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식, 방수 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환경표지인증 획득 (미끄럼방지포장재)

1월   환경표지인증 획득 (흙콘크리트 투수)

8월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KSF4922) KS 획득

1월   ISO45001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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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막형바닥재   3012999701   ]

순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3335051

22785714

23683962

23335060

23335058

23335050

24103800

24103801

23335056

23335054

24470581

24469731

23683963

23683964

HS-M-100

HS-M-108

HS-M-301

HS-M-202

HS-M-302

HS-M-203

HS-M-303

HS-EP-101

HS-EP-201

HS-EP-301

HS-RM-401

HS-PCM-301

HS-A-201

HS-A-302

t1mm, 열경화성수지/MMA

t2mm, 열경화성수지/MMA

t3mm, 열경화성수지/MMA 

t2mm, 열경화성수지/MMA, 스텐실

t3mm, 열경화성수지/MMA, 스텐실

t2mm, 열경화성수지/MMA, 스템프

t3mm, 열경화성수지/MMA, 스템프

t1mm, 열경화성수지/에폭시

t2mm, 열경화성수지/에폭시

t3mm, 열경화성수지/에폭시

t4mm, 열경화성수지/에폭시

t3mm, 열경화성수지/우레탄

t2mm, 열가소성수지/아크릴 

t3mm, 열가소성수지/아크릴, 스텐실 

25,000

27,500

30,000

32,000

36,000

40,000

41,000

28,500

35,000

38,500

41,000

40,000

24,000

31,000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

G2B 식별번호 규 격 명 세 부  규 격 단가(㎡당) 인증보유현황

[ 미끄럼방지포장재   3012999801   ]

순 번

1

2

3

4

5

6

23212452

23212451

23231862

24105628

23236640

24105627

HS-NS-101

HS-NS-102

HS-NS-103

HS-NS-105

HS-NS-104

HS-NS-106

t3mm, 1종

t4mm, 1종

t3mm, 1종, 스텐실

t4mm, 1종, 스텐실

t3mm, 1종, 스템프

t4mm, 1종, 스템프

31,000

35,500

36,500

38,500

38,500

40,500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G2B 식별번호 규 격 명 세 부  규 격 단가(㎡당) 인증보유현황

[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2   ]

순 번

1

2

3

4

5

23816541

22943528

23170823

22943529

23438949

HS-COAT-45

HS-COAT-55

HS-COAT-65

HS-COAT-75

HS-COAT-95

t45mm, 1종, 어린이놀이터

t55mm, 1종, 어린이놀이터

t65mm, 1종, 어린이놀이터

t75mm, 1종, 어린이놀이터

t95mm, 1종, 어린이놀이터

92,000

106,000

111,000

119,000

132,000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

G2B 식별번호 규 격 명 세 부  규 격 단가(㎡당) 인증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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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콘크리트    301159501   ]

순 번

1

2

3

4

5

6

7

8

9

10

11

22494898

23438097

22494897

22494899

23910441

23788259

23788260

23796513

23796514

24450624

24450625

HS-WAY-100

HS-WAY-120

HS-WAY-150

HS-WAY-200

HS-ST-150

HS-WAY-201

HS-WAY-301

HS-WAY-501

HS-WAY-701

HS-PCP-120

HS-PCP-150

t100mm, 일반습식, 12MPa이상, 보도용

t120mm, 습식, 15MPa이상, 자전거도로용

t150mm, 일반습식, 15MPa이상, 자전거도로용

t200mm, 일반습식, 18MPa이상, 주차장용

t150mm, 습식, 15MPa, 자전거도로용(스템프)

t20mm, 투수, 12MPa, 보도용

t30mm, 투수, 12MPa, 보도용

t50mm, 투수, 15MPa, 자전거도로용

t70mm, 투수, 15MPa, 자전거도로용

t120mm, 투수, 15MPa, 자전거도로용

t150mm, 투수, 18MPa, 주차장용

31,200

34,800

41,400

48,300

48,800

47,300

57,000

69,500

81,000

46,000

47,700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환경표지인증

단체표준

단체표준

G2B 식별번호 규 격 명 세 부  규 격 단가(㎡당) 인증보유현황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1   ]

순 번

1

2

3

4

5

22985469

22792182

22792183

22792217

22792219

HS-COAT-201

HS-COAT-501

HS-COAT-502

HS-COAT-503

HS-COAT-601

t15mm, 2종, 트랙용

t15mm, 5종, 다목적용(흑투톤)

t15mm, 5종, 다목적용(지정칼라)

t20mm, 5종, 다목적용(흑투톤)

t15mm, 6종, 다목적용

63,500

48,000

53,000

61,000

57,000

G2B 식별번호 규 격 명 세 부  규 격 단가(㎡당) 인증보유현황

KS

KS

KS

KS

KS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3012999201   ]

순 번

1

2

3

24273004

24273005

24273006

UREA-COAT-200

UREA-COAT-300

UREA-COAT-400

t2mm, 주차장/옥상 

t3mm, 주차장/옥상 

t2mm, 지붕

48,000

68,000

50,000

KS

KS

KS

G2B 식별번호 규 격 명 세 부  규 격 단가(㎡당) 인증보유현황



















































칩엠보스 및 탑코팅 마감으로 내구성과 반발탄성을 높여 달리기 기록 향상이 됩니다.



