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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IROC 판넬 설명
VIROC 은 포틀랜드 시멘트와 목재 입자의 건조 혼합 및 압축된 복합 재료 입니다. VIROC 판넬은
시공과 건축 분야에서 기술적 해결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적 요구 및 디자인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VIROC 판넬은 아름답고 다재다능 하며 효율적입니다. 이는 기술적, 기능적, 지속성 필요에
보답하고 미적 감각과 현대 혁명적 디자인에 완벽한 만족을 선사 합니다.
나무의 저항력과 유연성, 시멘트의 지속성과 강력한 힘의 조화는 넓은 범위의 제품 적용을
가능케 하고 실 내외 사용 및 열에 대한 저항력, 날씨에 구애 받지 않음과 동시에 단음,
곰팡이, 높은 내구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알맞은 가격과 손쉬운
이용, 그리고 건축과 디자인에 혁명을 여는데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1.2 VIROC 판넬 제품적용
VIROC 판넬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함과 동시에 높은 기준의 내구력과 안전성, 편안함,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판넬은 시멘트와 목재로 제조됨으로써
VIROC 만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이는 넓은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VIROC 판넬이 사용 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고 그 어떠한 제품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 코팅 및 건물외관
- 벽면시공(실내, 외)
- 바닥재(실내, 외)
- 천장(실내, 외)
- 지붕구조
- 인테리어디자인
- 로스트 거푸집 외 다양한 건축용도
- 단음재
- 도시설비
VIROC 판넬은 뛰어난 화재에 대한 저항과 방음력을 가지고 있어 공공시설 및 주거 건물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또한 건물구조기능과 목재, 철근 구조의 코팅에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VIROC 판넬은 가볍고 화재에 대한 저항력과 뛰어난 방음력을 자랑함과 동시에
사용됨에 있어 비용절약도 가능합니다. VIROC 판넬은 철근 구조에는 나사, 목재 구조에는
나사, 못, 스테이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수용으로 쓰일 시에는 외향 6 면 판넬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페인트와 세라믹, 그리고 다른 코팅이 사용 될 수 있지만 항상 VIROC 이
권장하는 판넬에 맞는 것으로 사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3 VIROC 판넬 THE COMPANY
VIROC PORTUGAL – 1992 년, 목재와 시멘트의 혼합 판넬 생산에 초점을 둔 Industrias de
Madeira e Cimento S.A 가 설립되었습니다. 75%가 수출용품목이였지만 자사의 설립 이래로
VIROC 사는 포르투갈 시장에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사의 뛰어난 품질과
미적인 성격을 띄는 판넬로 인해 VIROC 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수요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VIROC PORTUGAL 은 주주, 고객, 공급자, 직원, 설립 및 지식센터와 사회에 값진 제품으로
보답함과 동시에 판넬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끊임없는 제품의 계발과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을 선보이고 이는 시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직 고객을 위한, 고객에게 맞는 기술적 매뉴얼,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기술적, 그리고 미적 감각의 판넬을 선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입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 최대의 환경효율을 가진 건축설계 솔루션을 제시함과 동시에
모든 산업 분야에 최고의 편안함을 보장하고 싶습니다.

비전:
VIROC 은 글로벌 시멘트 우드 판넬시장에 창의적인 생각과 뛰어난 성능을 가지는 효율적인
혁명적 파트너 입니다.

미션:
제품공급과 시장추세에 따른 솔루션 제공과 고객들과 파트너에게 고품질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보상하며, 기업과 사회에 맞춘 팀 구성으로 주주들과 고객,
공급자, 직원들의 만족을 보장합니다.

가치:
VIROC PORTUGAL 은 모든 주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 규범을 지킬 뿐만 아니라
속해있는 공동체와 함께 사회, 환경에 대한 공헌을 지속할 것에 전념합니다.

품질보증서:
VIROC 판넬은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나쁜 상태가 아니었을 때, 구매날짜로부터 5 년 동안의
품질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VIROC
PORTUGAL S.A 설명서에 따라 보관 및 사용이 되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VIROC
PORTUGAL 은 고객에게 물품교체 또는 환불로 배상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 VIROC 판넬 시멘트목재판넬
뛰어난 응집력 및 지속력으로 인해 20 세기 후반에서부터 널리 사용된 판넬은 건설 건축에 있어 가장
널리 쓰인 재료임과 동시에 목재섬유와 시멘트의 혼합 판넬로써 건설 설비에 있어 끊임없이 중요한
재료로써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넬의 성질 덕분에 공사가 보다 빨리 진행되고 더욱
편안한 재료임과 동시에 다기능적인 제품입니다. 끊임없는 제품은 건축업계에 새로운 방향과
마감재로써의 새로운 솔루션 또한 제시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 제품의 저항력과 편안함,
자연친화적 요소에 따르는 비용에 따라 관계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VIROC 사가 현 시장요구에 맞추어
제품을 선보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VIROC 판넬이 현대 새로운 건축에 있어 현대적 판넬임을
보여줍니다.

