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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tails, illustrations, general technical information, and drawings contained in this brochure are only general proposals and details which 
merely describe basic functions schematically. No precise dimensions are included. The applicator/customer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suitability and 
completeness of the products used for the respective construction project. Neighbouring works are only described schematically. All specifications and information 
must be adjusted or agreed in the light of local conditions and do not constitute work, detail or installation plans.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product 
information included in the Technical Data Sheets and system descriptions/approvals must be observed.

시공디테일, 시공사진, 기술정보, 도면 등 브로셔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제안사항이며, 기본적인 기능을 

묘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치수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든 기준과 정보는 각국, 지방의 법규에 따라 조정되

어야 합니다.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TDS 및 시스템 인증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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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 of the invisible 
Room acoustics

Sogn og Fjordane, Forde, NO

|  소개4

편안한 사운드를 위한 공간

The art of the invisible



주변 인테리어와 어울리면서, 안락한 실내 음향 

설계가 가능한 재료가 있을까?

현대 실내 건축에서 효과적인 음향 환경에 대한 

솔루션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음향 설계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사용자에 의해 실내가 어떻게 보이고, 얼마나 

청각적으로 안락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Sto는 이 문제에 대해 25년 이상 - 늘 같은 목표를 

향해 - 음향적으로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해왔습니다.

소개  | 5



Design has never been as free
StoSilent acoustic solutions

Requirements on reverberation time, sound distribution, or speech intelligibility change depending 

on how a room is used. Whereas cushioned silence is valued in offices or lobbies, in a concert hall 

every sound, no matter how soft, must be heard Acoustics ar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the 

composition of floors, walls and ceilings, the ambient interior climate, the type of furniture, and the 

number of people. Our many years of research, experience gained from many successful projects of 

almost all types, and our cooperation with leading architects, tradesmen, and acoustics experts have 

resulted in systems that take these factors into account and optimise the acoustics of any room.

Augsburger Aktienbank AG joint stock bank, DE-Augsburg Sto Logistics Centre, DE-Stühlingen

소리의 전달, 음성 명료도, 잔향 시간은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사무 공간이나 로비 같은 경우,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고, 콘서트 홀 같은 경우 소리가 

구석까지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종류 및 배치, 벽체, 바닥, 천장 마감재의 재질, 상

주 인원의 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

다. Sto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가, 음향 설계 전문가 그리고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오

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거의 모든 타입의 공간에 음향 환경의 최적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  다양한 음향 솔루션6

Sto 음향 솔루션

디자인의 가치



Max Planck Institute, DE-Seewiesen

Discover StoSilent references at www.stosilent.com
or order the "Look & Listen Book" from your Sto adviser.

Four systems for every acoustics requirement

Our four systems offer more than just the technical conditions for 
the best sound properties in rooms. The interaction of StoSilent 
with highly varied finishes and the 800 colours of the StoColor 
System also provide you with the freedom of design that you 
would like for your work.

StoSilent Distance
Suspended acoustic panel system

StoSilent Direct
An acoustic system that can be applied directly to a wide range 
of substrates.

StoSilent Compact
Acoustic plaster for use on curves and for low room heights

StoSilent Modular
Variable ceiling and wall elements

Municipal pool, DE-Viersen

www

4 종류의 StoSilent 시스템은 최적의 음향을 위한 성능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마감

재와 StoColor System의 800여가지 색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환경에 따른 조인트 없는 시스템

StoSilent에 관한 더 많은 자료는 www.stosilent.com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음향 솔루션  | 7

StoSilent 다이렉트

- 직접 고정형 벽 및 천장 흡음재

StoSilent 컴팩트

- 뿜칠형 흡음 천장재

StoSilent 모듈러

- 천장 및 벽 거치형 흡음 시스템

StoSilent 디스턴스

- 벽 및 천장틀 고정 흡음재



Augsburger Aktienbank AG joint stock bank, DE-Augsburg

|  StoSilent 디스턴스8



Schematic diagram of StoSilent Distance

조인트가 없는(Seamless) 마감면, 심플한 디자

인 등은 현대 건축의 키워드입니다. StoSilent 

디스턴스는 벽과 천장에 시공되어 일체화된 디

자인을 구현함과 동시에 탁월한 흡음 효과를 

제공합니다. 흡음 효과와 더불어 공간의 컨셉에 

맞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toSilent 디스턴스  | 9

The suspended
panel system

StoSilent 디스턴스

StoSilent 디스턴스의 개략도



Seamless acoustics
StoSilent Distance

The StoSilent Distance system can be installed as a suspended ceiling or as a wall covering with a 

