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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with c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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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SE & Co. KGaA는 1835년 창립된 180여년 전통의 친환경 종합 건축자재 회사입니다. "의식 있는 건축" 이라는 모토 아래, 설립 후 이윤
의 대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가장 친환경적이며 혁신적인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종합 건축자재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Sto
SE & Co. KGaA는 모든 생산 제품에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친환경 기업으로 외단열 시스템 내외장 페인트 복합 외장재, 건축
음향시스템, 수성바닥재 등을 전문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전세계 80여개국 3,80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uilding, DE-Stuhl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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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패시브하우스 시스템
에너지 절감 솔루션

Private residence in AT-Rosegg, Architect Dr. Gerhard Kopeinig (Dipl.-Ing.), AT-Velden

패시브하우스(Passivehaus) 에너지 성능 요

Roof:
0.15-0.25 W/(m2K)

Roof:
≤ 0.15 W/(m2K)

건의 대부분은 단열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교에 의해 단열성능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
을 수도 있습니다.

Wall:
0.20-0.30 W/(m2K)
Window:
1.2 W/(m2K)

Wall:
≤ 0.15 W/(m2K)
Window:
≤ 0.8 W/(m2K)

Sto는 지난 40 여년동안 전세계에서 5억 ㎡
이상의 외단열 시스템을 공급하고, 외단열
시스템 전문가로서 다양한 디테일 솔루션으
로 시장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StoTherm system은 가장 이상적인
외단열 시스템 입니다.

Floor slab:
0.3-0.35 W/(m2K)

Floor slab:
≤ 0.15 W/(m2K)

Olympisches Dorf 2012 Passivhaus, AT-Innsb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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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기준
불연성능 KS ISO 1182, KS F 2271
준불연성능 KS ISO 5660-1, KS F 2271
난연성능 KS ISO 5660-1, KS F 2271
매우 좋음

좋음

제한적임

외단열 시스템 성능 비교
구분

시스템

건식 외단열 시스템 (RSC)

습식 외단열 시스템 (EIFS)

(Rain Screen Cladding)

(Exterior insulation and finish system)

스토벤텍 R

스토썸 클래식

스토썸 바리오

스토썸 레졸

스토썸 미네랄

(StoVentec R)

(StoTherm Classic)

(StoTherm Vario)

(StoTherm Resol)

(StoTherm Mineral)

EPS (1종, 2종)

EPS (1종, 2종)

준불연 EPS

준불연 EPS

PF보드 (준불연)

Mineral Wool (불연)

B-s2,d0 (EN 13501-1)

B-s2,d0 (EN 13501-1)

B-s1,d0 (EN 13501-1)

A2-s1,d0 (EN 13501-1)

구성

충격 저항 성능

크랙 저항 성능

수증기 투과 성능

방음 성능

마감면 평활도

단열재

Mineral Wool (불연)

성능
A2-s1,d0 (EN 13501-1)

화재성능 평가 등급
(EN 13501-1 / KS)

*StoArmat Class plus

*Stolit(마감재)

*StoLevell Novo

*StoLevell Novo

준불연 성능 (KS)

준불연 성능

불연 성능 (KS)

불연 성능 (KS)

불연 성능 (KS)

*Stolit

KS ISO 5660-1, KS F

*StoLevell Uni

*Stolit

*StoLevell Uni

준불연 성능 (KS)

2271

준불연 성능 (KS)

준불연 성능(KS)

*StoLevell Novo

준불연 성능 (KS)

*Stolit

*Stolit

준불연 성능(KS)

준불연 성능(KS)

디자인

디자인 다양성

색상 다양성

비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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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Ventec 건식 외단열 시스템
다양한 마감재료와 곡면 디자인 구현 RSC (Rain Screen Cladding)
StoVentec 시스템은 플라스터, 글라스 모자이크, 도자기, 자연석, 유리 및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재료의 마감재를 적용한 건식 외단열 시
스템입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안전성 그리고 유연한 가공성의 StoVentec 캐리어보드는 온도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StoVentec 시스템은
StoVentec 캐리어보드를 사용하여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Townhouse in Zurlindenstraße, CH-Zurich

