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 UV PANEL 

GO BORAD 

PVC FOME 

BORAD 

MgO BORAD 



GS-판넬은 하이그로시 코팅 마

감으로 대리석 및 유리표면 효

과를 얻을 수 있으며, 표면 보호 

층은 방수층, 컬러 패턴 층, 보호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특수 기술

로 가공되어 있으며 내마모성, 

곰팡이 방지, 항균성, 세척이 용

이 한 UV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사용하며, 준 불연재 인증 제품

이므로 소방 법에 제한 없이 사

용할 수 있다. 



SQM \20,000 

외부 마감 재 패널, 건축, 가구, 욕실, 주방, 내벽 패널, 마루재  및 천장, 옥외 바닥재, 벽, 울타리, 전망대(데크) 

1,220 x 2,440 x 2.7~3mm 



1,220 x 2,440 x 2.7 ~3mm 



1,220 x 2,440 x 2.7 ~3mm 



1,220 x 2,440 x 2.7 ~3mm 



1,220 x 2,440 x 2.7 ~3mm 





제품의 특징  

1. 내화, 방수, 경량 및 고강도 제품입니다. 

 자연적인 대리석, MDF 널, 자연적인 목제, 도기 타일, 알

루미늄 플라스틱보드 및 다른 제품들의 대체 제품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 건축 외벽, 지하 터널, 지하철과 같은 실

내와 외벽 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쇼핑몰, 

병원, 사무실, 주방, 욕실, 실험실 등에 적합 합니다. 

 

2, 100 % 비 석면, 포름 알데히드, 벤젠 및 기타 유해 물

질, 방사선 없음. 

 

3. 특수 가공 후, 대리석 질감, 나뭇결 질감, 알루미늄-플

라스틱 플레이트 질감 또는 개인화 된 디자인 패턴을 갖

는 장식 보드가 형성된다. 

 

제품 구조  

1.표면 보호 층 : 방수층, 컬러 패턴 층 및 보호 층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특수 기술로 가

공되어 있으며 내마모성, 곰팡이 방지, 항균성, 세척이 용

이 한 UV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ardness : 최대 3H-6H.) 

 

2.베이스 보드 : 섬유 강화 규산 칼슘 보드, 섬유 강화 시

멘트 보드 및 유리 섬유 산화 마그네슘 보드로 구성됩니

다. 1,220 x 2,440 x 2.7 ~3mm 





Integrated wall  
vegetables 

SQM \20,000 

300 x 2,800 x 8~9mm 
400 x 2,800 x 8~9mm 
600 x 2,800 x 8~9mm 



대나무와 나무 섬유가 통합 된 빠른 설치 벽면 

패널로 여러 사양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합 된 빠른 설치 월 보드는 천연 목재의 외관

뿐만 아니라 천연 목재의 닧점도 극복 할 수 있

으며 목재와 유사한 가공이 가능하여 못을 박거

나 실리콘, 본드 등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목공 도구를 사용하여 완료 할 수 있습니다. 분

명히 일반 목재 재료보다 우수합니다. 압축 및 

내 충격 성은 목재와 동등한 물리적 및 기계적 

특성을 가지며 내구성은 일반 목재 재료보다 훨

씬 우수합니다. 대나무 목재 섬유 재료 및 제품

은 강산 및 알칼리, 불 및 물에 강합니다.  부식 

성, 박테리아 번식이 없으며 곤충이나 곰팡이에 

감염되기 쉽지 않으며 노화, 정전기 방지 및 난

연 성에도 강합니다. 

 

벽면에 페인트와 벽지의 화려한 패턴과 더불어 

가장 큰 특징은 입체감이 강하다는 점이며, 표면

이 고르지 않으면 벽지와 페인트를 대체하는 것

입니다. 



▶제품의 특징 

 

1. 닧열 : 본 제품은 국가 공인 부서에서 테스트를 거쳤으며, 실제 응용 분야에서 닧열 효율

은 일반 실내 옦도와 10° 차이가 있습니다.  