1.5 VIROC 판넬 장점
VIROC 제품은 건설산업에 있어서 높은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Viron 판넬을
사용함으로써 주요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콜로지컬
VIROC 판넬은 독성이 없고 공중 위생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입니다. 이 제품은 위험한 휘발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며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산화규소, 아스베스토,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오일, 휘발유/가솔린에 잘 견딥니다.

내화성
VIROC 판넬은 잘 타지 않으며 내화성입니다. 모든 테스트에
통과했으며, 매뉴얼에 증명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Class: B – s1 – d0 EN 634-1 e EN 13501-1
M1 NF P 92 501/ASTM E136-04
Class 0 BS 476: PART7

내습성
VIROC 판넬은 습도문제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물의 작용에도
모양을 유지하며 분해되지 않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동시에
투습저항력이 있는 소재 입니다.

음향성능
VIROC 판넬은 저감, 방음특성과 비교하여 증명된 뛰어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향성능을 고려한다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음감소지수는
31 에서 37d 까지의 공중음저항력이 있는 판넬의 두께에 따라 다양합니다.
흡음률은 α = 250Hz 에서 500Hz 까지의 주파수로부터 0.10 입니다.

내한성
VIROC 판넬은 가장 심한 추위와 더운 온도의 저항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환경과 기후에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아이솔레이터로써의 사용과
이런 특징 때문에 단열성능은 어느 기후에서든 뛰어납니다.

충격방지
내구성이 좋은 나무의 단단함과 시멘트의 단단함이 합쳐진 구조의
판넬은 충격에 강합니다. 두 재료의 혼합물은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압축되고 건조되어 좋은 단단함을 보장합니다.

내구성
시멘트의 성능과 질, 우수한 내구성, 그리고 나무입자 광화작용 과정은
BRE 테스트를 통해 증명 된 것과 같이 VIROC 판넬이 내구성 문제에
있어 좋은 결과를 줄 것을 보장합니다.

치수안정성
극심한 진폭사이의 최대 세로길이와 가로변화는 0.5%의 대기습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24 시간동안 침수 후 에 1.5%의 두께변형이
일어납니다.

곰팡이, 벌레, 미생물 방지성
VIROC 판넬은 시멘트 구성의 저항력으로 인해 이끼와 모든 식물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흰개미나 곰팡이, 또는 어떠한 종류의 벌레든지
생물의 활동에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 특징은 오랜 시간 동안에도
품질의 유지를 보장합니다.

용이성
VIROC 판넬은 어느 목공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판넬은 자를 수 있고 뚫을 수 있으며 사포질이 가능합니다. 다른 구성과
쉬운 적용은 근대건축의 기술요구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합리적인 가격
자사제품은 산업생산과정 과 품질과 관련하여 생산비용 고려하여 건설 및 코팅
솔루션에 관한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합니다. 이 판넬의 지속성과 불변력은
수리를 최소화하고 이 또한 합리적인 가격경쟁에 기여합니다.

2.1 VIROC GREY 제품
VIROC GREY 제품은 시멘트 고유의 색으로 제작된 판넬입니다.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이 손질되었습니다.

BRUT-BRUT:
-

자연회색의 평평하고 부드러운 양면으로 된 판넬

BRUT-SANDED:
-

한쪽 면은 평평하고 부드러운 회색이고 다른 쪽 면은 샌드처리된 판넬

SANDED-SANDED:
-

양면이 샌드처리된 판넬(나무파티클이 보임)

SANDED WITH PRIMER:
-

양면이 샌드처리 되어있는 검증된 시발체

크기
3000 x 1250mm
2600 x 1250mm

두께 BRUT-BRUT: 8, 10, 12, 16, 19, 22, 25, 28, 32mm
두께 SANDED-BRUT: 8, 10, 14, 17, 20, 23, 26, 30mm
두께 SANDED-SANDED: 8, 12, 15, 18, 21, 24, 28, 32mm
요구시 다른 치수 가능

제품사용(실외)
VIROC 판넬은 어떤 실외사용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손질과 처리 또는
표면이 가능하여 건물의 외관을 위한 사용에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연력을 대비한
잠재적인 방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판넬에 겉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물의 외관 사용 외에도 VIROC 판넬은 마루나 이중천정, 칸막이, 거푸집공사, 다양한
도시설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사용(실내)
VIROC 판넬은 다양한 실내환경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것의 뛰어난 특징은 음향성능과 습도,
불과 저항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특징들은 실내를 위한 제품사용에 있어서 옳고 혁신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줍니다. 튼튼하고 다용도인 이 제품은 다양한 손질과 코팅을 가능하게
하여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에 적합합니다.
VIROC 판넬은 주택 또는 서비스 빌딩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와 같은
실내사용에 적합합니다. 또한, 습도가 높은 실내공간과, 시설이 나쁜 공간,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도 적합합니다.
VIROC 판넬은 실내의 마루바닥과 천장, 라이닝, 벽 전열, 칸막이에 사용가능하고, 디자인과
이동식 또는 고정된 가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사용에 있어, VIROC 은 고객을 위해
최고의 기술솔루션을 추천합니다.