1

2

3

4

5 6

1

1 단열재
2 고정 철물
3 캐리어보드
4 베이스코트/메쉬
5. 마감재
6. 페인트
|9

StoVentec R
제약 없는 파사드 디자인
Ventec 시스템은 하나의 매스로 보이는 Seamless facade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플랙시블한 StoVentec 캐리어보드를 사용하여 자
유로운 3D 파사드 디자인으로 Fine, Rough, Linear, Graphic 등 다양한 텍스처와 함께 Color, Matellic, Lasura, Terrazo, Siliconcarbide를
사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부터 대형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타사와 비교 불가한 다양한 디자인을 건축주와 설
계자에 제공합니다.
Uni/PH Building, CH-Lucerne

바탕면

• 도장 재료에 따라 무광 또는 유광,
Fine, Rough 등 다양한 텍스처
• Seamless

소재 및 색상

•	Sto signature: 다양한 텍스처 개
별 디자인 가능
• Dark color (StoColor Lotusan
X-black) 가능

디자인

패널

방화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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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파사드 디자인

• StoVentec 캐리어보드

• 유럽 기준, B-s1, d0 또는 A2-s1,
d0(EN 13501-1)/ 국내 기준, 준
불연 등급 이상

바탕구조틀

프로파일

캐리어보드

Hotel Lone, HR-Rovinj

Deutsches Bergbau-Museum, DE-Bochum

Warmbad Villach, Austria

Shopping center Letmo, CZ-Brunn

Infanta Doña Elena auditorium and congress centre, ES-Águi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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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Ventec M
글라스 모자이크를 적용한 파사드 디자인
StoVentec M은 다양한 색상 및 주문 제작이 가능한 글라스 모자이크를 사용한 시스템입니다. "자유로운 곡면 구현이 가능한" StoVentec 캐
리어보드를 사용하여 3D 파사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타일은 전면에 색상이 표현되는 반면, 글라스 모자이크 타일은 후면에 코팅된 색상
에 빛이 굴절 되어 깊이 있는 색상과 아름다운 빛을 발산 합니다.

Royal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 DE-Frankfurt

바탕면

• 매끄러움, 광택
• 닫힌 포인팅

소재 및 색상

•	약 40가지 색조
1 단열재

디자인

고정

방화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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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고정 철물

조립식 시트로 배송
제조 치수 298 x 298 mm
50 x 50 mm (제조 치수 48 x 48 mm)
25 x 50 mm (제조 치수 23 x 48 mm)
25 x 25 mm (제조 치수 23 x 23 mm)

3 캐리어보드
4 베이스코트/메쉬
5. 마감재
6. 페인트

• 캐리어보드를 하부 구조에 나사로
고정 후 모자이크 시트를 강화 베이
스 코트에 부착
• 유럽 기준, B-s1, d0 또는 A2-s1,
d0(EN 13501-1)/ 국내 기준, 준
불연 등급 이상

1

2

3

4

5

6

Garage, Austin, US-Texas

House of Crafts, DE-Frankfurt

Helmholtz Gymnasium, DE-Hei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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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Therm Classic
프리미엄 외단열 시스템

Tschagguns, Austria 산장 :
극한의 기후조건에서도 변합없는 StoTherm Classic®

Sto의 외단열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
• 신축 및 리모델링

적용

• 바탕면: 콘크리트, 조적, 플라스터 등 다양한
바탕면 적용

외단열 시스템을 공급하였습니다. 약 1억 m2 이상의 StoTherm classic 외단열 시스

• 단열재 두께 최대 400mm

템이 시공되었고, 현재까지 매우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곰팡이 및 이끼에 대한 저항력 우수

Sto Therm Classic®현대건축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의 프리미엄 외단열 시스템입

• 탁월한 충격 저항 성능

니다.

• 최대 15J (기본 사양)
• 최대 60J (Armour Mesh)

특성

지난 40 여년 동안 Sto는 전세계 건설 현장에 고품질 재료와 진보된 기술이 결합된

• 기후 저항성능

Sto Therm Classic은 여러가지 면에서 최상의 외단열 시스템입니다. 오랜기간의 경

• CO2 및 습기 배출 성능

험과 연구결과로 개발된 시멘트 프리 외단열 시스템은 미네랄계 외단열 시스템 대비

• 제로에너지 및 패시브 하우스 적용

약 10배 이상의 충격저항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자파 차단(AES Mesh)
• Lotus-Effect® 페인트

제약이 없는 디자인
•	Lotus-Effect® 마감재

마감

• StoColor System의 다양한 색상
• 명도 < 15% 적용

The StoColor System으로 다양한 색상

• 다양한 마감재료

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페
시공

인트 및 텍스쳐 렌더를 사용하여 다양한

• 시멘트 프리, 별도의 배합없이 시공

질감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릭슬

• 다양한 디테일 솔루션

립, 타일, 프로파일 등 다양한 마감재료를
제공하여 외단열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디

