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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 Street Ice 



1. 인라인 스케이트장 규격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경기에는 스피드경기 , 피겨경기 , 하기경기의 3종류가 있다.인라이스케이트 링크
는 최소 20M*40M의 넓이가 있으면 국내공인 링크로서 인정되어 1주 80M의 스피드 경기코스와 피겨나 하
키경기가 가능하다. 국제규격은 1주 100M 이상의 스피드 경기를 할 수 있는 코스가 필요하기때문에
25M*50M의 장방형의 스피드 경기용 링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링크의 외측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데 미
끄러져서 부딪쳐도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링크플로어 건설방법 

-인라인스케이팅 링크의 포장은 (링크플로어)은 표면이 매끄럽고 ROLLER가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링크플로어 를 데라소(표면을 갈아서 윤을 낸 인조대리석)나 , 단풍나무가 많
이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콘크리트나 , 아스팔트 포장 위에 합성수지를 주제로 한 재료를 바르는 공법
이 사용된다. 이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경질(SHORE 경도93이상)의 폴리우레탄수지 , 에폭시수지 , 아크
릴 수지등이 있다. 
 폴리우레탄이나 에폭시는 규사와 같은 입상의 존재를 혼합하지 않고 매끄럽게 하지만 아크릴은 규사를  
혼합하여 비교적 거칠게 하는 경우가 많다.아크릴은 에멀젼 의 수용성의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규사를  
넣지 않으면 안정된 도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아크릴 수지 계 의 도막은 비교적 부드럽기 때문에 기층 
포장이 온도에 의하여 신축하더라도 같이 신축하여 옥외의 링크에 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표면이 규
사로 인하여 거칠기 때문에 피겨 경기용으로는 미끄러짐이 나쁘고, 스핀등 의 연기가 불가능 하므로 정
식경기에서는 스피드경기와 ,롤러하키 경기용으로만 사용되고 피겨경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스피드경기나, 롤러하키경기의 경우는 같은 조건(미끄럼 저항)하에서의 경기이고 이것을 사용함에는 문 
제가 없지만, 미끄럼이 나쁜 링크에서는 피겨 경기를 하면 선수의 기술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 
다. 폴리우레탄 수지 계나 에폭시 수지 계 링크플로어는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트랙이나 부풀어오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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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옥외의 기층포장에는 , EXPANSION JOINT가 필요없고 평탄성이 좋은 아스팔트 포장이 흔히 사용된다. 
 도막이 비교적 두터운 (5MM – 10MM정도)폴리우레탄이나 에폭시 수지등의 표층재를 도포하면 동절기에는 
 수지층의 수축에 의하여 크랙이 일어나기 쉽고 , 하절기에는 수지층의 신축하는 힘이 아스팔트 포장의  
 크랙이나 박리(아스팔트 포장체의 파괴)에 저항하는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팽창에 의한 들뜸현상이 발생 
 한다. 
  
  크랙이나 부플어오름이 발생한 링크에서는 활주할수없음으로 , 폴리우레탄 수지계나 에폭시 수지계의 
 링크 플로어는 온도변화가 적은 옥내링크에서 사용하는 일이 많다.인조재료로 옥외의 피겨링크를 만드 
 는 일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다. 옥외에서는 조명이 반사하면 링크에 반사되어서 경기용 라인등이 식별 
 이 용이치 않으므로 표면은 무광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광처리는 탑코트에서 한다. 무광처리는 쉽지 않으며 링크위에 타르조(랍석가루)를 뿌리고서 실패하는 
 경우가있다. 타르조에 의해 광택이 제거되나 표면이 극도로 미끄럽게 되기 쉽고 , ROLLER가 옆으로 미끄 
 러지기 쉽게되어버린다. ROLLER의 옆 미끄럼은 활주에 지장을 주며 피겨경기에 있어서 점프와 착지시 불 
 의의 사고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인라인 스케이트의 바퀴는 경질 폴리우레탄 수지나 고무재료로 되어 있지만 링크플로어의 재료는 이 바             
 퀴가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 
 의 표층재는 미끄러지기 용이하면서 내구성이 크코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아크릴계 라텍스가 적합하다. 
      

2. 링크플로어 건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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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비교표 

STREET - ICE 폴리 우레탄

수용성 아크릴 이액형 폴리우레탄 수지 (Shore 경도 93 이상 )

 ① 내구성 .내마모성은 높다  ① 내구성,내모성이 높다. 

 ② 표층면이 NON - SLIP 처리되어 마찰계수가 높으므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② 다목적 기능

      없다.  ③ 다양한 색상가능

 ③ 수지 자체가 무광이므로 별도의 TOP - COATING이 필요없고 빛 반사가  ④ 국산자재이므로 구입이 가능하다. 