충격흡수가 우수하여 운동 시 부상방지 및 육체적 피로감소가 됩니다.







에코다목적구장 : 안전성은 높이고 운동효과는 향상시키는 체육시설전용 탄성포장재입니다.



코트면이 평탄하여 볼 바운드 및 스피드 효과로 경기력이 향상되며 일체형 시공으로 운동시
걸림 현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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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도막형바닥재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강원도 철원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창원초등학교

한국폴리텍2대학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동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동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동

서울시설공단

광주도시관리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설공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울시설공단

경기도 남양주시 평생학습원

한국교원대학교

경기도 여주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기도 광주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태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기계)-조화기 등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강화유리난간,도막형바닥재)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공사(건축)_에폭시도막

서울창원초등학교 체육시설탄성호장재 외 4종 구입

미래성장동력 기계시스템과 시설공사 관급자재 도막형바닥재

영신동640-1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도막형 바닥재

상신로 15-8일 일원 도로포장공사

모전천3길 7번외 1개소 안길포장공사-도막형바닥재

공영주차장 바닥마감 및 전용주차구획 정비

광주시민체육관 인라인장 재도장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증축공사(건축)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토목)

송정동 지하보행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2022년 공영주차장 맞춤형 디자인 설계표준 확대적용

강화풍물시장 바닥재 교체공사-바닥재재포장

신월2동 주차장 지붕 도막방수재 구매설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주차타워 소음저감을 위한 바닥재 구입

구도서관 대수선공사(건축) 관급자재(에폭시) 구매

[산림공원과]2022년 우리동네 쌈지공원 조성사업(상활리)-바닥재

조달구매(상상굴뚝 놀이터 주변 도막형 바닥재 설치)

동구로 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정비

조달 추가구매(상상굴뚝 놀이터 주변 도막형 바닥재 설치)

한림리 1198-3번지외 1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관급자재(도막형바닥재)

한림리 1198-3번지외 1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관급자재(도막형바닥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통로암거 진입로 정비공사

동호지구 도시재생사업 파란발전소 신축공사(건축)관급자재(바닥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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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흙콘크리트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경기도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군포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경기도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매홀중학교

경기도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교육청 성사고등학교

경기도부천교육청 부천부곡중학교

경기도교육청 평택고등학교

경기도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능곡중학교

경기도 화성시 푸른도시사업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공사(미끄럼방지포장재)

하우배수지 증설 외 배수관로 개량사업 관급자재(미끄럼방지포장재)

길동초외 2교(천동초,한산초) 관급자재(탄성포장재 외2종) 구매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중로1-19호선 외)도로개설공사(2구간) 미끄럼방지

송정동 도시재생뉴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남부시장 노외공영주차장 옥상 방수 공사

덕유아파트-철쭉공원 도로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포장재,도로)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공사 관급자재(블라드 등)

관급자재 구입(산본고가교 보수보강공사-바닥재 등)

관급자재(미끄럼방지포장 외) 구매(서울공고외 1교 포장개선 및 기타공사)

서울대 평창캠퍼스 노후도로 보수용 자재(미끄럼방자포장재)구매

보광아파트 진입도로 미끄럼방지포장재 구입(현장설치도)

장지동(중로3-2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8차-미끄럼방지포장)

관급자재 납기변경[시청사 진입도로(시도29호선)확포장공사]

관급자재 구매(미끄럼방지포장재-인왕산 황학정 국궁장 주변 환경 개선공사)

관급자재 구입의뢰(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2공구))

평택고등학교 농구장 재조성 흙콘크리트 구입

관급자재 구입의뢰(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캐라반사이트 조성공사)

매홀중 친환경 농구장 조성 흙콘크리트 및 농구대 구매 요청

광주역~태전지구 자전거도로 시범사업(1단계 2구간)흙콘크리트

연천 전곡리유적 카페테리아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황토경화토) 구입

도시숲 리모델링(전환사업-노을어린이공원)-흙콘크리트

성사고 운동장내 농구장 바닥마감재(흙콘크리트) 구입

부천부곡중학교 농구장 바닥 흙콘크리트 구입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노곡어린이공원)흙콘크리트

시흥능곡증학교 친환경농구장 관급자재 구매 요청

미관광장 7호공원 정비(주민참여)사업 관급자재 구입

관급자재 구매(등의자 등)

관급자재 조달구매(송파 반려견 놀이터 바닥 포장공사)

조달구매[안양천 생태초화원 조성사업-흙콘크리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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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경기도 광주시 광남2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안양교육청 귀인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기도광주교육청 도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도 구리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경기도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서울왕북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기도 안산시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원녹지과-18557,장원선,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2종