2.2 VIROC BLACK 제품
VIROC BLACK 은 검은 색조로 제작된 판넬입니다. 이 판넬은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이 손질되었습니다.

BRUT: 양면이 평평하고 검은 판넬
SANDED: 양면이 샌드처리가 되어 있고, 눈에 띄게 어두운 나무 재질 사용

크기
3000 x 1250mm
2600 x 1250mm

두께 BRUT: 8, 10, 12, 16, 19, 22, 25, 28, 32mm
두께 SANDED: 8, 12, 15, 18, 21, 24, 28, 32mm
요구 시 다른 치수 제작가능

제품사용(실외/실내)
VIROC BLACK 판넬은 VIROC GREY 보다 더 많은 외형을 가질 수 있으며, VIROC GREY 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넬은 외적 미와 장식적인
특징으로 선택이 될 것 입니다. 이 판넬은 벽면재, 바닥재, 천정재, 그리고 파티션벽면으로써
실내디자인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실내 및 실외에 사용될 때, 판넬의 지속성과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넬의 마지막 코팅에 대해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2.3 VIROC WHITE 제품
VIROC WHITE 는 백색시멘트를 사용해 제작된 판넬입니다. 네츄럴 소나무목재와
백색시멘트의 혼합의 결과로 크림백색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표면은 부드럽고 평평하며,
자연적인 “Brut”표면처리된 판넬만 제공합니다. 이러한 오리지널 톤으로 인해, VIROC 판넬은
건축 필요조건에 알맞은 미적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VIROC WHITE 는 VIROC
GREY 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
3000 X 1250 mm
2600 X1250 mm
두께: 10, 12, 16mm
요구시 다른 치수 제작가능

VIROC WHITE 의 제품사용
VIROC WHITE 판넬은 외벽면재, 벽면재, 천정재, 바닥재, 지붕, 실내디자인 및 거푸집과
같은 실내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실내 및 실외에 사용될 때, 판넬의 지속성과 불변성을
유지하고 본래에 원하는 외형을 보증하기 위해 판넬의 마지막 코팅에 대해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2.4 VIROC COLOUR 제품
알려진 바와 같이, VIROC 판넬은 마지막 시각적 처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감재로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실외의 시멘트 및 콘크리트 기반의 선사용된 판넬의 프리머레이어에도
페인트칠이 가능 합니다. 품질 보증을 위해 VIROC PORTUGAL 에 의해 권장된 페인트와
레이어의 수량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5 VIROC 제품 세부사항
VIROC 판넬은 건축에 있어 외 벽면재, 벽면재, 바닥재, 그리고 천정재로써의 뛰어난 역할을
다함으로써 건축업계 뿐만 아니라 가구 및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목적 및 형태의 사용과 적용이 가능하고 지속력 강한 재료와
쉽게 사용 될 수 있음을 동시에 자랑합니다.
기능적이고 미적인 VIROC 판넬의 사용이 증명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도시 건설에
있어 VIROC 판넬은 계단, 그늘 구조, 보호벽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캐비닛이나 벤치,
파티션 및 장식용 가구 등 고정가구로써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의 미적
용도 재료로써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2.6 기술적 세부사항
제품 구성요소
VIROC GREY
-

포틀랜드 시멘트 CEM Ⅱ/A-L 42,5R –

-

목재입자(소나무) – 20.7%

-

물 – 10.7%

-

그 외 무독성 물질 – 1.9%

66.7%

그외
목재입

물질

자

물

포틀랜

- 규산나트륨 - Na₂O , nSiO₂

드

- 황산알루미늄 - Al₂(SO₄)₃ , nH₂O

시멘트

VIROC BLACK
-

포틀랜드 시멘트 CEM Ⅱ/A-L 42,5R –

-

목재입자(소나무) – 20.7%

-

물 – 10.7%

-

그 외 무독성 물질 – 1.9%

그 외 검정색

62.9%

목재입 물질
자

소

물
포틀랜

- 규산나트륨 - Na₂O , nSiO₂

드

- 황산알루미늄 - Al₂(SO₄)₃ , nH₂O
-

시멘트

검정색소 – 3.8%

VIROC WHITE
-

포틀랜드 흰색 시멘트 CEM Ⅱ/A-L 52,5N
–

66.7%

-

목재입자(소나무) – 20.7%

-

물 – 10.7%

-

그 외 무독성 물질 – 1.9%
- 규산나트륨 - Na₂O , nSiO₂
- 황산알루미늄 - Al₂(SO₄)₃ , nH₂O

그외
목재입
자

물질
물

포틀랜
드 흰색
시멘트

특징
강도: 1350kg/m³

제품무게

제조제로부터 수분함수량: 9-12% (평균)

두께(mm)

크기(mm) 무게(kg/unit) 무게(kg/m²)

표면 알칼리성: pH= 11-13
열전도율: k= 0.23
휨탄성계수: 6000MPa
파괴강도 특성[MPa]:
표면으로의 평행 마찰력 5.00MPa
표면으로의 수직 마찰력 0.60MPa
구부리는 힘에 의한 마찰력 10.5MPa
표면으로의 평행 압박 15.0MPa
표면으로의 수직 압박 40.0MPa
층밀림 세기전단 강도 2.00MPa

수증기 투과성에 대한 저항력:
µ=30 EN 12986 (습한 방법)
µ=60 EN 13986 (건조 방법)

치수안정성
외부의 진폭의 세로와 가로의 변화와

불에 대한 반응

상대적 공기중의 습도: 0.5%

16mm 미만의 두께 = 0.6mm/min.

