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영국 제품

떼어 붙이는 인스타레이
접착제를 바르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인스타레이 솔루션
Step 1

Step 2

아래쪽 바닥에 인스타레이를
가볍게 펼친다

보호필름을 떼어낸다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Step 3

강화마루/온돌마루

모노륨

데코타일(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바닥재를 붙인다

www.instafloor.co.uk

인스타레이는
온돌전용 뛰어난 열전도성

아시아 공급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남로 280 분당테크노파크 C동
대표전화: 1566-7047

www.instalay.co.kr

층간소음 소음 걱정없이 누리는 편안함과 안정성
공간연출 다양한 바닥재의 선택 가능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인스타레이(InstaLay )

환경을 생각하는 플로어링 솔루션
인스타그룹(InstaGroup)은 방음 기초바닥재, 카펫용 기초바닥
재, 재활용 고무 플로어링 제품을 25년간 공급해온 플로어링 솔
루션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인 다양한 종류

바닥재(Floor covering)

의 단열, 방음 제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룹의 고성능 제품 대부분은 트럭과 승용차 타이어에

인스타레이(InstaLay)

서 나온 재활용 고무 알갱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환경 친화적

콘크리트 바닥(Sub-floor)

일 뿐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혁신적인 제품으로 탁월한 쿠션감
이 발 밑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방음성이 뛰어나고 충격음 흡
수기능도 탁월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제품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솔
루션 개발에 앞장서 온 인스타그룹은 영국 정부 주도의 에

보호필름

너지 효율 향상 노력에 참여한 점을 인정받아 “Green Deal

(Protective film)

Provider”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스타그룹은 축적된
전문성과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접착막

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드리고 세상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Adhesive membrane)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Non-Woven Polypropylene)

타이어 고무 알갱이

환경 친화적

(Tire rubber crumb)

•타이어 고무 사용
•합성 고무로 접합
•전면 재활용 가능 “요람에서 요람으로”

인스타레이
(InstaLay)

인스타플로어(InstaFloor)
- 고효율•고품질의 바닥재 전문 기업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륨, 데코타일 등에 쓰이는
새롭고 환경친화적인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로서 독특한 스티커 방식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인스타플로어(InstaFloor)는 혁신적인 시스템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지

이 독창적인 시스템은 손쉽게 설치 가능하며 설치 시간을 50% 이상 줄일 수 있고

난 25년 간 고효율•고품질의 바닥재를 생산해 온 인스타그룹(InstaGroup)의 바

상당한 비용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닥재 전문 기업입니다. 인스타플로어의 제품 대부분은 타이어 재활용을 통해 얻

고품질 타이어 고무로 만든 인스타레이는 탁월한 안정성과 쿠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은 환경친화적인 고무와 목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상의 에너지 효율을 달

압력이 없어지면 이 알갱이들이 즉시 원래 형태로 복원되므로

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최고의 만족을 누림과 동시에 탄소 발자국*을

시간이 흘러도 부피가 감소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되여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접합을 위한 고강도 제품과 추후 제거를 염두에 둔 저강도 제품이 있으며,

인스타플로어의 층간소음 전용 기초바닥재 인스타레이(InstaLay)는 뛰어난 충격

가정집이나 상업적인 공간에서 탁월한 방음, 단열, 쿠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흡수와 방음 효과를 제공하며 이상적인 쿠션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도가 지극히 높은 인스타레이는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륨, 데코타일 등

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국제 품질 인증인 ISO90001을 획득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다양한 재질의 바닥재 아래에 설치하는 제품으로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선수촌에 공급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하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인스타레이(InstaLay ) 시스템의 특장점
● 국내 온돌난방에 최적의 바닥재로
열전도성이 뛰어남

인스타레이는
층간소음 해결과 함께
바닥재 선택의 폭을 넓혀
공간 연출을 자유롭게 해 드립니다

온돌난방의 최적
•
탁월한 편안함

● 항구성 있는 쿠션 바닥재로 발이
편안함
● 피로 방지 기능 및 장시간 서서
활동하는 장소에 적합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륨

손쉬운 설치와
친환경적 내구성

● 접착제와 못이 필요없는 독특한 스티커 방식
데코타일(직사각형)

● 두가지 접착제 타입 중 선택 가능(고강도/저강도)
● 바닥공사 사전 준비작업이 간단함
● 독특한 고무 알갱이 시스템이 탁월한 품질과
내구성 보장
● 천연 항균 효과, 알레르기 방지 및 부식 방지 효과

데코타일(정사각형)

층간소음 차단
(방음•방진)
효과

● 바닥 충격음 개선 효과(△Lw)
BC EN ISO 140-8:1998
- 인스타레이 3mm : 23데시벨 소음 감소
- 인스타레이 5mm : 26데시벨 소음 감소
● 바닥 충격음 차단 등급(IIC)
ASTM-E492-09
- 인스타레이 3mm : IIC55
- 인스타레이 5mm : IIC58
- 인스타레이 3mm를 3mm LVT와 사용하면
IIC63으로 성능 향상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바닥재 종류별 시공 과정
2

3

4

5

6

강화마루/온돌마루

1
보호필름의 끝부분을 살짝 접은 후
마루의 위치를 잡는다.