2. 방음 :  방음 효과가 뛰어 납니다.  

3. 준 불연 : 소방 등급 B1, 방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수준. 

4. 초 경도 : 본 제품은 PVC 및 목재 분말 복합 제품의 강도와 경도를 크게 높여 다양한 형

태의 옹벽 및 천장(욕실)에 적용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천정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용

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방습 : 본 제품은 방습 성능이 있으며, 우기에는 습하고 습하며 벽이 새면 곰팡이가 생기

기 쉽습니다. (* 본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6. 녹색 및 환경 보호 : 본 제품에 사용 된 원자재는 모두 환경 친화적 인 재료로 포름 알데

히드가 없고, 방사능이 없으며 환경 친화적이며 냄새가 없으며, 즉시 설치되므로 인테리어 

마감 시간이 크게 닧축됩니다. 

7, 편리성 : 본 제품의  시공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목수가 설치하고 거

친 벽에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을 절약하십시오. 

8. 변형없음 :  본 제품의 표면은 강하고 천으로 직접 문질러 닦을 수 있습니다. 장식품을 

문지르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폴리 우레탄 복합 기술을 사용하면 성형 후 제품이 변형

되거나 노화되지 않습니다. 

9. 색상이 세련되고 밝음 : 이 제품의 컬러 카드, 아름답고 우아한 패턴, 세련되고 아름답고 

다양한 PU 코너 라인, 램프 패널, 유럽식 구성 요소, 다양한 종류를 지원하며 버클, 싸움, 

도킹 및 기타 꿈꾸는 조합에 직접 적용 할 수 있습니다. 

10. 공간 절약 및 손쉬운 시공 : 제품은 설치를 위해 기본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사

로 벽에 직접 설치할 수 있어 5-10cm 이상의 벽 공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SQM \20,000 

300 x 2,800 x 8~9mm 
400 x 2,800 x 8~9mm 
600 x 2,800 x 8~9mm 



SQM \20,000 

1,220 x 2,440 x 5~20mm 



제품 이름 :  PVC Foam Board / G2 Foam Board 

제품 크기 : 1220 * 2440mm (4 * 8ft), 915 * 1830mm (3 * 6ft), 맞춤 SIZE 

제품 두께 : 두께 3-20m 

제품 밀도 :  0.35-0.85g / cm3 

PVC 폼 보드의 장점  

(1) 방수 및 방습에 강합니다. 

(2) 곤충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3) 화려하고 많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리 모델링에 효과적이다. 

(5) 높은 환경 보호, 오염 없음, 재활용 이 가능합니다. 

(6) 높은 내화성. 효과적으로 난연 성, B1에 대한 내화성, 화재 시 자체 소화가 가능하며 독성 가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7) 좋은 가공성, 주문, 계획, 톱질, 천공 및 표면 도장 가능이 가능합니다. 

(8) 설치가 간닧하고 시공이 편리하며 복잡한 시공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설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9) 균열, 부기, 변형, 수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청소가 쉽고 나중에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10) 흡음 효과가 좋고, 에너지 절약이 좋고, 실내 에너지 절약이 30 % 이상이다. 

G2 Foam Board 



가구 보드, 캐비닛 보드, 침대 보드, 도어 보드,  
장식 벽 보드, 천장 등 

SQM \23,000 

1,220 x 2,440 x 6mm 

1,220 x 2,440 x 5~20mm 



SQM \15,000 

1,220 x 2,440 x 6mm 





Decking 

DIY Tile 

Fence 

M \3,5000 

100 x 2,200 x 25mm 



SQM \25,000 





●본사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80-3(ONE B/D 3F) 
TEL : +82-2-711-1617 ~8 / FAX : +82-2-711-1619 

E-mail : koreafry@naver.com 

New Era New Standard Wall Decoration  
Revolution Redefining the Concept of Future Reno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