24 시간 침수 후 두께 변화: 1.5%

16mm 이상의 두께 = 0.5mm/min.
B – s1 – d0 EN 634-1 e EN 13501-1 공식
s1- SMOGRA (훈연률) ≤ 30m²/s²
TSP600s (총 연기생성) ≤ 50m²
d0- 600 초후, 백열성의 입자 방출 없음
M1 NF P 92 – 501
Class 0 BS 476:PART7

음향특징
판넬의 공기전파음 방음률:
08mm
10mm
12mm
16mm
19mm
22mm

RW
RW
RW
RW
RW
RW

= 31(-1,-3)dB
= 32(-2,-3)dB
= 33(-1,-3)dB
= 35(-2,-3)dB
= 35(-1,-2)dB
= 37(-2,-3)dB

흡음계수
α = 250Hz 에서 500Hz 까지의
주파수로부터 0.10

내성
넓이와 길이: +/-3mm
모서리의 곧음: <1.5mm
사각형: <0.2%

두께:

3.1 생산공정과정
공정과정은 소나무 목재의 사이즈를 줄여 칩(chip)으로 만드는 쉘링(shelling) 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칩들은 크기, 질 에 대해 정제 및 분류 될 것입니다.
믹서에서 물과 접착제로 정량이 만들어지고 시멘트로 혼합물을 응집 합니다. 모든 제품들은
전자 스케일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혼합물은 철로된 형태의 동일한 판넬로 넣어져 매트리스로 변형됩니다. 이 매트리스는
균일하지 않은 칩입니다. 부드럽고 고른 표면을 만들기 위해 얇은 칩들과 시멘트가
뭉쳐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제작하는데 있어 레이어의 수량에 따라 판넬의 두께가 결정이
됩니다. 쌓여진 레이어는 틀속에서 강화 오븐을 거쳐 온도와 압축을 통해 판넬에 필요한
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틀은 압축이 해체되고 판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VIROC 판넬은 pre-cut 공정을 거쳐
다시 쌓여지게 됩니다. 그 후 판넬은 건조터널을 거쳐 습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공정과정을 거치면서 제작된 판넬의 성질 및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이 후
고객의 요구에 따라 판넬은 절단이 됨으로써 최후공정을 마치게 됩니다.

건설용 재료
포틀란드 시멘트 CEM II/A-L 42,5R:
이 시멘트는 다재다능 하고 열에 강하며 뛰어난 실용성을 가짐으로써 가볍거나 무거운 선
공정 과정에서 콘크리트로써의 몇몇 분야의 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소나무 목재:
VIROC 판넬의 혼합 과정에서 사용되는 목재 칩은 자연 그대로의 야생 소나무에서
얻어집니다.

생산과정
나무

시멘트

그 외

칩 준비
저장
혼합

매트리스

압축

굳히기

건조

사각틀

품
질
관
리

페인팅

샌딩

홈가공

자르기

저장

판매

3.2 공정 품질
VIROC PORTUGAL S.A.는 고객들에게 최상품질의 제품을 선사합니다.
고객에서부터 자사의 기술과 조직적 능력에 대해 믿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사의 공동기관들은 항상 품질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책임감으로 인해 좋은 품질의 제품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2004 년 봄, VIROC 제품은 프랑스 연구소의 인정을 통해 유럽기준 EN 13986 에 의한
CE 공인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그 후로 자사의 제품은 이 연구소에 의해
인정받았습니다. VIROC 포르투갈의 엄격한 품질 심사기준 및 기준달성요소 들로 인해 이
마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 성질과 기술적 저항력은 유럽 기준들에 의해 요구
되었고 매일 자사 연구소에서의 테스트와 모든 성질 검사가 생산과정 중 거치게 됩니다.
VIROC PORTUGAL 은 계속해서 체계적인 제품과 공정과정을 최적화 하며 고객들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제공할 것 입니다.