2

보호필름을 조금씩 떼어내면서 마루를
붙인다.

3

고무 망치로 마루 사이의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 두들기면서 보호필름을 떼어내면서
붙인다.

4

다른 한쪽의 보호필름의 끝부분도 살짝
접은 후 마루를 불인다.

5

마루의 양쪽을 맞추어 붙인다.

6

인스타레이를 좌우 확인 후 펼친다.
모노륨

보호필름을 떼어내지 않고 바닥에 모노륨의
위치를 잡는다.

2

모노륨의 윗부분을 걷어 보호필름을
떼어낸다.

3

모노륨을 천천히 위로 밀면서 붙인다.

4

모노륨의 다른 한쪽도 겉어 보호필름을
떼어낸다.

5

모노륨을 천천히 아래로 밀면서 붙인다.

6

데코타일(직사각형)

보호필름을 떼어내지 않고 테코타일의
위치를 잡은 후 끝선에 맞쳐 보호필름을
자른다.

2

자른 보호필름을 떼어낸다.

3

보호필름을 떼어 낸 자리에 데코타일을
붙인다.

4

처음에 자리 잡은 데코타일을 걷어내고
보호필름을 떼어낸 후 데코타일을 붙인다.

5

데코타일을 양쪽을 맞추어 붙인다.

6

데코타일(정사각형)

보호필름을 떼어내어 데코타일을 붙인다.

데코타일 크기만큼 보호필름을 떼어낸다.

데코타일을 중간에서부터 양쪽 바깥방향
으로 붙인다.

3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데코타일 크기만큼
보호필름을 떼어낸다.

4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데코타일을 중간에
서부터 양쪽 바깥방향으로 붙인다.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인스타레이(InstaLay ) 제품 사양

● 설치시 주의사항

with InstaLay
just peel&stick

설치 과정에서 인스타레이(InstaLay) 롤과 롤이 맞닿는 연결부가 바닥재 연결부의 길이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반드시 교차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재 타일이 맞닿는 연결부가 인스타레이(InstaLay) 연결부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화마루/온돌마루의 경우

모노륨/데코타일의 경우

걸레받이

걸레받이

강화마루/온돌마루

인스타레이 30hg

인스타레이 50hg

고강도 접착력이 있는 3mm 두께의 바닥재

고강도 접착력이 있는 5mm 두께의 바닥재

인스타레이 30lg

인스타레이 50lg

저강도 접착력이 있는 3mm 두께의 바닥재

저강도 접착력이 있는 5mm 두께의 바닥재

모노륨/데코타일

인스타레이(InstaLay)

인스타레이(InstaLay)

인스타레이(InstaLay) 30

인스타레이(InstaLay) 50

두께

3mm

5mm

배킹(backing) 유형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화합물

타이어 스레드 최소80% 이상

타이어 스레드 최소80% 이상

접착제

합성 라텍스

합성 라텍스

무게

1.3kg/m2

2.0kg/m2

밀도

443kg/m3

400kg/m3

인스타레이(InstaLay)는 벽면에 붙게 설치하고

걸레받이를 벽면과 아래쪽 바닥에 닿게 설치한 후

롤 무게

20kg

20kg

강화마루/온돌마루는 벽면과 사이를 띄워

인스타레이(InstaLay)와 모노륨/데코타일을

롤 크기

1m x 15m

1m x 10m

설치한 후 걸레받이를 그 위 표면에 닿게 한다.

걸레받이에 붙게 설치한다.

롤 면적

15m2

10m2

냄새

없음

없음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영국 InstaLay 30
바닥 충격음 등급
시험 결과

바닥 충격음레벨 시험 결과
인스타레이(InstaLay)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바닥 충격음레벨 시험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영국 InstaLay 50
바닥 충격음 등급
시험 결과
층간소음 시공기준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8])

층간소음
등급/구분
표준바닥 두께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공동주택 시공기준

벽식(210mm)				
개정 전
		

무량판(180mm)

58dB 이하		 50dB 이하

표준바닥 두께, 층간소음 중 1가지 충족

기둥식(150mm)
벽식(210mm)				

개정 후
		

무량판(180mm)
기둥식(150mm)

58dB 이하		 50dB 이하

표준바닥 두께, 층간소음 모두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