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께 40 50 75 100 150 200 250m/m

무 게
벽체 8.99 09.15 09.55 11.35 12.35 13.34kg/m3

지붕 9.98 10.38 10.78 12.18 13.18 14.18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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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宇信 샌드위치판넬
편리한 시공성, 우수한 보온 단열성, 탁월한 내구성의 
우신 ExpandedPoly St yr en(E.P.S) 판넬은 차원 높은 
건축자재로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립니다.

1. 뛰어난 경제성  
정확한 규격의 조립식 구조로 간단한 부자재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이동이 용이해 시공기간을 단축시키고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절감효과  
일반벽돌보다 42배 뛰어난 단열효과로 냉.난방 유지비가 대폭 절약됩니다.

3. 반영구적 수명
특수처리된 표면으로 방음,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나고 강한 자체강도는 간단한 기초구조물로도 고강도의 
견고성을 유지하여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고객의 요구에 맞는 디자인 
다양한 색상과 질감, 규격으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원하는 형태를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적용처
특수 코팅된 표면으로 전자, 섬유, 식품, 제약공장 및 냉동, 저온창고, 연구실, 사무실, 상가, 전시장등 어떠한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1. 내.외피재 :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0.45~0.6m/m
2. 내 부 소 재 : 자기 소화성 스치로폴 15~30kg/m3

3. PLANT : 폴리에틸렌, 실리콘, 고내후성, 불소코팅

@ 카다로그와 제품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문생산 

가능

소재 (素材)

1. 폭 : 1,000m/m
2. 길이 : 18,000m/m이내(운반가능거리)
3. 두께 및 무게

사양 (仕樣)

색상 (色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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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Panel

Roof Panel

WCP

WFP

WRP

W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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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HIN  SANDWICH  PANEL 
Wooshin's Expanded Poly Styrene panel is easy to install, adiabatic efficient with superior heat-proof 

capability and highly strong - quality construction material fully satisfying our customers' needs. 

1. Highly economical 
Our exact sized assembly structure, which can be installed with ease, can easily be transported. 
This allows it to shorten construction time and cost.

2. Energy efficiency
Our product is 42 times more efficient in curtailing energy than normal bricks which can
cut energy cost drastically.

3. Almost infinite durability
Our products are specially pre-coated for better noise reduction and water and moisture-proof. 
Self strength allows to maintain almost infinite durability.

4. Tailor-made to customers' need
Many colors, texture and sizes to choose from, allowing construction for all types of buildings.

5. Multiple applicability
Specially pre-coated surface can be used for such buildings for electronics, textile, food, 
pharmaceutical, refrigerator, low-temperature storage, R&D center, office, shops, exhibi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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