공정 컨트롤
공정과정에서의 컨트롤:
- 목재칩의 습도
- 목재칩의 크기
- 목재칩의 두께
- 첨가물의 밀도
- 설탕 및 탄민 비율
- 혼합물 습도
- 매트리스 높이
제품 컨트롤:
- 밀도
- 휨강도
- 습도
- 침전 24 시간 후 부품도
- 판넬 표면 수직선확인
- 지속적인 부품도 확인
- 두께
- 시각적 형태

VIROC 판넬 공인인증서
BRE
BRE 연구소에서는 VIROC 판넬에 대해서 판넬에 지속적인 어떠한 노출에 의해 강도의 노화,
강도, 무게 및 단면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애초에 이 연구는 6 개월 동안 지속될
계획 이였지만 1 년간의 연구가 되었습니다.
연구의 결과로 EN 스탠다드에 필요한 값보다 월등히 뛰어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판넬의
강도와 응집력은 48 개월동안의 실험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더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더
낮은 밀도, 얇은 두께를 가짐과 동시에 증가된 입자량을 가지는 판넬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는
잠재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자연적 노출환경은 판넬의 역할에 큰 영향을 줌으로 프로젝트 팬을
선택할 때나 이를 적용할 때 항상 고려하셔야 합니다

- VIROC 판넬의 크기의 지속적인 증가
- VIROC 판넬의 치수규모 지속적인 하락

- 판넬 설치 후 최소한 몇 년동안 응집력과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ICC –평가기관
ICC 보증서는 VIROC 판넬이 다음의 항목에서 합격했음을 인정합니다.
- 화재에 대한 반응
- 음전달력
- 열전도율과 저항력
- 실외 코팅
- 구조기능

UL-UNDERWRITERS LABORATORIES
Underwriters Laboratories 는 각종 분야의 제품들을 실험하고 이에대한 기준을 세워놓은 안전검사
기관입니다. VIROC 판넬은 천정재와 바닥재 시스템에 있어 이 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GREEN BUILDING
GREEN building 프로그램은 2005 년 European Commision 에 의해 시작된 자발적 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주거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대한 효율과 에너지 재사용에 관해
장려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에 대해 강조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VIROC 사는 그린빌딩과 파트너쉽을 맺어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건물의 에너지
재생에 힘쓰고 있습니다.

3.3 제품 위생 및 안전
VIROC 판넬은 비중독성이고 유해한 물질 및 이산화규소, 석면, 포르말린 등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건강과 대기오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어떠한 발연성 물질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VIROC 판넬의 크기나 중량 때문에 제품의 운송이나 절단 시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는 몇 가지의 간단한 규율이 따라 진다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위험방지
운송:
VIROC 판넬의 크기 및 중량 때문에 취급 시에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고 골격근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적절취급방법에 따라 크기 측정이 필요하고 전문취급도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품 취급 시 다음과 같은 도구 및 순서가 필요합니다.
-라이징 훅: 라이징 훅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인력이 충분히 작은 크기의 판넬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판넬 가변의 손상을 막기 위해 훅은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넬용 카트: 판넬용 카트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인력이 충분히 많은 양의 판넬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판넬 가변의 손상을 막기 위해 카트는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공정:
VIROC 판넬의 기계가공 도중에 해롭지는 않지만 시야와 호흡에 방해가 되는 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글, 마스크, 이어 플러그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먼지분리시스템을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다루기
제품의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적절한 기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다른 공구류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항상 장갑이나 부츠 같은 개인 보호 장비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VIROC 판넬을 직접 옮기실 때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이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보관
VIROC 판넬은 평평한 밭침대에 눕혀서 보관되어야 하고
받침대는 지게차로 들어올리기 알맞은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판넬의 중심으로부터 최대 600mm 의 공간안에 고르게
위치해야 하고 가장자리에 받침대가 위치해야 합니다. 판넬의
파기를 막기위해서 판넬 사이 사이에 파레트를 놓을 시에는
아래의 파레트와 판넬이 나란히 놓여 져야 합니다. 실외
보관시에는 플라스틱 보호 필름으로 씌어져야 합니다.
운송
제품 운송은 위험물운반 규율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품의
운송시 보관은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판넬은
불투명한 커버로 씌어져야 줄이나 패키지 시스템에서 일어날수
있는 판넬의 손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판넬이 사용될때까지
옆면, 코너, 벽면 등 모든 부분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관
VIROC 판넬은 20 도 기온의 60 에서 80%의 수분 함량과
동급인 9 에서 12%의 수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판넬은 운송되기 전 최소한
48 시간동안 적절 습도 환경에 맞춰져야 합니다.
유독성
제품은 자연친화적 비유독성 제품입니다. 기계가공시 시야를
자극할수 있는 먼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처리
판넬의 잔해물은 지정, 공인된 장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사 판넬은 환경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4.1 마감공정
커팅
VIROC 판넬은 목재와 같이 다뤄 질 것입니다. 19mm 두께의 판넬에는 이동원형톱의 사용이
적절합니다. 그보다 더 두꺼운 두께의 판넬에는 위생, 안전, 표면퀄리티 등을 고려했을때
워크벤치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톱날은 목재 및 알루미늄 절단용의 사다리꼴모양의 텅스텐
인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3mm 에서 5mm 두께의 톱날의 사용이 필요하고,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판넬의 진동 또는
손상을 막기 위해 단단히 고정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주위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절단 시
발생하는 먼지를 꼭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목재나 철제 절단용 톱날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드릴링
VIROC 판넬은 고속력 간편 드릴로 드릴링이 가능합니다. 드릴링 시, 깨끗한 드릴링을 위해 다른
지지가 필요 합니다. VIROC 판넬은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시멘트 구조이기 때문에 퍼큐션 날이나
콘크리트 드릴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판넬의 앞면에서 뒷면으로의 드릴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닐 시에는 판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샌딩
VIROC 판넬은 샌딩 처리가 가능하고 이는 다른 외형을 띄게 합니다 샌딩은 조인트 부분이 고르지
않을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샌딩공정은 항상 실 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하는 먼지는
항상 제거되어야 합니다.
기계: 진동이나 벨트센딩 (스케이트 또는 밴드)
도구: 40 에서 80 의 샌드시트. 개방형식. 오픈캣
선형속도: 20 에서 28m/sec.

