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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1.		본	제품에	대한	품질상의	요구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의	전화나	영업소로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2.		본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단,	고객의	보관	및	취급	부주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3.	본	제품에	대한	불만	신고시에는	납품전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취급	및	보관시	주의사항

	 1.	눈,	비	등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여	주시고,	파레트	등을	사용하여	수평한	상태로	보관하여	주십시오.

	 2.	제품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거나	무리하게	취급시	파손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3.	포장지	및	크라프트지	부착물은	불에	탈	수	있으므로	화재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열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하역	및	운반시에는	요통재해	방지를	위하여	운반기구나	2인	1조	운반	등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5.	미네랄울	폐자재는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봉지	등에	넣어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	시공시	주의사항

	 1.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제품의	절단	및	가공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작업자는	보안경,	안전모,	방진마스크,	장갑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보호구	착용	작업자	외에는	작업장내에	출입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	작업장소는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절단시에는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칼	등의	수동공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	지점	및	Homepage에	비치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하십시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로서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	BS	K	C	XD	15	03	1P

서울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대표전화: 02)2260-6114

대표팩스: 02)2260-6058

www.byucksan.com

※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시에는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는	(주)벽산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	경고표시

	 1.		취급시에는	긴	소매의	옷을	착용	후	소매	부위를	조이고	보안경,	안전모,	방진마스크,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분진	흡입시는	호흡기	계통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분진이	피부	및	눈에	직접	접촉되었을	경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문지르지	말고	비누로	물에서	충분히	씻어주십시오.

						 -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자극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제품이	물이나	습기에	젖지	않게	하시고,	만일	젖었다면	건조한	후	사용하십시오.

						 -	젖은	상태에서	전기기구에	접촉하면	감전	될	수	있습니다.

	 4.	제품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	넘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5.	취급	및	시공	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주십시오.

본사 및 전국지점

■본      사 : •S.S.G:	2260-6242,	6249				•영업	1팀:	2260-6231,	6236				•영업	2팀:	2260-6198,	6241	

	 •F.S.G:	2260-6251~3									•W.S.G:	2260-6291,	6293							•외단열사업팀:	2260-6126,	6053

	 •상품영업팀:	2260-6071~5		•영업지원팀:	2260-6125,	6182		•기술영업팀:	2260-6203,	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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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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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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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전화 : 080-021-7272   전국 어디서나 158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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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건축물을 위한 보온·단열재 -  벽산 미네랄울

규산 칼슘계의 광석을 고온으로 용융시켜 만드는 벽산 미네랄울(Mineral Wool)은 

다른 단열재에 비해 사용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건축물의 내화·흡음·보온·단열은 물론 

각종 플랜트, 선박 등의 보온·단열·보냉과 농업용의 종자판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타 제품에 비해 섬유가 유연하고 복원력이 우수하며 열전도율이 낮아 에너지 절감에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더위, 추위, 화재, 소음까지도 문제없다!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①, HCHO②, 5VOC③) 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① TVOC(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벤젠, 톨루엔, 자이렌등 

② HCHO(폼 알데하이드)

③ 5VOC(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물질)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

HB 인증마크란?

한국표준협회 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공기청정협회

독일선급협회 대만선급협회 노르웨이선급협회
0062
0062 영국로이드선급협회 한국선급협회 미국항공성미국선급협회 일본선급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품목: 인조광물섬유단열재- 벽산M/W
인증범위: 안전(경구독성, 피부자극, 안자극)

세계가 인정한 품질 - 벽산 미네랄울

▒ 보온 단열성
균일하고 미세한 5μ(미크론)의 섬유로 이루어진 벽산 미네랄울은 열전도율이 낮아 뛰어난 보온·단열효과를 발휘합니다.

▒ 흡음성
밀도가 높고, 가느다란 섬유사이마다 공기를 촘촘히 포함하고 있어 흡음성능이 뛰어나고, 흡음이 잘 안되는 저주파음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칸막이 벽에 충전할 경우 우수한 차음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 내열 불연성
미네랄울은 인조 광물 섬유로 내열성이 높아 방화구조에 사용됩니다.