cavity. The sub-construction is made of metal profiles and the acoustic panel consists of expanded 

glass granulate. The advantages of this material: it is light, absorbs sound, and can be adjusted to 

any shape of room to form a homogeneous, seamless surface.

Museum MAXXI, IT-Rome

Benefits

§§ Seamless installation possible up to 200 m²

§§ Also suitable for curved surfaces and vaults

§§ Depending on the system variant, also suitable for damp rooms

§§ Conceals the mains utilities

§§ Perfusion safe

Surface design

§§ StoSilent Top Basic: intermediate coat and finish with a fine surface

§§ StoSilent Top Finish: finish with a fine surface

§§ StoSilent Decor M: spray plaster with a textured surface

§§ StoSilent Decor MF: optional porous finish

You can read more about the possible surfaces and colours on page 30.

시스템 장점

■ 최대 200㎡까지 별도의 조인트 없이 시공
■ 곡선, 곡면의 마감면 시공
■ 수영장, 사우나 등 다습한 공간에 시공
■ 천장 상부 공간에 기구, 설비 설치 

디자인

■ StoSilent 탑 베이직/탑 피니시
■ StoSilent 데코 M

더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StoSilent 디스턴스 흡음 시스템은 벽과 천장에 간격을 두고 시공하게 됩니다. 경량 철골, 천장

틀에 팽창유리 입자로 구성된 흡음 보드를 고정하고, 마감재를 뿜칠 또는 미장하여 시공합니

다. 탁월한 흡음 성능의 경량 건축자재인 동시에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모양의 공간에 

적용 가능한 흡음 시스템입니다.

|  StoSilent 디스턴스10

StoSilent 디스턴스

조인트 없는 디자인



System variants

StoSilent Distance 
Standard system with a wide spectrum of applications. Depending on the acoustic panel and 
the suspension height, there are different sound absorption values, from αw = 0.45 for a board
thickness of 15 mm to αw = 0.60 for a board thickness of 25 mm. Limited combustibility in
accordance with DIN EN 13501-1

StoSilent Distance A2
The level up from StoSilent Distance. Reaches sound absorption values up to a maximum of 
αw = 0.80. Non-combustible in accordance with DIN EN 13501-1

StoSilent Distance Flex
Flexible ceiling system. Flexible with a minimum radius of 5 metres, sound absorption values 
up to αw = 0.60. Limited combustibility in accordance with DIN EN 13501-1

시스템 종류

StoSilent 디스턴스 

광범위한 시공이 가능한 기본 시스템. 음향 패널과 고정 높이에 따라 흡

음값이 αw = 0.45인 음향 패널 두께 15mm부터 흡음값이 αw = 0.60인 

음향 패널 두께 25mm로 다릅니다. DIN EN 13501-1에 따라 난연입니다. 

(색상 가능)

StoSilent 디스턴스 A2

StoSilent Distance의 업그레이드. 최대 흡음값은 αw = 0.80이며, DIN EN 

13501-1에 따라 불연입니다. (색상 가능)

StoSilent 디스턴스 플렉스

신축성이 있는 천장 시스템. 곡륙의 최소 직경이 5m이며 흡음값은 

최대 αw = 0.60입니다.