밀링 및 터닝
판넬의 가장자리는 bebel 형, tongue-groove, 그리고 half-lap
joints 형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밀링시에 15mm 의 손실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요구 시 다른 것으로 제작가능)
- 기계: 밀링기계; 선반
- 도구: 텅스텐 카바이드 또는 가공 하기 위하거나 구멍내기
위하거나, 둥글게 또는 반겹칩, 홈이음을 위한 빠른 철
등
- 선형속도: 25 에서 35m/sec.

4.2 마감코팅
VIROC 판넬은 수많은 종류의 장식및 보호용 코팅도 가능합니다. 코팅과 코팅마감은 항상
알칼리도(pH 11 to 13) 에 맞춰져야 하며 판넬 시멘트 중량의 70% 정도만 차지해야 합니다
코팅 하기 전, 판넬의 표면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염분 및 기름기가 없어야
합니다. VIROC 판넬과 다른 종류의 재료와의 혼합이용을 위해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재료인지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에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VIROC 은 어떠한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라이머 (페인트 및 칠)
VIROC 사의 프라이머가 제공될 것입니다. 프라이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기판의 습기,물기 제거 및 보호
- 완벽한 페인팅을 위한 추가접착
프라이머는 페인트와 니스칠의 사용 후에 겸용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니스칠
니스칠은 다양한 요구조건에 맞추는 장식용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햇빛이나 날씨에 관해
고객이 원하는 외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니스칠은 판넬의 사용공간에 따라 색소나
접착제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이는 판넬의 원색을 변형 시킬수 있으므로 제작사의 권장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넬 광택을 하기 전, 판넬의 표면은 먼지없이 깨끗한 상태와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판넬의 광택은 손쉽지만 표면의 광택상태가 고르게 펴지기 위해 항상 일정하고
지속적인 광택이 중요합니다.

페인팅
페인팅의 목적은 판넬의 장식용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에 의한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점도
있습니다. 페인팅은 항상 및 페인트칠된 표면에 사용되어 페인팅마감에서 표면에 흡수됨을
방지합니다.
외형은 표면 레이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사용되는 잉크는 실외용 페인트여야 하고 시멘트
나 콘크리트에 사용 가능한 잉크여야 합니다. 잉크는 제조사의 권장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뜻하지 않은 판넬의 훼손을 막기 위해 페인트를 하기 전에 조금만 페인팅을 해서
시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알칼린성분의 색소는 시간이 지나면 변색의 우려가 있으므로
CAL 잉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페인트칠 시 접합부분은 가려지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접합 부분도 똑같은 색으로 페인트칠을
권장합니다. 페인트칠 전 판넬의 표면은 항상 건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외단열공법
외단열공법이란 폴리스티렌으로 외벽마감된 건물을 절연처리하는 한 방법입니다. 판넬은
강화유리섬유로 커버되어 외단열공법을 보호합니다. 판넬표면은 지속적인 코팅으로 마감되어
건물보호와 지속적인 장식을 가능케 합니다.

세라믹코팅
세라믹 코팅은 항상 6 면 전체에 시발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타일은 판넬에 연마접착제로
부착되어야 하고 판넬 표면 전체에 커버 되어야 합니다. 세라믹 연결부위는 판넬의 연결부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프라이머 칠

프라이머 칠 위 니스칠

페인트 코팅
01 VIROC 판넬
02 프라이머
03 마지막 페인팅작업
04 VIROC 보드의
고무마스팅필링과
확장조인트(5mm)

외부로부터 단열시스템
01 VIROC 판넬
02 폴리스티렌 보드
03 접착제
04 유리섬유네트
05 물 기초 프라이모
06 마지막 플라스틱 코팅
07 VIROC 보드 고무마스팅필링과
확장조인트(5mm)

세라믹 코팅
01 VIROC 판넬
02 프라이머
03 단열 히드로메스 페인팅
04 유연한 접착시멘트
05 세라믹타일
06 접착제와 세라믹 조인트
07 VIROC 보드 고무마스팅필링과
확장조인트(5mm)