▒ 시공성
섬유질 재료이므로 유연성이 풍부하여 잘 파손되지 않으며, Cutter로 간단히 자를 수 있습니다.

▒ 내습 내후성
대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지 않으며 조직이 안정되어 다른 단열재보다 내후성이 뛰어납니다.

벽산 미네랄울의 특성

건축물의 보온·보냉·단열 각종 플랜트의 
보온·보냉·단열

흡음·차음·소음방지

공조시설, 위생설비, 
결로방지, 옥상단열, 
외벽단열, 냉동창고 등 

선박의 방열재, 보일러 노벽, 
배관, 건조로, 열처리 기기 등

Hall 음향설비, 건축물,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체육시설, 방음패널, 
각종 플랜트 방음공사,
각종 칸막이 등    

각종 내화구조 공법 재료,
내화 칸막이 코아재,
방화문의 코아재

내화·방화·불연재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환경표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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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미네랄울 제품 일람표 제품별 포장단위 및 차량 적재량

Felt Board Blanket Wire Blanket Lamela  Mat Pipe Cover Loose Wool Super Wool

40~200
34 850

담당자와 협의 바랍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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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격 및 물성

일반 규격 및 물성

펠트	FELT 보온판	BOARD
벽산 미네랄울 보온판은 접착용 바인더를 사용하여 보드상태로 가공한 제품으로, 가볍고 탄력성이 좋으며, 

흡음·차음·단열 내습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랄울 보온판 제품은 다른 고온용 보온재에 비해 유연성이 좋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이중보온 시스템에서 고온부위나 내화·내열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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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격 및 물성

일반 규격 및 물성

블랭킷	BLANKET 와이어 블랭킷	WIRE BLANKET
블랭킷은 바인더를 최소량으로 줄이고 한면을 종이나 망사 등으로 보강한 제품으로 

일반 건축물의 천장이나 원형 닥트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됩니다.

와이어 블랭킷은 미네랄울을 미량의 바인더로 성형, 보드상태로 만든 다음 한쪽면에 육각철망을 아연도금 철선으로 꿰매놓은 제

품입니다. 시공성이 좋고 복잡한 곡면의 잔열공사에 적합하며 바인더가 적기 때문에 내열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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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격 및 물성

40~200

500이상 800이하 제품도 생산가능하며, 주문시 담당자와 협의 바랍니다.

라멜라 매트	LAMELA MAT 보온통	PIPE COVER
라멜라 매트는 미네랄울 보온판을 일정간격으로 잘라 종섬유 방향으로 세운다음 은박지 등을 붙인 제품으로 

원형닥트 및 파이프 시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네랄울 보온통(파이프카바)은 미네랄울을 원통형으로 성형가공한 제품으로 

단열성, 내열성, 내습성 그리고 시공성 및 유연성 등을 갖춘 제품입니다.

일반 규격 및 물성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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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코아용 미네랄울	PANEL CORE 루스울	LOOSE WOOL
패널코아용 벽산 미네랄울은 규산칼슘계 광석을 용융하여 만든 미네랄울을 사용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강력한 내열성으로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샌드위치패널의 코아재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루스울은 미네랄울을 섬유화 상태로 포장하여 작업장의 위치, 규모 등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온·흡음성이 우수합

니다. 섬유굵기가 4㎛ 전후이며 입자함유량(500㎛ 이상)도 2% 이하인 최고 품질의 제품입니다.

일반 규격

기타 규격은 담당자와 협의 바랍니다.  (제품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시공이 간현한 단열재 벽산 미네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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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보온재 슈퍼울	SUPER WOOL
미장보온재는 미네랄울 제품에 각종 표면재를 붙여 빠른 시공, 성력화, 균질화를 목표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슈퍼울은 산업용 및 선박용으로 개발한 고온용 내화 단열재로 영국 로이드선급 등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 터 공식 인증을 받은 불연성 재료로 

당사 고유의 상품입니다. 특히 슈퍼울은 산업설비, 선박용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단열설비와 선박 및 발전소의 내화재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	각	제품	사진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사원과	협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