DIN EN 13501-1에 따라 난연입니다. (색상 가능)

StoSilent 디스턴스  | 11

StoSilent 탑 베이직

StoSilent 탑 피니시

StoSilent 데코 M

StoSilent 데코 MP



Sto Logistics Centre, DE-Stühlingen

|  StoSilent 다이렉트12



Schematic diagram of StoSilent Direct

StoSilent 다이렉트 시스템은 조인트가 없는 Sto 

흡음 천장 시스템 중 하나로써 내부 고정 철물 

없이 벽 또는 천장면에 바로 접착하는 흡음 시

스템입니다. 층고가 낮은 공간에 흡음 천장 시공

시 공간을 적게 차지하므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감재료 적용으

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oSilent 다이렉트의 개략도

StoSilent 다이렉트  | 13

The easy
direct system

StoSilent 다이렉트



Impulse generator for large surfaces
StoSilent Direct

The specialist for particularly large surfaces is based on a sandwich consisting of expanded glass 

granulate and stone wool, which is excellent at absorbing sound. Since it does not require a  

sub-construction, the system only minimally reduces the room height. The corresponding finish 

means you can even design seamless surfaces of up to 700 square metres. 

Benefits

§§ Direct bonding on to walls or ceilings

§§ High sound absorption due to a porous texture and sandwich structure

§§ Wide range of possible coatings

Surface design

§§ StoSilent Top Basic: intermediate coat and finish with a fine surface

§§ StoSilent Top Finish: finish with a fine surface

§§ StoSilent Decor M: spray plaster with a textured surface

§§ StoColor Climasan: interior paint for surfaces with visible joints. Breaks down odours and
harmful substances

You can read more about the possible surfaces and colours on page 30.

Sto Logistics Centre, DE-Stühlingen

시스템 장점

■ 벽 또는 천장에 직접 시공

■ 다공질의 마감 표면과 높은 흡음 성능의 흡음 패널

■ 다양한 마감재 적용 가능

디자인

■ StoSilent 탑 베이직/탑 피니시

■ StoSilent 데코 M

■ StoColor 클리마산 : 공기정화 기능 인테리어 페인트

더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넓은 면적의 시공을 위한 StoSilent 다이렉트는 발포 유리 입자와, 흡음 성능이 뛰어난 미네랄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천장틀 고정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층고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 700㎡까지 조인트 없는 마감이 가능합니다.

|  StoSilent 다이렉트14

StoSilent 다이렉트

넓은 면적을 위한 천장 솔루션



System variants

Seamless systems

§§ StoSilent Top Basic: seamless design up to 200 m². Depending on the system thickness,
sound absorption values up to a maximum of αw = 0.75. Non-combustible in accordance
with DIN EN 13501-1

§§ StoSilent Decor M: seamless design up to 700 m². Depending on the system thickness,
sound absorption values up to a maximum of αw = 0.80. Non-combustible in accordance
with DIN EN 13501-1

Systems with visible joints

§§ Climasan-System: depending on the system thickness and coating, sound absorption
values up to a maximum of αw = 0.95. Non-combustible in accordance with DIN EN
130501-1 With Climasan effect

시스템 종류

조인트 없는 디자인

■ StoSilent 탑 베이직: 최대 200m²까지 조인트 없는 디자인 가능. 시

스템 두께에 따라 최대 αw = 0.75의 흡음값을 가집니다. DIN EN 

13501-1에 따라 불연입니다.

■ StoSilent 데코 M: 최대 700m²까지 조인트 없는 디자인 가능. 시스템 

두께에 따라 최대 αw = 0.80의 흡음값을 가집니다. DIN EN 13501-1에 

따라 불연입니다.

■ 색상 가능

조인트 디자인

■ 클리마산 시스템: 시스템 두께와 마감 도장에 따라 최대 αw = 0.95의 

흡음값을 가집니다. DIN EN 130501-1에 따라 불연이며, 클리마산 효

과를 갖고 있습니다.

■ 색상 가능

StoSilent 다이렉트  | 15

StoSilent 탑 베이직

StoSilent 탑 피니시

StoSilent 데코 M

StoColor 클리마산



Municipal pool, DE-Viersen

|  StoSilent 컴팩트16



Many structural factors do not allow suspended  

or mounted acoustic systems – for example, listed 

buildings or sacred buildings. We have developed 

special acoustic plasters for such cases:  

Our StoSilent Compact plaster systems are equally 

as easy to apply as classical plasters, but in addition, 

they positively influence room acoustics and provide 

a special textured appearance.

Schematic diagram of StoSilent Compact

다양한 이유로, 천장틀 또는 접착식 흡음 시스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

화재 지정 건축물이나, 오래된 종교 시설등이 그

렇습니다. Sto는 이러한 경우에 적합한 특별한 

흡음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StoSilent 컴팩트 플라스터 시스템은 기존의 플

라스터류처럼 시공이 간편하고, 공간의 음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흡음 천장 시스템 입니다.

