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mnisports 제품은 운동선수는 물론 어린이들이 

운동하기에도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혁신적이고 

이상적인 바닥재 입니다. 

운동선수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럽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다음의 사항들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성

제공되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내구성과 저항성을 통한 

제품 수명 연장으로 투자 

회수기간 단축

충격흡수

마찰

수직변형

수직 공 반응

회전부하 저항

EN 14904는 어떤 기준인가요?

* EN 기준은 스포츠용 바닥재 EC 마크에 의거 합니다. 

EN 14904가 왜 중요한가요?

마모성

화재반응

찍힘방지

충격방지

포름알데히드 및 펜타클로로페 방출

반사

광택

기준

기준

요구조건

요구조건

안전성

기술성



충격흡수
저항력

여가활동
소음흡수

중보행용

여가활동
건강센터
탁구

안정성
충격흡수

최고의 안정성
안전성 및 충격흡수

최적의 안전성, 안정성 및 스포츠 성능 
스포츠연맹 승인
GreenLay 설치법 적용 가능
설치 권장장소 : 학교체육관, 핸드볼, 농구, 배구
                           풋살(미니축구) 경기장 등 모든 스포츠 시설

설치 권장장소 : 
 탁구, 배드민턴, 복싱 경기장, 휘트니스센터, 건강센터 등

안정적인 보행감과 소음흡수
배드민턴 키트 제공 가능(Omnisports Speed)

설치 권장장소 : 
 복도, 탈의실, 출입구,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찢김, 마모 방지력 우수
이동하중에 대한 순환기능력 우수



유럽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다음의 사항들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성

제공되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내구성과 저항성을 통한 

제품 수명 연장으로 투자 

회수기간 단축

충격흡수

마찰

수직변형

수직 공 반응

회전부하 저항

EN 14904는 어떤 기준인가요?

* EN 기준은 스포츠용 바닥재 EC 마크에 의거 합니다. 

EN 14904가 왜 중요한가요?

마모성

화재반응

찍힘방지

충격방지

포름알데히드 및 펜타클로로페 방출

반사

광택

기준

기준

요구조건

요구조건

안전성

기술성

EN 14904 TEST REPORT



스포츠 바닥재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요소는 선수들의 안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N 14904 항목 중에서 안정성 항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포츠 경기 중 옆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정성과 편안함을 주기 위한 조건

시험방법: 20kg의 낙하추를 55m 높이에서 코일스프링 (2000±250kN/m)에 

             자유낙하 시킨 뒤 결과 값을 측정

요구 결과값

 1) 수직변형: 5.0 mm 이하 (결과값이 작을수록 우수)

 2) 충격흡수: 25% 과 75% 사이값 (결과값이 클수록 우수)

선수들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부상 위험없이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

요구 결과값: 80과 110 사이값 (결과값이 작을수록 미끄러움)

시험방법: Pendulum 시험법으로 CEN (유럽표준화기구) 에서 정한 Rubber 를 사용한

             스키트(Skid) 저항 시험

EN 14904 SAFETY



우수한 에너지 반환력으로 

스포츠 수행능력 향상

핸드볼, 농구, 풋살 (미니축구) 

스포츠에서 최적의볼 바운스 보장 

슬라이딩시에 안정감 제공

운동 후 피로 감소

: 유치원부터 전문스포츠 시설까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설치 가능

스포츠시설에 적합한 제품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환경 조성

안전한 환경 조성

프탈레이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우수한 쿠션 성능으로 운동 중 넘어질 경우 부상을 방지해줍니다. 

부상이나 충격 예방: 모든 연령층의 체급, 운동 강도에 따른 충격흡수력이 우수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보행감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스크레치나 얼룩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30% 이상 절약됩니다 

GreenLay 설치법 적용 가능합니다. 

- 20% 시간절약

- 98% 접작체 절약

- 철거 용이

10년 Warranty를 제공합니다. 

구름하중이나 찍힘에 우수한 저항력을 갖습니다. 

-  TopClean XP™ 표면처리

쿠션을 포함하고 있어 소음방지 성능이 우수합니다. 

35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렬한 색상을 통해 어린이들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찰과상을 예방해줍니다. 

VOC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운동 중 폐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증한 천식-알러지 무해 인증을 통해 어린이는 물론 운동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해줍니다. 



스포츠 활동 후 

    운동선수

스포츠 활동 후 

    어린이

실내공기 

오염도

타사 바닥재

운동선수들은 실내 공기 오염에 매우 예민합니다. 

실내 체육관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장려하고 

운동 선수나 어린이들이 건강에 위험이 되는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포츠 활동 중에 선수들의 호흡계에  실내 공기 오염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상시



우수한 쿠션 성능으로 운동 중 넘어질 경우 부상을 방지해 줍니다. 

Omnisports 모든 제품은 우수한 마찰력과 미끄럼방지 성능으로 선수들의 찰과상을 예방해 줍니다. 

우수한 충격흡수력으로 선수들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해 줍니다. 