• 단열재 준불연 EPS

방화
성능

(A2-s1, d0)
• 마감재 : Stolit (준불연)

인증

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베이스코트 : StoArmat Classic S1

1 2

3

4

5

6

• European Technical Approvals

1 접착재 : Sto Baukleber

• ETA-03/0027

2 단열재 : EPS / Thermoset EPS (준불연)

• ETA-12/0030

3 화스너(다월)

• Test Report 902 6060 000-1
(Ball impact resistance)

4 베이스 코트 / 메쉬
Sto-Armat Classic S1 (A2-s1,d0) / Sto Glass
Fibre Mesh
5 마감재 : Sto facade render / Stolit (준불연)
6 페인트 : Sto facade P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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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Therm Vario
다양한 마감디자인의 최적화된 외단열 시스템

Hamburg Klein Borstel, DE-Hamburg

적용

• 신축 및 리모델링

StoTherm Vario는 EPS단열재와 미네랄계 마감재 구성의 외단열 시스템입니다. 또

• 바탕면: 콘크리트, 조적, 플라스터 등 여

한 디자인 제약이 없으며 경제적인 외단열 시스템입니다.

러 종류의 바탕면에 시공
• 단열재 두께 최대 400mm

탁월한 조합
StoTherm Vario는 유기질 단열재와 미네랄 베이스 코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마

•	곰팡이, 이끼류에 대한 저항력 우수
• 크랙저항성능

감재가 결합된 외단열 시스템입니다.

• 충격저항성능

특성

• 우수한 단열성능

외단열 시스템 부착방법으로 순수 접착재 사용 부착방법과, 평활도가 떨어지는 바탕

• 내수성

면에 사용하는 다월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 CO2 및 습기 배출 성능
• 전자파 차단(AES Mesh적용)

탁월한 발수성능의 StoColor Lotusan이 마감재료로 사용 됩니다.

•	Lotus-Effect 페인트 적용
®

• Lotus-Effect® 마감재

마감

시공

• Stocolor system의 다양한 색상
•	명도 ≥ 20% (렌더 시스템)
• 다양한 디테일 솔루션
• 단열재 : 준불연 EPS
• 베이스코트 : StoLevell Novo (불연)

방화성능

• 마감재 : Stolit (준불연)

• ETA-03/0037
• ETA-06/0045

인증

• ETA-05/0130

1

2

3 4

5

6

1 접착재 : Sto-Baukleber
2 단열재 : EPS / Thermoset EPS
3 화스너, 다월
4 베이스 코트 / 메쉬
StoLevell Uni(준불연) / Sto Glass fibre mesh
StoLevell Novo(불연) / Sto Glass fibre mesh
5 마감재 : Sto facade render
6 페인트 : Sto facade p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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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Therm Resol
낮은 열전도율, 준불연성능의 외단열 시스템

Mehrfamilienhaus Passivhaus, DE-Hamburg

• 신축 및 리모델링

적용

• 바탕면: 콘크리트, 조적, 플라스터 등 여
러 종류의 바탕면에 시공

외단열시스템 두께 감소

•	곰팡이, 이끼류에 대한 저항력 우수

StoTherm Resol은 PF보드의 낮은 열전도율으로 외단열시스템의 두께를 EPS또는

• 크랙 저항성능

MW을 적용한 외단열시스템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패

• 충격 저항성능

시브하우스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EPS의 경우 250mm의 두께가 필요한 반면,

• 우수한 단열성능

특성

StoTherm Resol은 PF보드와 미네랄계 마감재의 외단열 시스템입니다.

• 내수성

PF보드의 경우 단지 140mm의 두께로도 단열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CO2 및 습기 배출 성능
• 전자파 차단(AES Mesh적용)
•	Lotus-Effect® 페인트 적용
• Lotus-Effect® 마감재

마감

시공

• StoColor system의 다양한 색상
•	명도 ≥ 20% (렌더 시스템)
• 다양한 디테일 솔루션
• 단열재 : PF 보드 (준불연)

방화성능

인증

• 베이스코트 : StoLevell Novo (불연)
• 마감재 : Stolit (준불연)
• ETA-09/0267

1 2 3

4

5

6

1 접착재 : Sto-Baukleber / StoLevell Novo
2 단열재 : PF 보드
3 화스너, 다월
4 베이스 코트 / 메쉬
StoLevell Novo(불연)/ Sto Glass fibre mesh
5 마감재 : Sto facade render
6 페인트 : Sto facade p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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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Therm Mineral
탁월한 화재안정성의 외단열 시스템

Multifamily building, DE-Biberach

•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 바탕면: 콘크리트, 조적, 플라스터 등

적용

StoTherm Mineral은 방화성능 A2등급 ( EN13501-1 )의 믿을 수 있는 불연 외단열
시스템입니다.