     심하지 않다.  ⑤ 표면이 매끄럽고 빛 반사가 심하다. 

 ④ CON`C 기층면의 미세공극이나 흠집등을 고루게 메꿔 주면서 도포하기  ⑥ 신축 팽창 등 기층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접착력이 높다.  ⑦ 완전 밀폐형 도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층면 수분에 의한 여향을 많이 받고

 ⑤ 수용성이므로 어느 정도의 통기성이 있어 블리스타링 (부풀림) 현상이       표면 부풀림 현상이 일어난다. 

      거의 없다.  ⑧ 별도의 TOP - COATING으로 인한 박리현상이 일어난다. 

 ⑥ 보수가 용이 하다 ( 수지와 물을 섞어 칠해준다)  ⑨ 표층이 미끄러워 부상의 위험이 높고 표면에 약간의 물기가 있으면 경기

 ⑦ 1회 도포 두께가 0.3MM 내외 이므로 정밀한 시공성을 요한다.      하기가 어렵다. 

 ⑧ 영상 4℃ 미만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⑩ CON`C 와 우레탄간의 신축 패창율이 달라 부풀림 현상이 

     일어나고 크랙이 발생한다. 

 ⑪ 보수가 용이치 않다 (하자부위를 절개하고 무게 비중으로 이액형 수지를

     혼합하여 재 도포)

롤라 스케이트장의 표층재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우레탄 수지나 에폭시 수지 등으로 표층 마감을 해왔으나 밀폐형 우레탄의 특성인 수, 팽창

으로 인한 부풀림 현상이나 크랙발생 또는 마찰계수가 없어 표층이 미끄러워 부상의 위험성이 높았다. 그래서 현재는 수용성 아크릴 (원액 + 물

 + 규사)나 수지몰탈 (우레탄 + 규사) 등으로 대체하는 추세이고 아크릴 수지는 통기성이 있으므로 부풀림 현상이나 재료 분리현상이 적고

수지 자체가 마찰력이 있어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다. 

두     께 1 ~ 2MM 5 ~ 7 MM

 ① 프라임 코팅  ① 프라이머 도포

 ② 하부층  ② 연질층 도포

 ③ 상부층 (칼라)  ③ 고경질층 도포 

 3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지나 재질이 모두 아크릴 라텍스계이므로 원액에  ④ TOP - COATING

 적정량의 규사와 물을 섞어 고무 스퀴지로 4 ~ 6회 도포한다.  우레탄 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배합비대로 정확한 무게중량으로 

 믹싱하고 레기로 도포한다. 이때 배합비가 틀릴경우 경화가 되지  
 않는다. 각기서로 다른 경도의도막이 형성되므로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특    성

사 용 실 태

시 공 방 법

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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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임 코트 (Acrylic Resurfacer) 

 기층면의 공극이나 흠집 등을 보정하기 위한 층으로          
규사 광물질 등으로 강화된 아크릴라텍스 바인더 사용 

 마감 표층재로 기후변화와 자외선에 강한 ACRYLIC LATE로  
 색상을 나타내고 내구성을 증대시킨다. 

2. 표층 (Ice Surfacer) 

 변색되지 않고 내구성, 내마모성, 접착성이 좋은 
 NON-SLIP 아크릴계 페인트 

3. 라인마킹 (White line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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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제품의 구성 
 



1.제품의 특징 : - 내구성 내마모성이 높다 
                - 표층이 NON-SLIP처리 되어 미끄러짐 현상이 적다. 
                - 수용성 자재로서 물에 강하고 블라스터링(부플어오름)현상이 적다 
                - 빛 반사가 적어 거이 없어 이상적인 경기 가능 
                - 보수가 용이하다. 

 
2.Street-ice 구성  
     
   1) Primer  
         - 기층면의 공극이나 흠집을 보강해주고, 기층과의 접착력을 강화 시켜준다.  
    
   2) Acrylic Resurfacer  
        - 규사(Silica sand)등으로 강화된 Acrylic latex binder층으로  접착제 및 표층과의 중간층이다.  
    
   3) Street-ice  
       - 마감 표층재로 기후변화와 자외선에 강한 Acrylic latex로서 색상과 내구성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4) Line Marking  
      - 변색되지 않고 내구성, 내마모성, 접착성이 좋은 Non-Slip Acrylic Paint.  
 
