옥상바닥 방수 시스템 및 방법 

   특허(제10-1912454)  

옥상바닥 방수 시스템 및 방법은  

   방수패널, 상·하브라켓,  

실리콘  보호몰딩, 중앙캡을 이용하여  

   반영구적인 방수성능을 선사하는 

 특허방수공법입니다. 

Roofgard Steel Waterproofing 

3 
옥상 바닥에 방수 패널을 접착제로 붙이거나 앵커 등

으로 고정하지 않고 조립 형태로 설치하는 바닥 밀착

형 절연 공법입니다. 

특허(제30-0901215)  

옥상 바닥용 방수패드 
 
포스코에서 도입한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을 일체형  

프레스 가공법으로 생산한 후 내부에 단열재를 삽입 

하는 단열 방수공법입니다.  

특허(제10-1912454)  

옥상 바닥 방수 시스템 및 방법 
 
방수 패널,  하부 브라켓,  실리콘  보호 몰딩,  중앙캡을 

이용하여  반영구적인 방수 수명을 유지하는 특허  방

수공법입니다. 

공법 소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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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과정 02 



바닥 시공 시 
 

STEP 1 1차 실리콘 도포 후 보강재 설치 

STEP 2  칼브럭 고정 후 주변부 실리콘 도포 

STEP 3  2차 실리콘 도포 후 마감재 설치 

STEP 4  3차 실리콘 도포 

바닥과 벽체 시공 시 
 

STEP 1 바닥 방수 패널 절곡 

STEP 2  칼브럭 고정 후 주변부 실리콘 도포 

STEP 3  벽체 방수 패널 설치 후 하단부 절곡  

STEP 4  두겁 설치 

벽체(난간) 마감 방법 03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자유로운 옥상 사용 
구조물 설치나 보행에 제약이 없음 

모든 슬라브 옥상 시공 
부풀거나 들뜬 바닥에도 완벽한 시공 가능 

에너지 절감 
4계절 내내 열교 및 결로 현상을 제거하여  
냉·난방비 절감 효과 

시공 기간 단축 
바닥을 갈아내거나 세척하는 등의 
하지 작업 불필요 

반영구적 수명 
20년 이상의 긴 수명으로 주기적인 관리 불필요 

루프가드 공법의 특징 04 

견고한 방수층 
우레탄이나 시트방수처럼 기온에 의한 방수층 파단 없음  
녹 슬지 않는 소재로 부식 발생 없음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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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가드 방수 패널 
아연3% 마그네슘2.5% 알미늄 3원계  
PosMAC     3.0  (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 

규격  888 * 888 
 

두께  0.6 T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자재로써 포스코에서 생산한 녹이 슬지 않는 금속 패널 

입니다. 이음새가 없는 일체형 구조라 방수 효과가 우수하며 패널 자체 수명이  

50년 유지되는 반영구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기존 스틸 방수 패널 대비 5~10 

배 뛰어난 내구성을 가졌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지닙니다. 또한 

PVC(폴리염화비닐)을 부가해 녹슬거나 부식될 우려를 2중으로 방지합니다. 

 

®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PosMAC   3.0 

도금충 중의 마그네슘(Mg)은 매우 안정한 상태의 치밀한 부식생성물 
인 시몬클라이트(Simonkolleite, Zn  (OH)   CI  ·H  O)의 형성을 촉진 
시키게 됩니다. 이 부식생성물이 도금층 표면에 마치 Film처럼 형성되 
어 소지 철판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5 8 2 2 

® 

용융아연도금(GI) 대비 5~10배 뛰어난 내식성을 지녔다는 테스트 
를 거친 PosMAC은 현존하는 금속패널 중 가장 최상의 자재로써  
반영구적인 50년 가량의 수명을 자랑하는 녹 슬지 않는 철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기존 스틸 방수에서 사용되는 용융아연도금강판(GI) 
뿐만 아니라 칼라강판의 주자재인 갈바륨 대비 우수 
한 평판부 내식성을 지닌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은 포 
스코에서 다년간개발한 Steel로써 현존하는 자재 중  
가장 녹이 슬지 않는 도금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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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가드 단열재 
진공 압축한 발포 폴리스티렌 아이소핑크 

규격  845 * 845 
 

두께  20 T 

방수 패널 내부에 삽입되는 단열재는 하이드로백 프로세스 기술로 가공된 

제품으로써 {0.0097W/m·K(0.0083kcal/mh℃)} 불화탄소를 충진해 낮 

은 열전도율을 지닙니다. 또한 수분이나 습기가 침투될 수 없으므로 기존  

단열재에서 쉽게 관찰되는 흡수나 흡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효 

과로는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가 절감됩니다.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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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가드 하부 브라켓 