여러 종류의 바탕면에 시공
• 바탕면 평활도 2 cm 이하 적용
• 곰팡이, 이끼류에 대한 저항력 우수
• 크랙 저항 성능
• 충격 저항 성능

지속적인 안전성
StoTherm Mineral은 불연 보드를 사용한 외단열 시스템입니다. 모든 구성 재료는
미네랄계 재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불연성능을 더욱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 단열성능

특성

• 발수 성능
• CO2 및 습기 배출 성능
• Lotus-Effect® 페인트 적용

• 미네랄 마감재료

마감

시공

편리한 시공 뛰어난 안정성
StoTherm Mineral은 거의 모든 바탕면에 시공이 가능하며, 접착재와 함께 다월
(화스너) 시공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Stocolor system의 다양한 색상
• 명도 ≥ 20% (렌더 시스템)

• 다양한 디테일 솔루션
• 단열재 : 미네랄울 (불연재)

방화성능

• 베이스코트 : StoLevell Novo (불연재)
• 마감재 : Stolit (준불연재)
• ETA-07/0023
• ETA-07/0027

인증

• ETA-09/0231
• ETA-13/0901
• ETA-13/0581

1 2 3

4

5

6

1 접착재 : Sto-Baukleber
2 단열재 : MW (mineral wool)
3 화스너, 다월
4 베이스코트 / 메쉬
StoLevell Uni(준불연)/ Sto glass fibre mesh
StoLevell Novo(불연) / Sto glass fibre mesh
5 마감재 : Sto facade render
6 페인트 : Sto facade p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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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Signature
유니크한 질감의 미장 마감

StoSignature는 파사드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텍스처와 창의적인 패턴이 결합된 마감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Standard

Fine

Textures

StoSignature는 시험을 거쳐 검증된 Fine, Rough,
Linear, Graphic 등의 유니크한 텍스처가 가능합
니다. 새로운 마감재 조합과 시공방식을 통해 전통
적인 마감재 질감부터 유니크한 디자인의 프리 스타
일 텍스쳐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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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

Linear

Graphic

Color

Lasura

Textures + Effects

Granulate

Impressions

페인트, 도료, 특수 코팅재료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검증된 제품들을 사용하

컬러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 모래 혼합

여 자연석, 콘크리트 또

물, 투명한 유리 조각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같은

는 빈티지한 질감과 같은

재료로 작업하면 특수 효과로 인해 눈길을 사로 잡는

색다른 디자인의 파사드

파사드 디자인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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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Standard

Stolit K 1.0

Stolit K 1.5

Stolit K 2.0

엠보싱 질감의 마감재는 14세기 이후부터 보편적이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디자인 입니다.
다양한 입자 크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파사드 디자인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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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egae mall store, KR-Gimhae

Hannam place, KR-Seoul

Commercial building, HR-Pula

detached house, DE-Dettingen/T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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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Fine
Fine의 바탕면은 인상적인 순도를 자랑하며 완벽함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숙련자의 기술과 자재의 품질을 강조합니다. 외관의 우아함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정밀하게 실행하고 모든 공정 단계에서 세심하게 작업함으로써 달성됩니다.

Fin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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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20

Fine 30

Fine 40

Paper Museum, DE-Düren

Residential complex Pradl Ost, AT-Innsbruck

Mediathek media centre, DE-Oberkirch

detached house, KR-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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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Rough
거친 결을 가진 Rough는 외관 질감과 약간의 깊이를 제공합니다. 빛의 발생률을 변경하면 빛과 그림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당 질감은 바탕면에 생동감을 주며 예술적 주제로 변모합니다.

Roug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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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 20

Rough 30

Rough 40

E-Ton Solar Tech Building, TW-Tainan City

City houses, AT-Innsbruck

Chegg.net Headquarter, AT-G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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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Linear
직선은 변화하는 빛의 입사 효과를 강화하고 윤곽을 강조합니다. Linear 구조는 전통적인 장인정신과 현대 해석 사이의 전체 스펙트럼
을 열어줍니다. 브러쉬질 또는 빗질, 덤불 또는 금속 효과로 자재를 전문적인 공정 작업을 통해 독특한 외관 연출이 가능합니다.