충격흡수

충족
미충족



편안함 보행감

적당한 수직변형 관절 부상 예방 근육 부상 예방

백킹(Backing)부분의  조밀하게 구성된 벌집 구조로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며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의 충격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선수들의 균형유지에 탁월하고 

발과 다리의 피로를 줄여주어 선수들의 운동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Tarkett의 Omnisports 제품은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켜 주는 기술을 통해 

선수들과 관중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소음방지

소음 방지 

및 

안정감

강렬한 색상을 

통한 운동 능력 

향상 및 

활기부여

일정한 볼 바운스

우수한 마찰력과 

미끄럼 방지로 

정확하고 안전한 

방향 전환 가능



폐기물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관리가능

폐기물 표준법 준수

 유럽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지속가능한 자재 기술

고농축 분자 구조방식으로 생산된 시트: 충격이나 마모, 찍힘에 강합니다.

 표면처리 기술로 더욱 간편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가능: 물과 화학약품 사용을 감소 시켜줍니다. 

찍힘이나 바퀴 굴림에 

우수한 저항성

유지관리 비용

30% 절감

간편한 유지관리 스크레치나 얼룩에 

우수한 저항성

우수한 찍힘 방지력

요구조건

타사 스포츠용 

PVC 바닥재

2m 너비의 롤: 웰딩봉을 포함한 부자재 사용을 30% 절약시켜주며, 불순물이 침투되는 것을 감소시켜 줍니다. 



우수한 치수 안정성(0.1%)

 
벌집구조의 백킹(Backing)

10년 보증

20년 이상 동안 
100만㎡ 이상 시공

시공시간 20% 절약

설치 후 바로 
사용 가능

우수한 회전부하 
저항

습도에 대한 
높은 저항 
(최대 10% CCM)

난방 사용 가능

양면테이프를 이용한 고정
TarkoTape 트랩도어 주변의 

접착제 사용을 이용한 접착

-1미터 간격

현장 

요구조건 충족

바탕면 손상없이 
철거 가능

편리함

간편한 

유지관리

EN 14904 조건 충족

안정성 & 

안전성

제품에 적용 가능



기본규격

롤 길이

스포츠용 바닥재

스포츠용 바닥재

롤 길이

주문 제작 가능

롤 길이

주문 제작 가능

최소물량 

최소물량 

여가활동용 바닥재



최소 주문량 
(색상별 +/- 10%)

Tarkett 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 라인/RAL/Pantone

/NCS 색상 중 선택하여 

제작 가능 

 필요에 따라 

롤 길이 제작

주문제작 가능



REFERENCE



CERTIFICATES



PU 접착제 시공법은 습기가 있는 바탕면에도 적용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Tarkett 기술 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별 기준에 따름

TARKOLAY

아크릴 접착제시공
GreenLay 시공

TARKOLAY

PU 접착제시공(방습층)

설치방법

적용 가능 제품

최대오차

아크릴 접착제 시공



1박스: 10장_

두께:

1박스: 20개 _

1통: 5kg

1박스: 10장_
1박스: 5장_

1박스: 12롤

1롤:



알칼리세제 (PH 13/14)를 20% 농도로 희석하여 혼합하여 스프레이 통에 넣고  오염부위에 

뿌린 뒤 1분간 방치하고 흰색 헝겊으로 닦아냅니다. 

알칼리세제 (PH 13/14)를 20% 농도로 희석하여 혼합하여 스프레이 통에 넣고  오염부위에 

뿌린 뒤  1분간 방치하고 흰색 헝겊으로 닦아냅니다. 

중성세제 또는 약알칼리세제(PH 7/9) 를 1%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레드패드나 화이트 브러쉬를 사용하여 중간 스피드로 청소 하거나 Rotocleaner 를 사용합니다. 

레드패드나 화이트 브러쉬를 사용하여 중간 스피드로 청소 하거나 Rotocleaner 를 사용합니다. 

알칼리세제 (PH 13)을 10%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백악질의 오염물질은 깨끗한 물로 청소해줍니다.  

바닥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혼합액을 오염부위에 5분간 방치 한 뒤 기계로 마무리 해 줍니다. 

먼지제거

먼지제거

접착제나 페인트와 같은 얼룩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마제 패드 사용은 피해야합니다.

레드패드를 사용하여 중간 스피드로 청소 합니다. 
이때, 물만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필요한 경우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청소 합니다.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는 중성세제(PH6/8)이나 약알칼리 세제(PH8/12)를 사용하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물로 닦아내 주어야 합니다.  

청소기

청소기

또는

또는
Rotocleaner를 사용 합니다. 
중성세제 (PH6/8)을 사용합니다. 

레드패드를 사용하여 중간 스피드로 청소합니다. 

대걸레로 청소 합니다. 

2. 세척

1. 먼지 제거

1. 먼지 제거

3. 얼룩제거

3. 얼룩제거

3. 얼룩제거

2. 오염도가 높은 경우

1. 오염도가 낮은 경우

2. 세척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유지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제, 기계 등)

무거운 카트나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가 지나다니는 모든 공간에 19mm로 2중 처리된 

plywood를 깔아줘야 합니다.  

전시회, 콘서트 등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바닥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실내화 착용: 흰색 실내전용 스포츠화

체육관 출입구에 매트를 설치함으로써 먼지나 오염물로 더럽혀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트 길이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마감처리를 위한 다양한 부속품

우수한 유연성으로 용이한 설치

표면처리로 손쉬운 유지관리

충격 흡수

Omnisports 바닥재와 호환가능한 

37가지의 다양한 색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