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byucksan.com건축자재 그 이상의 세계 - 벽산

Byucksan OA Floor System

인텔리전트 빌딩을 위한 배선전용 바닥시스템



벽산 OA후로아 시스템은 쾌적하고 창조적인 사무환경 조성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FRC패널은 국내 최초 KS F 4760 이중바닥재 (Raised Access Floor)의 

표시허가를 취득한 제품입니다.

인체 공학적 설계가 돋보이는

이상적인 OA 바닥재 시스템

Double-Deck 
Fl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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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별로 인증취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OA후로아 시스템의 특징

보행감    

보행감이 탁월하여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친환경성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제품입니다.

효율성    

Lay-Out 변경이 용이하며 

업무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시공성    

건식공법으로 시공성이 

우수합니다.

불연성    

불연소재로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켜줍니다.

내구성    

내하중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합니다.

유지관리  

배선을 보호하며 보수 및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마감성    

OA용 비닐타일, 카펫타일 등 

다양한 마감·시공이 가능합니다.

■OA후로아 시스템의 종류

■OA후로아 시스템의 취득 인증서

스틸 패널스틸 콘크리트 패널특수 FRC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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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loor-FC
특수 FRC로 만드는 이중바닥재 D.D Floor-FC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돋보이는 이상적인 OA Floor 시스템으로 

보행감, 내구성, 내하중성,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대응성이 뛰어난 최적의 OA Floor 입니다.

구분 물성

패널 재질 고강도 특수 FRC(Steel Mesh 보강)

규격
- 500×500×22mm
- 500×500×25mm

패널 중량
- 11.0kg/매(44.0kg/㎡)
- 14.0kg/매(56.0kg/㎡)

시공 높이
페데스탈형 H = 70~500mm
(500mm이상 별도 협의)

내국압성
- 300kgf/4mm 이내
- 500kgf/4mm 이내

등분포하중 1,200kgf/㎡

마감재 카펫타일, OA용 비닐타일(5T)

특수 FRC 패널의 구조

특수 FRC 패널의 물성

특수 FRC 패널의 특징

특수 FRC 패널

시스템 배선을 위한 기능성이 우수합니다.

● 배선용량을 크게 할 수 있으며 배선의 시스템화가 가능합니다.

● 화재시에도 불에 타지 않으며 배선을 보호합니다.

● 배선 교체, 레이아웃 변경이 편리합니다.

보행감이 탁월합니다.

● 높이를 70~500mm까지 높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짧은 시간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칸막이 설치가 용이합니다.

시공성이 우수합니다.

●  특수 FRC 소재에서 느끼는 보행감이 타 재질에 비해 탁월하여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  일반오피스·컴퓨터실·콘트롤센터·스튜디오·연구소·병원·

호텔·학교

●  이외 사무기기나 첨단 기기류를 많이 쓰는 공간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특수 FRC 패널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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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loor-SC
철판을 소재로 상판, 경량 콘크리트, 하판 등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내하중성, 내충격성, 내구성, 보행감이 뛰어납니다.

스틸 콘크리트 패널의 구조

스틸 콘크리트 패널의 특징

스틸 콘크리트 패널의 물성

구분 물성

패널 재질 스틸 + 경량콘크리트 충진

규격 500×500×25mm

패널 중량 9~12kg/매(36~48kg/㎡)

시공 높이
H = 70~500mm 
(500mm 이상 별도 협의)

내국압성 300kgf/4mm 이내

등분포하중 1,200kgf/㎡

마감재 카펫타일, OA용 비닐타일(5T)

스틸 콘크리트 패널

●  내부 충전으로 공명현상 방지, 보행감, 내하중성, 내충격성이 우수합니다.

●  코너록 시스템을 채택하여 배선교체, 레이아웃 변경이 편리합니다.

●  분체도장으로 외관이 미려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자동화 설비로 발주 대응 능력이 우수합니다.

●  시공높이가 70~500mm까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배선을 위한 기능성이 우수합니다.

●  일반오피스·컴퓨터실·콘트롤센터·스튜디오·연구소·병원·

호텔·학교

●  이외 사무기기나 첨단 기기류를 많이 쓰는 공간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스틸 콘크리트 패널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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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loor-ST
철판을 소재로 상판, 하판을 강력하게 스팟 용접한 형태로 가벼우며(경량), 내구성, 

시공성, 유지보수성이 뛰어납니다.

스틸 패널의 구조

구분 물성

패널 재질 스틸 (Steel)

규격 500×500×25mm

패널 중량 6kg/매(24kg/㎡)

시공 높이
H = 70~500mm 
(500mm 이상 별도 협의)

내국압성 300kgf/4mm 이내

등분포하중 1,200kgf/㎡

마감재 카펫타일, OA용 비닐타일(5T)

스틸 패널의 물성

스틸 패널의 특징

스틸 패널

●  All Steel 제품으로 자원재생이 가능합니다.

●  패널이 가볍습니다.