Linea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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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20

Linear 30

Multiplex house, DE-Munich

rehabilitation centree, IT-Bolzano

Multiplex house, KR-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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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Graphic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렌더링 바탕면은 개별 시행과 새로운 샘플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엄격한 기하학적 모양, 꽃 패턴 또는 자유로
운 형식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장, 템플릿 및 맞춤형 도구를 사용하여 필름 위에 제작할 때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습
니다.

Graphi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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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20

Graphic 30

Graphic 40

Attenberry day-care facility, DE-Frankfurt am Main

Multiplex house, DE-Mun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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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Lasura and Color
은은하게 칠되거나 굵은 색상으로 투명하게 또는 금속 광택이 나는 경우: Sto의 정교한 컬러 시스템은 색상 디자인에 관한 많은 다양
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Lasura는 페인트와 투명한 자재의 엄청난 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Lasura rough

30 |

Lasura fine

Color Metallic fine

Color Partial

Effect

Granulate
천연 모래 혼합물에서 반사 유리 칩에 이르기까지, 입상 재료는 특징을 강조하고 외관 색상, 가시적 연마 및 광택을 제공합니다. 지역
별로 참고하거나 개별적 이야기를 직접 말하도록 하는 것이 외관에 이상적입니다.

Sto-Siliconcarbide fine

Sto-Siliconcarbide rough

StoEffect Vetro

StoEffect
Terrazzo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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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Signature

Impression
렌더는 항상 다른 소재의 인상을 미묘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질감과 효과에 대한 검증된 공식을 통해 다
양한 렌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Concre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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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20

Concrete 30

Concrete 40

Wood 10

Metal 10

재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 Sto는 디자인
과 제품의 최상의 품질을 약속합니다. Sto는 설계자,
시공자와 같은 전문가와 정보 교환을 통해 마감재 및
페인트 분야에서 각 프로젝트에 적합한 새로운 마감
디자인을 건축적 발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마감에 이르
기까지 프로젝트의 전과정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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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ade paints
다양한 색상과 건강한 환경

외부 페인트는 외부디자인의 중요한 역

보호기능과 품질 테스트

할을 합니다. 색상은 건축에 생명과 감
성을 불어 넣습니다. Sto페인트는 미적

Sto 페인트는 건축물을 습기, 먼지로부

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혁신적이고

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습기배출 성능,

뛰어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성과 같은 마감재로 요구되는 성능을

경제적인 페인트에서 친환경 페인트까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Sto 연구진은 지

지 다양한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

속적인 성능 향상과 고품질 페인트의

다.

품질 보증을 약속합니다. 원재료에서
페인트 제품까지 Sto의 기술력을 바탕

렌더 마감재, 바탕면에 따라, 다양한 종

으로 고품질 친환경 페인트를 경험하실

류의 페인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 있습니다.

StoColor System에는 약 800가지 색
상이 있습니다. 300가지 컬러를 포함하
는 AC architectural 컬러는 보다 창의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위한 훌륭
한 도구입니다.

국제 친환경 자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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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olor Lotusan®
Lotus-Effect 적용 외부 페인트

장점 : 먼지의 대부분은 외부 표면에 달
The Lotus-Effect®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혁신적인 기술

StoColor Lotusan 특징
1. 경제성

기존 외부 페인트
표면의 발수성 부족으로 표면이 항상
젖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먼지 또는
오염물이 표면에 더 잘 들러붙습니다.

긴 시간동안 성능이 유지되어 경제성이 뛰
어납니다.
2. 시공성
내구성이 높고, 시공이 간편하며, 양생시 수
축이 없습니다.이것이 거의 모든 바탕면에
적합하고, 시공이 편리한 이유입니다.

Lotus-Effect® 외부 페인트/렌더
Lotus-Effect® 적용 외부페인트는
매우 미세한 표면의 텍스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지가 물과 함께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니다.

The Lotus-Effect® 적용 페인트는 습기
투과율이 높음과 동시에 우수한 표면 발
수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빗물
이 건축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
고, 건물이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3. 내곰팡이성, 내후성
곰팡이, 이끼와 같은 미생물은 오직 습한 환
경에만 서식합니다. 수분의 흡수를 제한하여
미생물의 생장을 차단합니다.
4. 디자인 다양성

매우 발수성능이 높아, 빗물은 간단
히 먼지와 함께 씻겨 내리게 됩니다.

