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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宇信 알루미늄 복합판넬
알루미늄의 최첨단 이미지와 고품격의 색상은 현대 건축물에 
부응하며 높은 기능성으로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1. 경량성, 시공성에 따른 경제성 
우신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초내구성 불소수지도료인 PVDF로 도장된 알루미늄 코일 사이에 저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를 접합시킨 샌드위치구조자재로 뛰어난 경량성과 견고성을 지녀 운반성의 용이, 하중설계절감,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높은 평활성과 가공성 
ROLL 공법으로 작업되며 CORE부의 물성이 탄성을 유지해 금속판재에서 일어나는 뒤틀림을 방지하며
커팅, 밴딩등 여러 공정의 가공작업이 용이합니다.

3. 내구, 내후 및 내식성 
불소수지코팅(PVDF) 표면처리로 부식을 방지하며 알루미늄자체로 부식의 침하방지기능이 있어 눈, 비, 
고열, 염분등 어떠한 기후에도 탁월한 저항력을 가집니다.

4. 단열성
높은 단열성의 폴리에틸렌 심재의 3중 복합구조로 열관류 저항이 높아 단열효과가 좋으며 건물유지비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뛰어납니다.

부산 APEC개최관 누리마루 대청댐 물 문화관 LG연구소

불소수지 칼라강판 (POLYVINYLIDENE FLUORIDE PAINTED STEEL SHEET) 
극심한 부식환경의 건축 내. 외장재로 사용되는 불소수지 칼라강판은 POLYVINYLIDENE
FLUORIDE 수지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어 타제품에 비하여 장기 내구성 (
내식성, 내후성 및 내화학성 ) 등이 극히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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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로그와 제품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문생산 

가능

소재 (素材)

1. 폭 : 1,020, 1,250, 1,500m/m
2. 두께 : 3mm, 4mm, 6mm
3. 길이 : 주문자요청

사양 (仕樣)

색상 (色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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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ght weight and rigid 
Wooshin aluminum composition panel uses PVDF coated aluminum coil with low-concentrated
polyethylene which makes products light and strong. Such sandwich structure also makes our
products easy to transport and reduces construction time and cost.

2. Superior flatness
Roll processing method provide elasticity of core and flatness of surface. 
It provides easy construction method, for example, cutting, clipping, bending and so on.

3. Excellent durability, corrosion and weather resistance
PVDF coating aluminum sheets protect from corrosion and excellent for all types 
of weather - snow, rain, high heat, salt, etc. 

4. Low heat conductivity
Polyethylene core sheet has high heat proof with three composite structure 
that has high resistance for heat conductivity and helps to achieve energy 
efficiency through low building maintenance and repair cost. 

구조 (構造)

시공예

WOOSHIN  ALUMINIUM  COMPOSITE  PANEL
Aluminum's state-of-the-art image and high quality color are suitable for modern buildings and improve

the value of any buildings. 

보호시트
Protective masking film

상부알루미늄
PVDF coated AL sheet

하부 알루미늄plain AL sheet

접착성분Adhesive layer

포리에스터 심재
Polyethylene core sheet

실내인테리어적용▶

▲건축외장재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