●  분체도장으로 제품이 미려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자동화 설비로 발주 대응 능력이 우수합니다.

●  코너록 시스템으로 유지보수성이 우수합니다.

●  시스템 배선을 위한 기능성이 우수합니다.

●  일반오피스·컴퓨터실·콘트롤센터·스튜디오·연구소·병원·

호텔·학교·리노베이션건물

●  이외 사무기기나 첨단 기기류를 많이 쓰는 공간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스틸 패널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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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도 협의

시공도 승인

현장확인(타공정 상황)

바닥 청소

바닥 에폭시 작업

먹줄 작업 

자재 반입 

레벨 측정

부자재 설치

패널 설치

사이드 패널 설치

슬로프 설치

비닐 보양

마감재 설치

레 벨 링 작 업

먹 줄 작 업 자 재 반 입 전기 / 통신 배선 작업

┃공사계획┃

┃시공상세┃

1

부 자 재 설 치

54

OA Floor 설치 완료

10

2

정 판 설 치 - 1

6

사이드 패널 설치

9

3

정 판 설 치 - 2

7

시스템박스용 패널 설치

8 1

OA타일 설치 완료

11 1

Hole Cap용 패널 설치

8 2

카펫타일 설치 완료

11 2

이중바닥재 시공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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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센트레빌 동자동 아스테리움 (36,400㎡)

삼성 잠실향군 A타워 (45,000㎡) / B타워 (45,000㎡)

글로스타 청계스퀘어 (70,000㎡)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사옥 (35,000㎡)

포스코 송도 NEATT (60,000㎡) 삼성생명 당산동사옥 (10,500㎡)

OA후로아 주요 시공실적

업 무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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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청사 (29,000㎡)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사옥 (20,000㎡) 대전 철도기관 공동사옥 (35,000㎡)

삼성전자 우면동 R&D센터 (100,000㎡) 삼성전자 기흥 부품연구소 (110,000㎡)

LG전자 서초 R&D센터 (20,000㎡)LG 디스플레이 파주 R&D센터 (28,500㎡)

공 공 기 관

연 구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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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현장 수량(㎡) 

GS건설 청진 KT사옥 22,000 

LG디스플레이 R&D 센터 28,500 

합정동 정비사업 18,500 

파주 LG필립스 LCD 10,000 

LG전자 서초 R&D사옥 20,000 

LS타워 20,000 

LG전자 가산동사옥 25,000 

농심 R&D 사옥 30,000 

경남사천시청 7,500 

LG화재 강남사옥 12,000 

농협중앙회 25,000 

LG필립스 파주사옥 40,000 

LG전자 구로단말기 12,000 

수출입은행 10,000 

LG전자 안양연구소 13,000 

산업단지공단 벤처센터 12,000 

흥국생명 사옥 36,000 

LG 화재 대전사옥 10,000 

청주 LG 반도체 C동 15,500 

LG 정보통신 7,400 

청주 LG 반도체 R동 9,000 

LG 영동빌딩 18,000 

국민생명보험 사옥 11,000 

금성통신공사 사옥 6,000 

경남기업 한국광고문화회관 12,000 

농업기반공사 13,000 

금호건설 청진 5지구 도시환경사업 21,000 

LH 전주사옥 8,000 

글로스타 청계스퀘어 70,000 

건설사 현장 수량(㎡) 

금호 제2사옥 30,000 

전북도청 20,000 

일산하나로통신빌딩 6,500 

광주시청사 22,000 

미진프라자 10,000 

대림산업 판교 산학연 R&D 센터 17,500 

상암 DMC 디지털큐브 24,000 

향군 잠실A타워 45,000 

순화동 업무시설 23,000 

광화문 교보타워 리모델링 40,000 

LH 대구사옥 5,500 

분당시마사옥 25,000 

대림산업 수송동 사옥 12,000 

사상구청사 9,000 

대우건설 세종시 정부출현연구기관 20,000 

경북도청 신청사 29,000 

서울스퀘어 리모델링 50,000 

대우경기비지니스 11,000 

대우 양재동 재개발 30,000 

광명돔 10,000 

부산 감천항 물류센터 10,000 

남대문 대우빌딩 12,000 

한국산업은행 여의도 12,000 

나라종합긍융 사옥 11,000 

AISA 정보센타 8,000 

동부건설 동자동 아스테리움 36,400 

강남 조흥은행별관 6,000 

상암동 트럼프월드 7,500 

여의도 증권거래소 15,000 

서울스퀘어 (50,000㎡) 광화문 교보타워 (40,000㎡)

OA후로아 주요 시공실적

리 모 델 링

시 공 실 적

10  |  Byucksan System



건설사 현장 수량(㎡) 

두산건설 판교 알파리움 18,000 

대전 철도기관 공동사옥 35,000 

강남 테헤란타워 6,000 

삼양사 사옥 10,000 

여의도 증권예탁원 7,000 

아주산업 역삼동사옥 9,500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면동 R&D 100,000 