라붙지 않고 빗물에 쉽게 씻겨 내려갑

합니다.
반면에 소위 실리콘 수지 페인트라 불리
우는 모든 제품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9개국의

백색도가 높고 여러가지 색으로 조색이 가
능하며 색상유지력이 우수합니다.

55개 제품과 비교하면 대부분 "실리콘

5. 실 적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5년 이상동안, 전세계에서 수백만의 건축
물에 적용되었습니다.

Sto는 진정한 실리콘 수지페인트를 시

페인트"들이 낮은 비율의 실리콘 수지

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표면의 오염을
기후에 대한 저항성능

방지하고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고,

특히 기후(Weathering)의 영향을

색상 유지력을 증가시킵니다.

많이 받는 건물의 구석, 모서리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
다: 습기와 쌓여있는 먼지는 곰팡이 및
이끼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
입니다.
Lotusan 외부페인트는 외부에 먼지를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습기를 적절히 통
제함으로써 건축물의 표면을 지속적으
Bauhäuser, DE, Limbach-Oberfro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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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oColor Dryonic
"Surface of the year, 2015" Fraunhofer IPA awards
Sto는 외부 페인트 분야에서 대기록을 세워 왔습니다. StoColor Dryonic은 친환경
재료 기반의 외부 페인트입니다. 안개, 비, 이슬 등, 습기로부터 건축물이 매우 빠르게
건조되도록 작용하여 살생물제나 보호필름 없이 곰팡이와 이끼의 서식을 억제함으로
써 깨끗한 외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오닉 페인트는 자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건조한 표면을 유지하는 딱정벌레에서 영감을 얻은 페인트
• 특별한 바인더 구성을 통해 개발
• 미세한 구조를 통해 극대화된 발수성

StoColor Dryonic
StoColor Dryonic G
Dryonic기술의 마감페인트는 매우
신속하게 표면을 건조시킵니다.

"Surface of the year,2015" Fraunhofer IPA awards

StoColor Dryonic
한눈에 보기

StoColor Dryonic의 건조력은 우천시에도, 안개 및 이슬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
합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그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속한 건조 (우천, 안개, 이슬)
• 이끼 및 곰팡이 저항성능
• Biocide Free
• 다양한 색상 선택,우수한 색상유지
• 긁힘 방지력 우수
• 대부분의 바탕면에 적용
• 독일 첫번째 기후 중립 외부 페인트
(climate neutral)
성 능 EN 1062-1:
• 수증기 확산성: V2 (보통)
• 수분 흡수율 : W3 (낮음)

일반 외부 페인트

StoColor Dryonic

일반 외부 페인트

StoColor Dryonic

• CO2 투과성 : class C1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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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olor Metallic
내·외부용 친환경 메탈릭 페인트

StoColor Metallic은 금속 질감 표현이 특징입니다. 반
사되는 입사 효과로 바탕면이 마치 금속 재질과 같은 광
택을 발산하면서 시선을 사로 잡습니다. 탁월한 기후 저
항, 발수 성능을 자랑하며 실내,외 모두 적용 가능한 친
환경 페인트 입니다. 특수 가공된 알루미늄 조각이 일반
페인트에서 모방 할 수 없는 시각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금속 효과 페인트의 독특한 디자인
• 높은 장식성 - 뛰어난 금속 효과
• 조색 가능
• 물로 희석 가능
• 유해 물질 무함유로 실내 사용 가능
• 폭우와 자외선에 대한 높은 저항성
• 충분한 수증기 침투성
• 시공의 용이성, DIN53778에 따른 문지름 저항성
André Malraux media library, FR-Strasbourg

StoColor Metallic 한눈에 보기
• 살생물제 미함유 (Biocide free)
• 솔벤트 함량 (2g/L) 미만

성능 EN 1062-1:
• 수증기 확산성 : V2 (보통)
• 수분 흡수율 : W3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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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olor Lotusan X-black
열반사 페인트

외단열시스템 시공으로 여름철, 시원한 실내공간을 구
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색상의 마감재와 태양
열에 의해 표면 온도가 80° C를 초과하게 되면 크랙이
나, 단열재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외선 파장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이것이 StoColor Lotusan X-black 적외선 반
사 기술의 핵심입니다.
StoColor Lotusan X-black의 특별한 성능 덕분에 바
탕면에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건축물 표면의 온도 상승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크
랙발생 및 단열재의 변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선명한 컬러로 파사드 디자인
StoColor Lotusan X-black은 컬러선택에 제한이 없습
니다. 강렬한 검은색의 파사드 또한 쉽게 실현가능합니
다. 스토컬러 로투산 X-black은 스토컬러시스템에 따른
모든 색상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외단열 시스템 StoTherm Classic® 에 적용시, 명도 10 이하의 어두운 계

Municipal utilities, DE-Metzingen

열의 색상 또한 적용 가능합니다.