태전30통 내 공원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2022년 옛시장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관급자관급

공원녹지과-9455_양재어린이공원 노후 탄성포장재 정비

귀인초 신관 필로티 하부 탄성매트 구매

관급자재 조달구매(2022년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관급자관급)

관급자재조달구매[상도3동 마을공원 놀이터 재단장 공사(구참여)]

도수초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설치

고무칩포장-능말[2022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을구]공원9202

관급자재 조달구매(관급자관급-솔숲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사업)

관급자재 조달구매[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비둘기) 조성사업]

(5종)수목보호벤치 외-옹기터마을마당 환경개선사업(주민참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 자재 구입(탄성포장재)

조달구매[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오동나무어린이공원)-탄성고무칩]

공원녹지과-17958_그네 외 16종(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진입로 재포장공사-탄성포장재

광주 실내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건립공사(건축)

광주어린이집 놀이터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

관급자재 조달구매[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쌍령1호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흙콘

서울왕북초등학교 운동장 개선 공사 관련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구입

관급자재 조달구매(사슴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바닥포장재

관급자재 조달구매[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공사(안내판 등 4종)]

관급자재(고무칩) 구매-약초원 등 2개소 창의어린이공원 정비사업(약초원)

무갑리 마을소공원 정비공사 관급자재(탄성포장,퍼걸러,울타리 등)구입

관급자재 구매[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행정)-탄성포장재 외]

(재주문)본오2동 도시재생 각골어린이공원 리뉴얼공사(조경)관급_탄성포장

동화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공원녹지과-13358,신종봉,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어린이 놀이터 정비)

관급자재 조달구매(북한산1지구 등 2개소 보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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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창원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상신중학교

경기도 군포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군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시 중랑구

경기도 안양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대법원 춘천지방법원

경기도 의왕시 

길동초외 2교(천동초,한산초) 관급자재(탄성포장재 외2종) 구매

서울창원초등학교 체육시설탄성호장재 외 4종 구입

상신중 운동장 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

관급자재 구입(탄성포장재)

2022년 옛시장어린이공원 노후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탄성고무칩

관급자재 구매(2022년 근린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탄성포장재

물관리과-12585_체육시설탄성포장재 구매

체육시설탄성포장재-섬들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관급자재 조달구매[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탄성포장재 외 2-(북한산 홍은한마당 재정비외 2개사업)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구매[송파구(하남시)하천유지용수 공급개선(관로) 공사]

관급자재 조달구매(2022년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탄성포장재

관급자재 구매-탄성포장재(도림천 농구장 바닥면 탄성포장재 설치 공사)

관급자재(체육시설탄성포장재)구매[2022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물관리과-22908_탄성포장재(사당천 단면확장 하수암거 신설공사)

관급자재 변경 구입(산본고가교 보수보강공사)

노형동 36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

일도2동 82-8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바닥재)

이도2동 429-7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바닥재)

연동1519-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도막방수재)

남부시장 노외공영주차장 옥상 방수 공사

봉수대 폭포 도막방수재 구매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증축공사(건축)

아라일동 6093-4번지 주차전용 공작물 설치공사 

관급자재(미끄럼방지포장 외) 구매(서울공고외 1교 포장개선 및 기타공사)

도막방수재 관급자재 구매(등촌2-1 공영주차장):주차22864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옥상 도막형 바닥재 보수공사 관급자재(도막방수재)

서울대 평창캠퍼스 연구동(103동) 옥상 방수자재 구매

옥상방수공사(관급자재)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층 방수자재 구매



FLAGSTONE EUROPEAN

KINGSTONE

KEYSTONE TILE

KEYSTONE

DOBLE BRICK HERRING BONE HEXTILE

       BRICK

SQUARE TILE

       HEAD CIRCLE (대,소)

HEXFLOWER SQUARE

*일부 패턴은 주문생산만 가능.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 상태의 CEMENT, 골재(합금강, 금강사 

또는 규사), 혼화제에 내알카리성 안료 등을 함께 혼합하여 

제조해서 건설 현장에서 CONCRETE 또는 MORTAR에 직접 

재료를 뿌려서 시공함으로써 주차장, 광장, 공원 등 바닥 표면을 

강화시켜 내마모성을 향상 시키고,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패턴 및 

예술적인 바닥의 모양을 연출 할 수 있다.

기존 콘크리트 바닥 또는 노후화된 바닥면을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전용 제품이다.

건조 상태의 white cement, 골재(규사 또는 혼합사), 특수혼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이다. 

스텐실 바닥재용으로 백시멘트, 골재(합금강 또는 규사), 폴리머 수지 및 특수 혼화제를 

첨가해 만든 발명 특허 제품이다. (발명 특허 제 10-115639) 

본 제품은 타사 제품과 달리 건식파우더 제품에 물만 사용하여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PRI MIXER TYPE으로 작업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