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크리트

건축용 
바닥 마감재

I 폴리머 수지 몰탈 I
 건식 

다양한 디자인 및 color의 조합으로 
실내외 바닥의 디자인 모티브를 
창조하는 논슬립신개념 바닥재

I 스탬프 시공 I
 습식 

시공방법이 비교적 쉬우며 
자연과 사람에게 안전하여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공법

I 미끄럼방지 시공 I
 MMA 

친환경 MMA수지로 내후성, 내구성 
및 미끄럼 방지 효과가 뛰어난  우수한 

바닥재 마감 공법

시공문의 대표번호

TEL  010-4776-1889



다년간의 시공기술과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공기단축은 물론 만족도 높은 품질과 

독창적이고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건물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현재 칼라콘크리트의 사용범위는

아파트/빌라/전원주택/종교건물/상가/빌딩 등의

주차장, 자동차통행로, 보행로, 테라스, 

카페테리아, 자전거도로, 옥상정원, 램프, 

주거지/업무용/상업용 시설의 실내 바닥 등

사용범위가 다양합니다. 

88크리트의 모든 임직원들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또한 완벽한 시공으로 보답할것을 약속드립니다.

                               88크리트 대표  이 상 훈 올림

친환경 바닥마감 시공전문 

88크리트



메탈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한 신제품 출시! 
샴페인 골드 색상으로 빛 반사에 따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신개념 폴리머수지몰탈 제품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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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블루 코발트블루 청 색

흰 색 노란색 주황색 브라운 적 색

연두색 녹 색

회 색 검정색

Color  소비자의 기호 및 사용장소에 따라 무한한 색상 연출

표준단면도 및 다양한 칼라 연출

지반 - 보도, 차도용  보도 차도일 경우 담당 직원에게 기술자료 요청.

스텐실 (건조후 제거)

마감면 (콘크리트,아스팔트등)

침투식 u.v 실러코팅 2회

지반

탑코트 2~3mm

베이스 코트 2~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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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수지 몰탈 공법  [건식]

Polym
er resin m

ortar 
m

ethod

건식 스텐실 공법

기존 마감면위에(콘크리트,아스팔트등)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연출로 
실내/외 어디든  감각적인 시공이 가능하며, 
놉슬립 제품으로 미끄럼방지 기능도 탁월합니다. 
시공후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공법이며, 부분 복원도 가능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합니다.



FLAGSTONE EUROPEAN KEYSTONE

DOBLE BRICK HERRING BONE HEXTILE

BRICK SQUARE TILE HEXFLOWER

HEAD CIRCLE (대, 소)

폴리머 수지 몰탈 패턴 
Polymer resin morta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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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수지 몰탈 시공 
Polymer resin mortar work

I  시공 전 I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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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공 전 I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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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타설시 동시에 시공이 이뤄지므로 비교적 시공법이 쉬우며 색상 및 돌무늬를 연출합니다.

스탬프(매트)공법만의 장점

스탬프 패턴

랜덤스톤 
750mmｘ250mm

애슬러 
590mmｘ590mm

유로스톤 
900mmｘ450mm

표준단면도 및 다양한 칼라 연출

Color  소비자의 기호 및 사용장소에 따라 무한한 색상 연출

황토색 회 색

지반 - 보도, 차도용  보도 차도일 경우 담당 직원에게 기술자료 요청.

U.V실러코팅 1mm

와이어매쉬 또는 철근

칼라 파우더 3~4mm

콘크리트타설 (최소 8cm 이상)
지반다짐

Stam
p Construction 

m
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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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프 (매트) 공법  [습식]



황토색

회색

Random Stone Ashler European Fan

스탬프 시공 종류 
Stemp construction type

스탬프 시공 현장 
Stemp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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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회색 검정색 연청색백 색 회 색

진적색 적갈색 황토색 노랑색 녹 색

Color  소비자의 기호 및 사용장소에 따라 무한한 색상 연출

하도용 프라이머

마감면 
(콘크리트,아스콘, 타일, 철판, 우드 등)

지반다짐

MMA수지

*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순서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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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공법  [MMA]

바닥마감재중 최상위 자제. 친환경 MMA수지로 미끄러운 곳 어디든 미끄럼 방지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구현이 가능하며 동절기(-20℃이상), 하절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내후성, 내구성 및
미끄럼 방지 효과가 뛰어난  우수한 바닥재 마감 공법입니다.

미끄럼방지 공법만의 장점

표준단면도 및 다양한 칼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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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공법 패턴 폴리머수지몰탈 패턴과 동일하며, 다양한 디자인 가능함



서울 강동구 주차장 서울 청담동

미끄럼방지 시공 사례 
Nonslip construction case

미끄럼방지 시공 방법 
Non-slip constr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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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문의 대표번호

TEL  010-4776-1889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79, 88크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