StoColor
Lotusan
X-black
한눈에
StoColor
Metallic
한눈에
보기보기
• 태양에너지
살생물제 미함유
적외선
(Biocide
파장 반사
free)
• 다양한
색상 안정성
솔벤트 색상
함량 선택과
(2g/L) 미만
• 낮은 명도의 색상 적용 가능
성능 EN 1062-1:
1062-1:
• 수증기 확산성 :: V2
V2 (보통)
(보통)
• 수분 흡수율 :: W3
W3 (낮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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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enwohnanlage, DE-Mü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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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의 인테리어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을 내부 공간에서 보내게 됩니다.
건강한 내부 환경–해로운 물질, 불쾌한 냄새가 없고, 잘 정돈된 음향환경–이란
늘 조화로운 분위기에서 잘 사는것(Well being)의 한부분 입니다.

실내 벽, 천장, 바닥에 Sto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건축재료를 제안합니다. Sto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제품은 엄격한 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여
러 관련 어워드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또한 German Technical Control Board (TÜV)에서, 솔벤트 및 가소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는 것을 인증 받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자재의 Nature-Plus 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Sto는 각 프로젝트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또한 디자인에 제약이 없도록 매우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탕면 준비를 위한 적
정 제품 및 마감재, 플라스터, 또는 혁신적인 음향환경 솔루션과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등 거의 모든 경우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국제 친환경 자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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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olor Sil Premium
건강을 위한 자연주의 페인트

환경에 민감한 사용자를 위한 친환경 페인트
Sto의 친환경 페인트는 오로지 인위적인 보존제를 전혀 함유하지 않고 생산됩니다.
그 결과, 쾌적한 실내 환경이 필요한 학교, 병원, 요양원 등에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알러지 유발등 환경에 민감한 사용자를 위해
• 보존제 무함유
• 솔벤트 가소제 무함유
• Nature Plus 및 TÜV 인증
• 탁월한 백색도
• 탁월한 은폐력 class 1
• 내마찰성능 class 2
• 무광 (Dead matt)
• 조색가능(파스텔톤) StoColor System
• 내곰팡이성
• 불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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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olor Climasan
조명으로 실내 공기 정화

스토컬러 클리마산 페인트는 빛과 반응하여 공기중의
유해물질을 중화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단지 자연광 또는 실내조명과
스토컬러 클리마산 페인트가 적용된 바탕면만 있으면
됩니다. 조명 시간이 길수록, 적용면적이 넓을 수록 효
과는 더욱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늘 쾌적한 실내공기
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태양광 없이 실내조명만으로 유해물질 제거
• 매우 번잡한 공간에 특히 효과적
• 탁월한 내구성능
• 긁힘방지 성능, 은폐력 우수
• 스토컬러시스템에 따른 다양한 색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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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System Accessories
1. 지중매립부위
외단열 시스템이 시작하는 지중매립부위에 고품질의 스타트 프로파일을 시공함으로
써 지중매립부위에 외단열시스템을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열교발생도 억제할수 있

2

도록 도와줍니다.

2. 창호 하부 후레싱 (윈도우실)
창호 하부 후레싱을 시공하여 창호 하부 벽면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1

지중매립부위
Sto-Plinth Profile PH/Sto-Plinth Profile PH-A
특장점
• 열교 최소화
• 보수 용이
• 유리섬유 메쉬 접합 (10cm)
• 매입 길이 76 mm~56 mm 조정
• 베이스 코트 3 ~ 6 mm

시공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위 QR코드를 이용해 시공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창호 하부 후레싱 (윈도우실)

시공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위 QR코드를 이용해 시공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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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열교방지 화스너
외단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접착제로 고정하지만 풍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또는 리
모델링을 위해서는 화스너가 시공 되어야 합니다. 화스너 선택시, 화스너 자체가 열

3

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4

4. 창호 비드
창호비드 : 창틀과 외단열시스템 연결부위 시공
별도의 실링공사 불필요

화스너 (Dowel)

External wall insulation system
스마트폰으로

.