StoSilent 컴팩트의 개략도

StoSilent 컴팩트  | 17

The flexible 
plaster system 

StoSilent 컴팩트



Audibly renders the architecture smarter
StoSilent Compact

StoSilent Compact enables seamless, homogeneous surfaces to be quickly realised. The two plaster 

systems, StoSilent Compact Miral and StoSilent Compact Sil, are also highly suitable absorber solutions 

for multi-dimensional, curved surfaces. This means that only a minimum amount of room height is 

lost – highly recommended for low ceiling heights.

Benefits

§§ Good room damping

§§ Extensive colour choice

§§ Coating on curves and 3D shapes possible

§§ Suitable for nearly all types of room

Surface design

§§ StoSilent Compact Miral: acoustic plaster on a cement basis

§§ StoSilent Compact Sil with StoSilent Decor MF: silicate-bound acoustic plaster and
textured finish

You can read more about the possible surfaces and colours on page 30.

Mediathek Oberkirch media centre, DE-Oberkirch

시스템 장점

■ 다습한 공간 적용

■ 폭넓은 색상 선택

■ 곡면 형상의 시공면 적용

■ 다양한 공간에 적용 

디자인

■ StoSilent 컴팩트 미랄 : 시멘트 베이스 흡음 플라스터
■ StoSilent 컴팩트 실 데코 M 마감 : 규산질계 흡음 플라스터

더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StoSilent 컴팩트 흡음 시스템은 조인트가 없는 디자인과 균일한 질감의 마감면을 구현합니다. 

두가지 종류, StoSilent 컴팩트 미랄과 StoSilent 컴팩트 실은 모두 높은 흡음율을 가지고 직선형

태의 시공면뿐 아니라 곡면 형태의 마감면 또한 구현이 가능하며, 공간의 높이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StoSilent 컴팩트18

StoSilent 컴팩트

스마트한 뿜칠형 흡음 시스템



System variants

StoSilent Compact Miral
The mineral acoustic plaster on a cement base enables rough surfaces to be produced, 
ranging from level surfaces through to domes and vaults. 

§§ Plaster application by machine

§§ Sound absorption up to αw = 0.30 (H)

§§ Non-combustible in accordance with DIN 13501-1

§§ Standard colour shade: white

§§ Fully tintable with the StoColor Silent fi nish

StoSilent Compact Sil
The silicate-bound acoustic plaster is suitable for fi nely textured surfaces, such as smooth 
surfaces and barrel vaults. 

§§ Manual plaster application

§§ Sound absorption up to αw = 0.45

§§ Limited combustibility in accordance with DIN EN 13501-1

§§ Standard colour shade: white

§§ Fully tintable with the StoSilent Decor M fi nish

시스템

StoSilent 컴팩트 미랄

무기질 흡음 플라스터로 평면 형태의 마감 뿐 만 아니라 곡면 형태의 시공 부위

에도 적용 가능한 흡음 천장재입니다.

■ 뿜칠장비를 이용한 시공

■ 흡음율 αw = 0.30 (H)

■ DIN 13501-1에 따른 A2 등급 자재

■ 기본 색상: 흰색

■ 색상 적용 가능

StoSilent 컴팩트 실

매끄러운 마감 질감을 위한 고운 입자로 구성된 규산질계 흡음 플라스터

■ 흙손 시공

■ 흡음율 αw = 0.45

■ DIN EN 13501-1에 따른 C 성능

■ 기본 색상: 흰색

■ StoSilent 데코 M 마감재 조색 가능

StoSilent 컴팩트  | 19

StoSilent 컴팩트 미랄

StoSilent 컴팩트 실



Max Planck Institute, DE-Seewiesen

|  StoSilent 모듈러20



StoSilent Modular is recommended wherever 

suspended or directly mounted systems are not 

possible, or where the acoustics need to be 

optimised when the room is already in use. This 

innovative acoustic system is so variable in form 

that it enables you to consciously set visual accents. 