3.Street-ice 색상 
               

Sharskin Gray Ice Blue Summer Red Winter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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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제품의 특성 
 



10 

 

1 – 4 . 규격 및 시공 도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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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시공 실적 
 

대전 도안 신도시 (인라인장, 배드민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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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시공 실적 
 

세종시 수질보건센터 (족구장, 농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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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시공 실적 
 

김천 종합 운동장 인라인장  

서산 하수종말 처리장 인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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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시공 실적 
 

논산시 인라인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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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시공 실적 
 

경주시 인라인스케이트장  

화천 사내 초등학교 인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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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랑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1 – 5 . 시공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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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숲 인라인 스케이트장  

 

1 – 5 . 시공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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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시공 실적 
 

경희 대학교 농구장 

대진 고등학교 농구장 

성서 이곡 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양산 물금지구 배드민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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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시공 실적 
 

남원시 인라인 스케이트장  



서산 인라인 스케이트장 

용인 신봉지구 어린이공원 옥천군 군남 초등학교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산 사직 쌍용 아파트 인라인 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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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시공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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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STREET-ICE 시방서 
 

 1. 케미칼 인 라인스케이트장 표층재 구성요건  
    
   1) 케미칼표층 구성 형태는 프라임코트(접착 및 레벨링), 하부보정층(규사+아크릴수지), 마감칼라 층(아크릴수지)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두께는 1.2~2.5MM 기준이어야 한다. 
  2) 칼라표층은 적절한 Non-Slip 처리로 미끄럽지 않고 밫 반사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으며, 아크릴 표층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기후 및 온도 차이에서 오는 수축팽창에 믺감한 pad 형식이 아닌 현장 도포 형 제품이어야 한다.  
 

5) 마감칼라 2회 코팅: 마감 표면 층재로 기후변화와 자외선에 아주 강한 Acrylic Latex를 사용하여 색상을 나타내고 내
구성을 (Street – Ice, 증대시키는 층으로 Street – Ice S/I -3 30gal과 물 5gal 정도 혼합하여 코트면의 장 방향과 평행하
게 라바스 퀴즈로 도포해 나갂다.  

2. 케미칼표층 설치 (Street-Ice, T=1.2~2.5m/m)  
 
 1) 스트리트아이스 작업을 하기 전에 표면의 먼지, 모래나 돌 등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세척제로 강한 용액과 
    물을 희석하여  브러싱하고 표면을 깨끗이 건조시키다 
 2) 물을 표면에 부어본 후 규정상 허용치를 넘는 곳은 분필로 표시한 다음 표면이 완전히 건조되면 A.Resurfacer 
     900-29와 모래를 혼합한 스퀴즈나 미장용 막대기를 사용하여 Level 작업을 한다. 
 3) 프라임코트 (Water Based Epoxy Primer,) : CON'C 층과 DecoTurf 층과의 접착력을 증대시켜주는 
     이액형 프라이머층으로  Epoxy Primer A형과 B형을 1:1의 배합비율로 섞고 전동믹서기로 잘 혼합하여 라바 
     라바스퀴즈를 이용하여 혼합물이 기층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도포한다. 
 4) 기층보정층 (Acrylic Resurfacer) : 프라임 코팅으로 기층면의 공극이나 흠집 등을 보정하기 위한  
     층이며 Acrylic Resurfacer 920-29 55gal에 물 20-40gal과 규사 270-400kg  비율로 혼합하여 라바스퀴즈로 
    일정한 상태가 될 때까지 도포해 나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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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STREET-ICE 시방서 
 

  
5)  마감칼라 층 (Street-Ice) : 마감 표면총재로 기후변화와 자외선에 아주 강한 ACRYLIC LATEX을 사용 
     하여 색상을 나타내고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층으로 Street-Ice S/I-3  30gal과 물 5gal 정도 혼합하여 코트 면의 

    장방향과 평행하게 라바스퀴즈로 도포해 나갂다. 
  

 

  

6) 위같이 희석한 혼합물은 코트 전 면적에 칠하며 작업은 한쪽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겹치는 부분에 

    혼합물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표면을 스프레이로 축축한 상태가 되도록 함으로써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첫 번째 작업과 두 번째 작업의 방향은 서로 직각되는 방향으로 한다. 건조 후 필요하면 레벨링과 균 
    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도포를 한다. 
  

  

 

  
7) 라인마킹 (Line Paint , 1회 코팅) : 라인마킹용 페인트(White Striping Paint 920-22)를 브러쉬, 롤러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코트라인 양쪽에 비닐테이프를 부착한 사이에 깨끗하고 건조된 칼라표면에 완전히 잘 섞인 페인트를 
   조심스럽게 칠하여야 한다. 비닐테이프 부착 시에는 표면에 완전히 부착되도록 하여 비닐테이프 해체시 라인선이 

   일직선을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