© Sto SE & Co. KGaA

시공 동영상

3

위 QR코드를 이용해
Rev. no.시공동영상
2015-06-01
Sto-HQ-EN

System section (vertical section): System structure with dowelling and bonding

을 보실 수 있습니다.

GEN-0010

variant 1

KEW Thermoscrew U8 Gecko

wall construction
adhesive
insulation board
Sto-Gun Foam SE
Sto-Ecotwist

외단열 시스템의 두께에 따라 다른 규격

reinforced base coat
intermediate coat if necessary

을 시공할 필요 없이,

Apply a finishing render and, if
necessary, a paint coat.

점형 열교 발생

variant 2

EJOT H1 eco 155

wall construction
adhesive
cap
dowel in accordance with technical
approval
insulation board
reinforced base coat

단열재 캡과 같이 시공하여 열교차단효

intermediate coat if necessary

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Apply a finishing render and, if
necessary, a paint coat.

단열재 캡

Note: This drawing is a general, non-binding planning suggestion which depicts the execution only schematically, but is no substitute for the required working and detail drawing as well as
the installation plans. The applicator/planner/customer is independent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suitability, completeness and dimensions of the product for the particular
construction project. Neighbouring works are described only schematically. All specifications and assumptions must be adjusted or agreed in the light of local conditions. Compliance with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contained in the Technical Data Sheets, application guidelines, and system approvals is mandatory.

4

창호 부위
Sto-Seal Bead Bravo
창호 실 비드는 창틀과 외단열 시스템의 틈으
로 우수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창
호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움직임을 흡수합
니다 스토 실비드에 삽입된 조인트 실링테이프
는 바탕면의 3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흡수하여
탁월한 우수유입 방지 비드입니다.

특장점
• 바탕면의 수축 팽창 흡수
• 창호하부 후레싱(윈도우실)과 함께 사용
• 조인트실링테이프 포함 (PU joint sealing tape)
• 별도의 코킹(실링)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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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Acoustic System
인테리어 환경에 따른 조인트 없는 시스템

Wesley Methodist Church, Singapore, SG

StoSilent 디스턴스
The suspended panel system

StoSilent 다이렉트
The easy direct system

StoSilent 디스턴스 흡음 시스템은 벽과 천장에 간격을 두고 시공하게

넓은 면적의 시공을 위한 StoSilent 다이렉트는 발포 유리 입자와, 흡

됩니다. 경량 철골, 천장틀에 팽창유리 입자로 구성된 흡음 보드를 고

음 성능이 뛰어난 미네랄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천장틀 고정

정하고, 마감재를 뿜칠 또는 미장하여 시공합니다. 탁월한 흡음 성능

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층고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의 경량 건축자재인 동시에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모양의 공간

최대 700㎡까지 조인트 없는 마감이 가능합니다.

에 적용 가능한 흡음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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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Silent 시스템은 최적의 음향을 위한 성능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마감재와 StoColor System의 800여가지
색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toSilent 컴팩트
The flexible plaster system

StoSilent 모듈러
The variable ceiling system

StoSilent 컴팩트 흡음 시스템은 조인트가 없는 디자인과 균일한 질감

StoSilent 모듈러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ET 화이바, 팽창유리

의 마감면을 구현합니다. 두가지 종류, StoSilent 컴팩트 미랄과

입자, 폴리에스테르 화이바. 이 모든 재료들은 높은 흡음율로 매우 안

StoSilent 컴팩트 실은 모두 높은 흡음율을 가지고 직선형태의 시공면

락한 음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곡면, 또는 자유로운

뿐 아니라 곡면 형태의 마감면 또한 구현이 가능하며, 공간의 높이 활

형태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용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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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건축
"의식 있는 건축" 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건축
의 공존과 조화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Sto는 업계에서 사회적, 생태적 기준을 관리
하고 적용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 시
킬 수 있는 경제(economy), 생태(ecology)
및 사회적(society) 기준의 복합적인 상호 작
용입니다. Sto 제품은 이에 기여하고 동시에
품질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웰빙(well-being)
의 기준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관
리의 일환으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모든 회
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Sto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 제품으로 에너지 절약 및
건축 보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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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Korea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1빌딩 4층 (우)06178
TEL 02 3450 1524
Email stokorea@stoap.com
www.sto.com

유통 및 판매 하오스 주식회사

HAOS Authorized Distribution Partner
경기도 성남구 수정구 달래내로 384 (우)13451
TEL 031 708 4067
Email info@haos.kr
www.sto-ha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