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iling 내외장 마감 시스템



제품 소개

Wood 계열 느낌의 내장금속복합 판넬인 i-Ceiling(倍丽得® 중국 특허번호: ZL 201020220203.9)는 고품질

알루미늄 합금(aluminum alloy)을 기본 Layer로 하고 그 위에 오염 방지 및 부식방지 필름 등을 라미네이팅 처리한

내외장용 금속 마감재입니다. 

기존 내장 마감재가 갖지 못한 Wooden계열의 다양한 색상과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풍부한 색조를 지니고

있으며, 시각적 디자인 형태도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하여, 사무실, 병원, 호텔, 공항 등 다양한 건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oduct Description



제품 소개
Product Description

보호필름

오염방지필름

투명막

인쇄막

기초막

접착층

고분자부동태피막

고품질알루미늄
합금

i-Ceiling은 고품질 알루미늄 합금을 기본 소재로 하고 그 표면위에

산화방지용의 고분자 부동태피막(Passive film), 오염방지 필름, 

스크레치 방지 필름 등 기능성 막이 라미네이팅 처리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 

수
입

제
품



제품 특징
Advantages

1 우수한 내화성(Fire resistance)

• 중국국가실내방화 기준에 부합

• 최고 Class A2(GB8624-2012)

• 화재시 충분한 탈출 시간 확보

3 손쉬운 설치(Easy to install)

• 전용설치 시스템(Carrier)에 끼우는 방식

• 공기 및 인건비 절감

2 긁힘 방지처리(Scratch resistance)

• 표면에 긁힘 방지 처리

• 일반 열처리 페인트 처리된 제품보다 30% 이상 우수

4 내후성(Weather resistance)

• 내후성, 내산성, 내알카라성 우수

• 15년간 색상 및 색조 유지

5 친환경성(Eco-friendly)

•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물질 방출량 Zero

• 최고 등급 E0 통과(International health standard)

6 항균성(Antibacterial)

• 표면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어서 청결성(Cleanliness)유지

• 의료시설, 레스토랑 등



제품 특징
Test Report

항목 측정 방법 결과 비고

치수 안정성 GB/T 22412-2008 -7.0~0(길이)/-2.0~2.0(폭)

인장 강도 JIS K6732 ≤ 24.5(길이)/ ≤19.6(폭)

신장율 JIS K6732 ≤100(길이) / ≤50(폭)

내후성 JIS B7753
실내: 2000시간(약 5년)

실외: 6000시간(약 15년)
국제기준 통과 / 인공노화시험

내화학성

화학물질을 6시간 동안 판넬

위에 올려놓은 뒤 제거 후 측

정

변화 없음
탄산나트륨/에틸산/염산/석유

에테르 등

방오성 상동 변화 없음 커피/간장/우스터소스 등

내용제성 10번 이상 문지름 변화 없음 알코올

마찰 저항성 JAS crocking test C 200이상

긁힘 저항성 JAS 이상 없음



제품 색상



제품 종류
CF 4070(천장)

① 달대(직경 8mm)

② 30*40mm의 C형그리드

③ 윗부분체결장치(Fastnener)

④ 아랫부분체결장치

⑤ CF4070 i-Ceiling 타일

• Open Plenum 천장 형태에 적합

• 천장이 막혀 있지 않고 Linear 타입이라 시원스러운 느낌 연출

• 입체적 효과 극대화

• 타공 불가



제품 종류
CF 4070(천장)

구분 재질 규격(mm) 두께(mm)

CF 4070판넬 알루미늄합금
폭: 40 / 높이: 70

길이: 1000~6000
1.0

C형 Carrier 아연도금강 30*40 1.2

상하체결장치 -
42*50(윗부분)

38*50(아랫부분)
1.2

직경 8mm 달대

및팽창볼트

C형전용 Carrier

윗부분체결장치

CF4070 i-Ceiling

직경 8mm 달대

및팽창볼트

M6 스크류

아랫부분체결장치

CF4070 i-Ceiling



제품 종류
CU 30100(천장)

• 전용 그리드에 끼우는 Suspended식 타입(U자형)

• 타공 및 추가 흡음지 삽입 가능

• 입체감과 풍부한 색상

• 방풍구조 (Wind-proof structure)

① 달대(직경 8mm)

② C50 경량그리드연결장치(클립)

③ C50 (C-Channel)

④ 설치용전용 Carrier

⑤ CU 30100 i-Ceiling 타일



제품 종류
CU 30100(천장)

구분 재질 규격(mm) 두께(mm)

CU 30100판넬 알루미늄합금
폭: 30 / 높이: 100

길이: 1000~6000
0.8

전용 Carrier 아연도금강 23*43 0.6

C50 C-Channel - 40*50 0.8

직경 8mm 달대및팽창볼트

C50 C-Channel

설치용전용 Carrier

CU 30100  i-Ceiling

직경 8mm 달대및팽창볼트

C50 C-Channel

설치용전용 Carrier

CU 30100  i-Ceiling



제품 종류
CT 5040(천장)

• 전용 그리드에 끼우는 방식

• 요철형태의 Linear제품으로 입체감 제공

• 타공 및 추가 흡음지 삽입 가능

• 방풍구조 (Wind-proof structure)

① 달대(직경 8mm)

② DG-01 경량전용 Carrier

③ CT 5040 i-Ceiling 타일



제품 종류
CT 5040(천장)

구분 재질 규격(mm) 두께(mm)

