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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宇信 우레탄판넬
가장 우수한 단열 소재인 Polyisocyanur atef oam(PI R)을 

사용한 혁신적인 조립식 단열판넬입니다.

1. 획기적인 낮은 열전도율   
스치로폴의 1/2인 낮은 열전도율을 가진 뛰어난 단열 
효과는 콘크리트의 70배로 건물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2. 뛰어난 방수성과 견고성  
낮은 습기흡수율과 자기접착성을 가진 중간단열재로 방음,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나고 강한 자체강도는 간단한 
기초구조물로도 고강도의 견고성을 유지하여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편리한 시공성과 경제성 
확한 규격의 조립식구조와 편리한 이동성으로 설치가 
쉽고 시공기간의 단축과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하고 아름다운 외관 
우신의 다양한 색상과 규격으로 고객의 용도에 맞게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일반공장, 기계공업공장, 섬유공장
- 식품공장, 전자반도체 공장
- 일반 산업용 공장
- 일반창고, 저온창고
- 주거시설, 간이주거시설
- 공공시설, 기타시설

1. 내.외피재 :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0.5m/m
2. 내부단열재 : 난연성 경질 우레탄폼 35+_5kg/m2

@ 카다로그와 제품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문생산 

가능

소재 (素材)

1. 폭 : 1,080(1,070)mm - 조립폭 : 1,000mm
2. 길이 : 15,000mm~2,000mm이내(1,500mm를 초과하는경우에는 당사와 상의 하세요.)
3. 두께 : 50, 75, 100, 150, 200mm

사양 (仕樣)

색상 (色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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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Panel

Roof Panel

WOOSHIN  URETHANE  PANEL 
We use polyisocyanurate foam (PIR), a most heat proof material, which is innovative in heat-proof panel.

1. Low heat conductivity 
Our product has high heat proof characteristics with half of styrofoam's heat conductivity which 
can reduce 70% of concrete buildings maintenance cost.

2. Highly water-proof and durable
High moisture proof with self-adhesive quality makes our product excellent in sound-proof, 
water, moisture-proof, and excellent endurance.

3. Easy to construct and economical
Our exact sized assembly structure makes transportation of our products convenient and 
can reduce construction time and cost.

4. Beautiful outer surface
Wooshin has many colors and sizes to choose from for our clients' needs and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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