4.3 제품결합
판넬의 결합은 최소한 5mm 이하의 오차만 허용하며 항상 견고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온도나 공기중 습도에의해 판넬의 외형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처리
2 가지 타입의 마감처리가 있습니다.
- Joints end-to-end
- cladding joints
이 연결 방법은 사용을 안해도 됩니다. 만약, 이 연결 방법으로 연결될 시 최상의 퀄리티의
폴리우레탄인 MS 폴리머나 실리콘 변성 폴리아크릴계와 접착력 강화를 위한 시발체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채워진 연결부위는 습기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결부위의
너비는 매스틱이 계절의 변화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체의 깊이 및 너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판넬사이의 연결은 마스틱으로 붙여질 것입니다. 완벽히 붙여지기 위해 6 개의 판넬 표면에
프라이머 적용이 필요합니다. 판넬의 두께에 따라 가장 깊은 곳에는 완충재로 채워 연결될
것입니다. 채워질 물질은 보드의 변형을 견딜 수 있고 마스틱과 압축에 있어 충분히 견딜 수
있을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4.4 마감고정
네일링
네일링은 VIROC 판넬의 고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 입니다. 네일링은 오직 고정된 목재 구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출이 있거나 판넬에 이미 판넬의 치수적인 큰 변화가 있을 시에는
사용되면 안되므로 네일링을 하기 전 판넬의 사용장소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못과 같은
몇몇 종류의 못은 스테인레스나 아연도금강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름: 2 에서 3mm
길이: 판넬 두께의 3 에서 3.5 배 길이
고정기술:
- 12mm 까지는 사전 드릴링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2mm 보다 높은 두께에는 공압기의 사용이 없는 한 사전 드릴링이 필요합니다.
- 판넬에 망치의 충격을 피해야 합니다.
- 네일링 중 구조는 완전히 고정된 자세를 유지되야 합니다.

접착시스템
VIROC 판넬의 고정은 철제구조도 목재와 같이 풀칠(glueing)로도 가능 합니다. 풀칠은 기술적으로
더 빠르고 판넬과 동일성분으로 이루어 지지만 고정되기 전까지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외관이나 벽면 따위 등 판넬의 유연성이 필요될 시 사용을 권장합니다. 가구의 재료나 갑판에
판넬의 고정이 필요할 때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 방법으로 연결될 시 최상퀄리티의 폴리우레탄인 MS 폴리머나 실리콘 변성 폴리아크릴계
와 접착력 강화를위해 시발체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풀칠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판넬 전체에 지속적인 풀칠이 필요하고 60cm 끈으로 모든
방향으로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항상 제조사와 연계하여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루잉
스크루잉은 VIROC 판넬의 고정에 있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입니다. 목재나 철제 구조에
지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재료와 비슷한 성질로 인해 목재구조에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치수 변화는 공기 중 습도에 따라 달리합니다. VIROC 판넬의 치수변화계수는 1%의 공기중
습도에 관련하여 0.01%의 변화로 판넬은 0.4%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외환경이나 햇빛에 노출 시에는 나사보다 큰 지름의 펀치사용을 권장합니다.

실외용 나사는 스테인레스나 Dacrimet 이나 delta Seal 같은 특정보호용 나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약한 전류방지 나사는 오직 실내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외고정요소

실내고정요소

5.1 건물외관
건물외관으로의 적용은 가장 독특하고 뛰어난 VIROC 판넬의 특징을 보이며 벽면 코팅으로
사용됩니다.
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실외 노출에 대한 특성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됩니다. 건물외벽의
태양열에 대한 반응, 비에 대한 건조, 얼음에 대한 빙해, 방음 및 기술적 저항력 등
VIROC 판넬의 외관 사용에 많은 이점이 있고 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판넬의 저항특징들, 소리, 열 및 화재에도 적절한 반응을 통해 건물의 고정력과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상호호환적인 다양한 솔루션들과 다양한 마감재들로 인해 이미 알려진 shades, grey, black, white
등 다양한 초이스말고도 페인팅이나 세라믹 코팅으로 인한 다른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VIROC 판넬은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이는 그래피티 페인팅 등으로 손상된 판넬의 면을
뒤집는 손쉬운 방법으로 수리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VIROC 판넬의 복합성으로 인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외관에 기술적인 측면과 어떠한
특정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경험을 통해 솔루션과 디테일을 제시하고
VIROC 판넬의 내구성과 제품개선이 가능합니다
외관용 VIROC 판넬의 최소두께는 12mm 이며 필요 시에는 페인트칠이나 니스칠이 가능합니다.

5.2 벽면적용
VIROC 판넬은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그리고 벽면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VIROC 판넬은 실내의 벽면으로써의 내구력이 강조되었고 이는 즉각적인 마감재로써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특성, 열 저항력, 화재 저항력 등에 적합한 시스템과 뛰어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호텔이나 하우징 등 공기 중 음향전도가 예민한 공간에 VIROC 판넬은 가장 적합한 솔루션
입니다.
기술적 강점, 내구성 및 손쉬운 사용법은 VIROC 판넬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 건물의
인테리어에 적합하게 하였습니다
수영장이나 샤워룸, 화장실 등 습기가 만연한 공간에도 VIROC 판넬의 습도에 대한 뛰어난 반응
때문에 사용이 적합합니다.
손쉬운 사용과 소독저항력 때문에 VIROC 판넬은 벤치, 세면기, 락커, 찬장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 내외 모두 출입문에도 VIROC 판넬은 코팅 및 마감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솔루션 및 마감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VIROC 판넬은 이미 알려진 Grey, Black,
White 제품 등 많은 선택권을 제시함으로써 세라믹 코팅과 페인팅이 가능하여 마감재로써의
특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공간에 내벽 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판넬의 최소 두께는 10mm 입니다. 젖은 공간에
사용되는 내 외 용판넬 두께는 12mm 입니다. 젖은 공간에 사용될 시에는 니스칠이나 페인트칠이
필요합니다.