Play with colours, shapes, and integrated lighting 

elements as you wish. StoSilent Modular provides 

you with all the options.

Schematic diagram of StoSilent Modular

StoSilent 모듈러는 일반적인 흡음 천장 시스템

의 설치가 어려운 곳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기

사용 중인 공간에도 별도의 제약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흡음 천장 시스템은 다양

한 모양, 색상과 조명의 배치 등을 통한 디자인으

로 실내 공간의 포인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StoSilent 모듈러의 개략도

StoSilent 모듈러  | 21

The variable 
ceiling system

StoSilent 모듈러



시스템 장점

■ 실내 공간의 잔향시간 조절
■ 음성 명료도 개선 및 소음 수준 조정
■ 고객의 요청에 따른 디자인 제작 가능
■ 다양한 색상 및 질감 선택 가능
■ 손쉬운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음

디자인

■ PET 화이바 비직조 마감
■ 폴리에스테르 화이바 비직조 마감
■ StoSilent 탑 베이직/ 탑 피니시
■ StoSilent 데코 M
■ StoSilent 데코 MF

더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StoSilent 모듈러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ET 화이바, 팽창유리 입자, 폴리에스테르 화이바.

이 모든 재료들은 높은 흡음율로 매우 안락한 음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곡면, 

또는 자유로운 형태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  StoSilent 모듈러22

StoSilent 모듈러

Schöpf residential building, AT-Mieming

모든 공간에 좋은 선택



System variants

StoSilent Modular 100
Economical solution with an aluminium frame

StoSilent Modular 200
Acoustic solution made of expanded glass granulate panels with a wide shape 
and colour spectrum

StoSilent Modular 300
System with an ultra-thin fi bre board for special design requirements

StoSilent Modular 400
Individual solution for freely designable ceiling elements

DESIGN
CONCEPT
AVAILABLE 
FROM 2016

시스템 종류

StoSilent 모듈러 100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용한 경제적인 흡음 시스템

StoSilent 모듈러 200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발포 유리 입자로 구성된 흡음 시스템

StoSilent 모듈러 300

매우 얇은 섬유질 보드로 구성된 흡음 시스템

StoSilent 모듈러 400

자유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가능한 흡음 시스템

StoSilent 모듈러  | 23

Geschäftsgebäude Xpress Business, DE-Freiburg



StoSilent의 전체 색상 범위는 www.stosilent.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텍스처와 컬러 없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충분한 표현이 가능할까요?

StoSilent 시스템은 다양한 텍스처와 컬러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을 디자인 할 때, 단순히 공간에 적합한 음향 솔루션만을 갖는 것이 아닌, 건축에서 특

히 중요한 것: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텍스쳐, 컬러24

StoSilent 시스템을 위한 마감재와 페인트

다양한 텍스처와 컬러



뿜칠 마감재로써 색상 선택의 제한이 없습니다.

StoSilent 데코 M : 질감이 있는 규산질 플라스터 

■ Nature Plus® 인증

■ StoSilent 데코 MF: 선택 사항, 조색 가능

■ 전 StoSilent 시스템 전용 페인트

■ StoColor 시스템에 따른 다양한 색상 연출 가능

    (마감의 종류에 따라 색상 제한)

미장 마감 타입 마감재. 최대 200㎡의 면적까지 조인트 없

는 마감면을 구현가능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적용이 가

능합니다.

■ StoSilent 탑 베이직 : 베이스코트 1차 마감재

■ StoSilent 탑 피니시 : 매끄러운 최종 마감재

실내 조명과 반응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실내 전용 마감 페

인트입니다. 태양광이 없더라도 실내 조명만으로도 공기

정화 작용이 가능합니다.