CT 5040판넬(요철형) 알루미늄합금
폭: 50+40 / 높이: 40

길이: 1000~6000
0.8

DG 01 전용 Carrier 아연도금강 28*28 0.8

직경 8mm 달대및팽창볼트

DG-01 전용 Carrier

CT 5040요철형판넬 CT 5040요철형판넬

DG-01 전용 Carrier

직경 8mm 달대및팽창볼트



제품 종류
WF 5035(실내벽체)

• Buckle로 끼우는 타입의 개방형 벽체 판넬

• 가로/ 세로 모두 설치 가능

• 기초벽에 판형헝태의 Buckle을 고정 후 끼우는 타입

• 타공 불가

① 고정용 Buckle(판형형태)

② WF 5035 벽체판넬



제품 종류
WF 5035(실내벽체)

구분 재질 규격(mm) 두께(mm)

WF 5035 알루미늄합금
폭: 50 / 높이: 35

길이: 1000~6000
2.0

고정용 판형형태의

Buckcle
알루미늄 합금 45*5 2.0

WF 5035 벽체판넬 고정용스크류 벽체(콘크리트등) 고정용 Buckle



제품 종류
WT 5040(실내벽체)

• 전용 Carrier에 끼우는 타입의 개방형 벽체 판넬

• 천장용인 CT 5040의 벽체형 타입

• 가로/ 세로 모두 설치 가능

• 타공 및 추가 흡음지 삽입 가능(타공시 NRC 0.7까지 가능)

① 40*40크기의 앵글/블라켓(코너용 Profile)

② 그리드고정용 Profile(스틸재질)

③ DG-02 경량 Carrier

④ TW 5040 알루미늄벽체판넬



제품 종류
WT 5040(실내벽체)

구분 재질 규격(mm) 두께(mm)

WT 5040판넬(요철형) 알루미늄합금
폭: 50+40 / 높이: 40

길이: 1000~6000
0.8

DG 02 전용 Carrier 아연도금강 28*28 1.0

WT 5040 벽체판넬

DG-02 경량그리드

직사각형 Steel Profile(50*50)

직경 8mm 팽창볼트 직경 8mm 팽창볼트

직사각형 Steel Profile(50*50)

WT 5040 벽체판넬

DG-02 경량그리드



제품 종류
SunT 5040(외장벽체)

• 전용 Carrier에 끼우는 타입의 외장 벽체 판넬

• 가로/ 세로 모두 설치 가능

• 방풍구조 (Wind-proof structure)

• 뒷면은 막혀있는 밀폐형 구조

① 40*40크기의 앵글/블라켓(코너용 Profile)

② 그리드고정용 Profile(스틸재질)

③ DG-03 경량 Carrier

④ SunT 5040 알루미늄벽체판넬



콘크리트기초벽

40*40  블라켓

50*50 고정용 Profile

DO-03 전용설치

Carrier 

SunT 5040알루미늄

벽체판넬

제품 종류
SunT 5040(외장벽체)



제품 종류
SunT 5040(외장벽체)

구분 재질 규격(mm) 두께(mm)

SunT 5040판넬(요철형) 알루미늄합금
폭: 50+40 / 높이: 40

길이: 1000~6000
0.8

DG 03 전용 Carrier 아연도금강 28*28 1.2

SunT 5040 벽체판넬

DG-03 경량그리드

특제용프로파일(Profile)

직경 8mm 팽창볼트
직경 8mm 팽창볼트

직사각형 Steel Profile(50*50)

DG-03 경량그리드

SunT 5040 벽체판넬



제품 종류
SunU 5040(외장벽체)

• 전용 Carrier에 끼우는 타입의 외장 벽체 판넬(U자형)

• 가로/ 세로 모두 설치 가능

• 방풍구조 (Wind-proof structure)

• 개방형 구조

① 40*40크기의 앵글/블라켓(코너용 Profile)

② L자형그리드(1.2T)

③ 고정용 Buckle 

④ SunU 5040 알루미늄벽체판넬



제품 종류
SunU 5040(외장벽체)

구분 재질 규격(mm) 두께(mm)

SunU 5040판넬 알루미늄합금
폭: 40 / 높이: 50

길이: 1000~6000
2.0

고정용 판형형태의

Buckcle
알루미늄 합금 40*15 2.0

특제용프로파일(Profile) L자형그리드 SunU 5040 판넬 직경 8mm 팽창볼트 벽체(콘크리트등)



시공 제안
설계시 고려사항

호텔 / 휴양시설

• 자연스러우면서 멋스러운 디자인

• 투숙객들에게 편안하고 건강한

휴식공간

• 내화성(대형화재시 인명피해)

• 내습성

오피스 / 쇼핑몰

• 소음은 업무 및 판매량에 악영향

• 화재시 충분한 탈출시간 확보

• Design Freedom

• 시공성 및 대형면적(전용 Carrier로

공기 단축)

의료시설(병원등)

• 소음은 환자 건강과 직간접 영향

• 위생성/청결성/실내공기질

• 화재시 충분한 탈출시간 확보(거동

불편한 환자 다수)

• 심미적이면서 따뜻한 느낌(스트

레스 감소, 심신안정)

01 02 03



Projects
상업용 건물

Soho Gold Mantis Headquater

Beijing Greenland Business Center

Suning Living Square

Shanghai Tower



Projects
의료시설

Wuxi Ciming Hospital(휴게실)

일본 Kitasato 대학병원

상해중산병원

인도 FORTIS Hospital



Projects
호텔

북경 W호텔 Radisson Hotel

복건 Smilar Hot Spring Hotel Chengdu Hilton Ho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