5.3 바닥재사용
실내 외의 바닥재와 바닥재코팅은 VIROC 판넬의 또 다른 가능사용방법입니다.
VIROC 판넬은 바닥재로써 필요점들을 갖췄습니다. 기술적 저항력, 진동 및 단음, 열 및 화재
저항력, 곰팡이, 흑개미 등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훌륭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바닥재 사용은 판넬의 특성을 돋보이게 하고 손쉬운 취급으로 인해 사용 즉시 추가적인 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습기에 대한 뛰어난 반응으로 인해 습기가 많은 공간에도 VIROC 판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기로 인한 부식이 일어난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과 주방 및 화장실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마감재가 존재하는 실내 외에도 VIROC 판넬은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 및 마감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VIROC 판넬은 이미 알려진 Grey, Black,
White 제품 등 많은 선택권을 제시함으로써 세라믹 코팅과 페인팅이 가능하여 마감재로써의
특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VIROC 판넬의 표면은 목재바닥처럼 이용되어 지지가능무게는 판넬의 두께에 의해 달리 합니다.
VIROC 사는 수하안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실내외 바닥재 사용 최소두께는 19mm 입니다. 코팅 시, 구조 및 기능기반 없이 최소 두께는
16mm 입니다. 판넬 표면에 페인팅이나 니스칠로의 마감코팅을 필요로 합니다.

5.4 천정재사용
VIROC 판넬의 기술강점, 화재 및 열에 대한반응, 습도 및 단음력으로 인해 천정재로써의 역할도
가능하고 이는 내구성과 훌륭한 미적 결과도 가져옵니다.
습도와 비에 대한 반응 때문에 VIROC 판넬의 실외 천정재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VIROC 판넬은 손쉬운 사용 및 교체가 가능합니다.
특정 드릴링의 소리에 대한 저항력은 흡음을 위한 해결방법 또한 제시합니다.
세컨데리실링(Secondary ceiling)에 사용될 시에는 실 내 외 모두의 연결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조한 실내천정에 사용되는 VIROC 판넬의 최소두께는 10mm 입니다. 습한 실내 외 천정재로
사용되는 VIROC 판넬의 최소두께는 12mm 입니다. 젖은 공간에 사용될 시에는 페인팅 및
니스칠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5.5 천정재사용
뛰어난 단열성능과 기술강점 및 단음력으로 인해 VIROC 판넬은 지붕지지물로써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실외의 장시간 노출에도 부식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마감코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시공은
방수 시스템의 사용이 요구 됩니다.
지붕구조지지대로 사용될 시, 지지대와 판넬 사이의 공간과 판넬의 두께에 따라 판넬이 견딜 수
있는 무게에 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VIROC 사는 이에 대한 안전사항을 제공합니다
지붕 구조 방문이 이루어질 시에는 VIROCFLOOR 나 VIRODAL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지구조물에서 사용되는 VIROC 판넬의 최소두께는 12mm 입니다.

5.6 거푸집사용
굳은 응집력과 저항력, 내구특성으로 인해 VIROC 판넬은 거푸집으로써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판넬의 두께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VIROC 판넬의 두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물사이의 공간
-콘크리스적용에 대한 두께
.거푸집 용 판넬의 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길이는 1250mm 입니다.
강화콘크리트나 철제 빔(beam)에 의해 거푸집 용 판넬의 너비가 결정되고 이는 가변에
최소빔(beam) 지지 가능 길이인 각각 4cm 의 길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5.7VIROCLIN 시스템 적용
VIROCLIN 은 실내 외 어디든지 외부벽면 또는 수직연결에 사용될 수 있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300mm 의 넓이와 2440mm 의 길이로 된 VIROC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쉬운 설치시스템은 VIROC 판넬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틀어지지 않아 큰
태풍과 파손으로부터 외부벽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VIROC 판넬의 저항능력은 요즘 세상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는 VIROCLIN 시스템을 강하고 오래 지속가능하고 파손되지 않게 합니다.
VIROCLIN 은 보드의 겹침으로 인해 고정물질(못)이 보이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마감
VIROCLIN 의 마감은 외부벽면에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페인트와 니스칠이 가능합니다.
공장에서의 마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샌드처리와 프라이머처리가 되어있고, 보이는 부분에는
페인팅을 위해 프라이머적용과 brut 처리가 되었습니다.

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