규격  하부 브라켓 75 * 13.2 
 

두께  1.6 T 

방수 패널을 고정하는 전용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방수층이 기온·기후에 의해 

수축, 팽창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또한 방수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하여 방 

수층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마찰을 가했을 시에는  고정된 전용 장치로 인해 들 

썩거리는 현상을 제어하여 건물 내부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pc zn 도금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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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가드 실리콘 보호 몰딩 
루프가드 중앙캡 
AL(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실리콘 보호 몰딩 
STS(스테인리스강)으로 이루어진 중앙캡 

규격  실리콘 보호 몰딩 844*21.2  /  중앙캡  42*21.5 
 

두께  실리콘 보호 몰딩 2.0T          /   중앙캡  0.6T 

실리콘 보호 몰딩은 이음새에 충진한 실리콘이 자외선이나 외부환경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덮개이고 중앙캡은 실리콘 보호 몰딩을 고정하는 장 

치입니다. 실리콘은 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외선 및 외부환경에 노출되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수 성능 

 이 한층 더 상승됩니다.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옥상 공법 비교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other waterproofs 



ㅋ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공법 1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urethane membrane waterproofing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ㅋ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공법 2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Complex sheet waterproofing 

  



ㅋ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공법 3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Color steel plate waterproofing 

 

 

  



ㅋ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공법 4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silicon -exposed steel waterproofing 

 

 

  



ㅋ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공법 5 

Silicon non-exposed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Comparison of Roof Construction Methods 

  



스틸 방수 비교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is better than normal waterproofing 



Comparison of steel waterproofing 

VS 

용융아연도금강판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방수패널 수명 약 50년 유지 방수패널 수명 약 25년 유지 

내구성이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에  
비해 

내구성이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비해 

“ 금속 패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내구성을 지닌 방수 패널이 필요하다. ” 



Comparison of steel waterproofing 

타사 스틸 방수 

VS 

루프가드 스틸 방수 

패널의 움직임을 

실리콘의 터짐을 

패널의 이음새가 

“ 방수층을 유지하려면 패널의 수축과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고정 장치가 필요하다. “  



Comparison of steel waterproofing 

타사 실리콘 노출형 공법 

실리콘이 외부환경에 

실리콘의 변질, 손상 

이음새 부분 빗물 유입 

 

오웰스틸 실리콘 비노출형 공법 

실리콘이 외부환경에 

실리콘의 변질, 손상 

이음새 부분 빗물 유입 

 

VS 

“ 반영구적인 방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실리콘의  
    변질, 손상을 막을 실리콘 보호 몰딩이 필요하다. ”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is an innovative technology 

시공사례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주택·빌라 
루프가드 스틸 방수공법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급이 다른 방수 수명을 하자없이 선사합니다.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바닥층이 손상되지 않아



주택 · 빌라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주택·빌라 



아파트 아파트 
루프가드 스틸 방수공법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급이 다른 방수 수명을 하자없이 선사합니다. 

 

실외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수층을 개발하여 
됩니다.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아파트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상가 빌딩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상가 빌딩 
루프가드 스틸 방수공법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급이 다른 방수 수명을 하자없이 선사합니다. 

 

품질 시공을 바탕으로 루프가드 공법, 자재의 뛰어난 방수성능은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상가 빌딩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공장 공장 
루프가드 스틸 방수공법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급이 다른 방수 수명을 하자없이 선사합니다. 

 

건물 노후화를 막을 수 있으며 단열, 방수, 인테리어 확실한 세가지 효과로 
건물 가치가 상승합니다.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공장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관공서 
루프가드 스틸 방수공법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급이 다른 방수 수명을 하자없이 선사합니다. 

금융기관 

 

루프가드 스틸 방수는 대중적이지 않지만 시공 후 고객 만족도가 100%에  
가깝습니다. 하자로부터 멀어지는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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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루프가드 스틸 방수공법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급이 다른 방수 수명을 하자없이 선사합니다. 

관공서 

 

전문 기술인을 통해 물구배 작업 후 스틸 방수 시공에 임합니다. 
1부터 10까지의 세밀한 공정은 



관공서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일반적인 벽체 마감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벽체 및 난간부 전체 시공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구조물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구조물 

  



Roofguard Steel Waterproofing 

구조물 



Thank you 

http://owellsteel.com 
https://blog.naver.com/owellst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