용인 기흥 디스플레이 10,000 

향군 잠실B타워 45,000 

삼성전자 기흥 DSR 110,000 

삼성전자 서천연수원 10,000 

농협중앙회 협동관 17,000 

장안구청사 5,000 

진로발효사옥 9,000 

데이콤 강남사옥 11,000 

농협물류유통센터 20,000 

부산신청사 검찰동 18,000 

삼성화재 수원사옥  11,000 

대교사옥 12,000 

삼성 주상복합빌딩 17,000 

분당 서현역사 22,000 

삼성생명 내외빌딩 11,000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당산동사옥 10,500 

삼성화재 광주사옥 16,000 

제일모직 의왕사옥 7,000 

코오롱건설 가스공사 대구신사옥 21,000 

원주시청사 16,000 

태영 진주시 신청사 16,000 

포스코건설 양재동 업무시설 20,000 

삼화인쇄 을지로사옥 11,200 

애플타워 6,000 

한라건설 마포 KPX 빌딩 9,300 

정동빌딩 신축공사 10,000 

일산 웨스턴돔 25,000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부산사옥 12,000 

도로공사연수원 5,500 

한화건설 경기도 광주시청사 5,000 

양재동 하이브랜드 15,000 

현대건설 킨텍스 제2전시장 10,700 

전남지방 경찰청 10,000 

현대해상 광주사옥 12,000 

KERIS(교육개발연구원) 6,000 

현대해상 대구사옥 6,000 

기장군청사 7,000 

한국외환은행 본점 3,500 

현대중공업 사옥 8,500 

한국경제신문 사옥 15,000 

전문건설공제조합 31,000 

현대산업개발 역삼동 태보빌딩 7,000 

부산 센텀사이언스 빌딩 10,000 

현대해상 광화문사옥 10,000 

현대해상 울산사옥 11,000 

건설사 현장 수량(㎡)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양재동사옥 35,000 

현대차남양 파이롯트2동 11,000 

효성건설 수서동 오피스빌딩 23,300 

기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0 

원주 한국광물자원공사 10,000 

서소문로 대한빌딩 11,000 

대구 한국감정원 6,500 

용산 동아 더 프라임 22,610 

판교 에이텍사옥 6,400 

CJ 판교 업무시설 10,000 

합정동 오피스빌딩 23,000 

대우 미래형 자동차 6,000 

LH 인천사옥 9,000 

분당 구미동 오피스빌딩 23,000 

(주)우리기술 사옥 6,000 

LH 대전사옥 8,000 

대한생명 서초오피스빌딩 17,000 

대성산업사옥 6,000 

상암벤처오피스빌딩 12,000 

강남청우빌딩 10,000 

한국노총 여의도사옥 12,000 

충북지방경찰청 6,000 

경기안양지식센터 8,000 

춘천시청사 3,000 

진해시청사 5,000 

인천 경찰청 6,000 

불교회본부 6,000 

농수산물유통센터 7,500 

정부중앙청사 16,000 

부산정보통신 20,000 

LH사옥 5,000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9,500 

INSTOPIA 빌딩 6,000 

종합에너지회관 7,000 

현대해상 제주사옥 9,000 

제일화재 사옥 6,000 

종합 무역정보 연구센터 12,000 

담배인삼공사 사옥 18,000 

도시개발공사 사옥 15,000 

스타다스트산업 사옥 18,000 

광주 고려시멘트 사옥 9,000 

목동 서울이동통신 12,000 

대전 과학교육원 6,000 

LH 분당사옥 20,000 

조흥은행 100주년빌딩 8,000 

한국중공업 창원 본사 28,000 

쌍용증권 여의도사옥 23,000 

쌍용증권 각지점 12,000 

인천시청 500 

효성중공업 사옥      13,000 

시 공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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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달로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는 (주)벽산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BS K C VG 15 08 1P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대표전화 : 02)2260 - 6114
대표팩스 : 02)2260 - 6058

www.byucksan.com

■본   사: •F.S.G (바닥재 전문팀) 2260-6251~4 •기술영업팀 2260-6203, 6118 •영업1팀 2260-6231, 6236

	 •영업2팀 2260-6198, 6241 •W.S.G 2260-6291, 6293 •S&SG 2260-6242, 6244

	 •외단열사업팀 2260-6126, 6053 •상품영업팀 2260-6071, 6073 •영업지원팀 2260-6125, 6183 

■지  점: •대전 042)628-0823~6 •광주 062)523-0063~5 •대구 053)565-0550 •부산 055)367-7880~3 

■영업소: •강원 033)747-2995 •전북 063)214-3493 •마산 055)299-5397 •인천 032)578-2622 •수원 031)206-0981

■영동공장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500-42   TEL : 043)742-0704~5   FAX : 043)742-8505

본사 및 전국지점

■고객의 전화 : 080 - 021 - 7272     ■전국 어디서나 1588 -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