■ 탁월한 공기정화 작용

■ StoColor 시스템에 따른 다양한 색상 연출 가능

텍스쳐, 컬러  | 25

StoSilent 데코 StoColor 사일런트

StoSilent 탑
StoColor 클리마산

StoSilent 마감재 StoSilent 페인트



The perfect acoustics for any room 
The StoSilent acoustic systems at a glance

시시스스템템 Version Acoustic panel Surface Maximum sound
absorption

Building materials
class

Area of 
application

Forma-
bility

Ceiling Wall

StoSilent Distance

System build-up (예시)
1 금속 프로파일로 만든 하부 구조
2 흡음 음향 패널
3 자체 접착 StoSilent 프로파일 테이프
4 음 투과 중도 코팅 StoSilent Top Basic  
5 StoSilent Top Finish로 마감

StoSilent Distance StoSilent Board 300 StoSilent Top 0.45–0.60 B-s1,d0 • • • • •

StoSilent Board 310 StoSilent Decor 0.45–0.55 B-s1,d0 • • • •

StoSilent Distance A2 StoSilent Board 100 StoSilent Top 0.80 A2-s1,d0 • • •

StoSilent Board 110 StoSilent Decor 0.80 A2-s1,d0 • • •

StoSilent Board 200 StoSilent Top 0.55 A2-s1,d0 • • •

StoSilent Board 210 StoSilent Decor 0.55 A2-s1,d0 • • •

StoSilent Distance Flex StoSilent Board 310 F StoSilent Decor 0.45 B-s1,d0 • • • • •

StoSilent Direct

System build-up (예시)
1 접착제
2 조인트 코팅
3 음향 패널
4 중도 코팅
5 마감

StoSilent Direct StoSilent Board MW 100 StoSilent Top Basic 0.75 A2-s1,d0 • • • • •

StoSilent Board MW 100 StoSilent Decor 0.80 A2-s1,d0 • • • • •

StoSilent Board MW 100 StoColor Climasan 0.95 A2-s1,d0 • • • • •

StoSilent Compact

System build-up (StoSilent Compact Sil 예시)
1 하도칠
2 결합제
3-5 중도 코팅
6 마감

StoSilent Compact Sil StoSilent Decor MF 0.45 C-s1,d0 • • • • •

StoSilent Compact Miral StoSilent Miral AP 0.30 (H) A2-s1,d0 • • • • •

StoSilent Modular

System build-up (StoSilent Modular 200 예시) 
1 캐리어 보드 (Carrier board)
2 하중 지지 구조
3 멜라민 수지 발포체
4 StoSilent Top Basic로 중도칠
5 StoSilent Top Finish로 마감

StoSilent Modular 100 Nonwoven fibre Nonwoven surface

Depending on 
suspension height, 
format, material, 
and finish

B-s1,d0 • •

on 
request

StoSilent Modular 200 Expanded glass granulate StoSilent Top B-s1,d0 • •

StoSilent Modular 210 Expanded glass granulate StoSilent Decor B-s1,d0 • •

StoSilent Modular 300 Nonwoven fibre Nonwoven surface B-s1,d0 • •

StoSilent Modular 400 Individual, on-site solution, construction 
based on StoSilent Board, different coating 
systems possible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DESIG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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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StoSilent 시스템

모든 공간을 위한 완벽한 흡음 시스템

시스템 구성(예시)

1 경량 철골 천장틀

2 StoSilent 흡음 보드

3 StoSilent 프로파일 테이프

4 음향 투과 마감재

   StoSilent 탑 베이직

5 마감재 : StoSilent 탑 피니시

StoSilent 디스턴스

시스템 구성 (예시)

1 접착제

2 조인트 코팅

3 흡음 패널 (MW)

4 베이스 코트

5 마감재

시스템 구성 (예시 : StoSilent 컴팩트 실)

1 프라이머

2 접착제

3-5 베이스 코트

6 마감재

시스템 구성(예시 :StoSilent 모듈러 200)

1 StoSilent 흡음 보드

2 고정 철물

3 멜라민 수지 폼

4 StoSilent 탑 베이직

5 StoSilent 탑 피니시

제품 및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공 방법,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각 제품별 TDS 및 시스템 인증서의 내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StoSilent 다이렉트

StoSilent 컴팩트

StoSilent 모듈러



System 시시스스템템  종종류류 음음향향  패패널널 표표면면 최최대대  흡흡음음값값  자자재재  방방화화  등등급급 시시공공  부부위위 가가공공성성

천장 벽면

StoSilent Distance

System build-up (example)
1 Sub-construction made of metal profiles
2 Sound-absorbing acoustic panel
3 Self-adhesive StoSilent Profile Tape
4 Sound-permeable intermediate coat 

StoSilent Top Basic
5 Finish of StoSilent Top Finish

StoSilent 디스턴스 StoSilent 보드 300 StoSilent 탑 0.45–0.60 B-s1,d0 • • • • •

StoSilent 보드 310 StoSilent 데코 0.45–0.55 B-s1,d0 • • • •

StoSilent 디스턴스 A2 StoSilent 보드 100 StoSilent 탑 0.80 A2-s1,d0 • • •

StoSilent 보드 110 StoSilent 데코 0.80 A2-s1,d0 • • •

StoSilent 보드 200 StoSilent 탑 0.55 A2-s1,d0 • • •

StoSilent 보드 210 StoSilent 데코 0.55 A2-s1,d0 • • •

StoSilent 디스턴스 플렉스 StoSilent 보드 310 F StoSilent 데코 0.45 B-s1,d0 • • • • •

StoSilent Direct

System build-up (example)
1 Adhesive
2 Joint coating
3 Acoustic panel
4 Intermediate coat
5 Finish

StoSilent 다이렉트 StoSilent 보드 MW 100 StoSilent 탑 베이직 0.75 A2-s1,d0 • • • • • 

StoSilent 보드 MW 100 StoSilent 데코 0.80 A2-s1,d0 • • • • •

StoSilent 보드 MW 100 StoColor 클리마산 0.95 A2-s1,d0 • • • • • 

StoSilent Compact

System build-up (example StoSilent Compact Sil)
1 Prime coating
2 Bonding agent
3-5 Intermediate coat
6 Finish

StoSilent 컴팩트 실 StoSilent 데코 MF 0.45 C-s1,d0 • • • • •

StoSilent 컴팩트 미랄 StoSilent 미랄 AP 0.30 (H) A2-s1,d0 • • • • •

StoSilent Modular

System build-up (example StoSilent Modular 200) 
1 Carrier board
2 Load-bearing construction
3 Melamine resin foam
4 Intermediate coat of StoSilent Top Basic
5 Finish of StoSilent Top Finish

StoSilent 모듈러 100 부직포 섬유 부직포 표면

매다는 높이, 
형태, 재료, 마감
에 따라 다름

B-s1,d0 • •

요청에
따라

StoSilent 모듈러 200 팽창유리 입자 StoSilent 탑 B-s1,d0 • •

StoSilent 모듈러 210 팽창유리 입자 StoSilent 데코 B-s1,d0 • •

StoSilent 모듈러 300 부직포 섬유 부직포 표면 B-s1,d0 • •

StoSilent 모듈러 400 개별적, 현장 솔루션, StoSilent 보드를
기반으로 시공, 다른 코팅 시스템 가능

• • excellent • good • 제한된 범위

DESIGN
CONCEPT
AVAILABLE 
FROM 2016

Seamless이든 가변적이든, 매끄럽거나 거칠거나, 색상이 있거나 완전
한 흰색이든 StoSilent는 공간 음향에 색과 형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StoSilent에 대해서 www.stosilent.com 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시스템 개요  | 27제품 및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공 방법,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각 제품별 TDS 및 시스템 인증서의 내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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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Architect: Atelier Hitoshi Abe, Los Angeles, USA
StoSilent 디스턴스 (데코 M)

Vienn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Vienna, Austria

시공사례  | 29



|  시공사례30



Architect: Architect: Atelier Hitoshi Abe, Los Angeles, USA
StoSilent 디스턴스 (데코 M)

Kärnten Therme thermal spa, Warmbad-Villach,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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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Architect: Shenzhen 
Jiang Feng Design
StoSilent 디스턴스 
(데코 M)

Dalian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Dali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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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Architect: Aedas, 
Singapore
StoSilent 디스턴스

PT Unilever 
Indonesia Tbk, 
Jakarta,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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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Architect: Snøhetta, Oslo, Norway; Davis Brody Bond(DBB), New York, USA
StoSilent 시스템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useum, 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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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Architect: Snøhetta, Oslo, Norway; Davis Brody Bond(DBB), New York, USA
StoSilent 시스템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useum, 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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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3450 1524

Email stokorea@stoap.com

www.sto.com

유통 및 판매 하오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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