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문비나무(SPRUCE)

3-레이어
Fineline 집성판재

가문비나무 Fineline 집성판재는 3-레이어 구조의
견고한 목재 판재입니다. 양면은 검은색 아교로
수직 접합한 단판 적층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라인이 섬세하고 독특한 장식 면을
연출합니다. 판재의 구조는 의장 특허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특성:

사용된 아교는 MUF 와
PF 로서 공장 출하 시
수분 함유량 u 가 8 ±
2%로서 EN 13353 에
의거한 분류 SWP/1
및 SWP/2 를
준수합니다.
또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면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분류 SWP/3 에
해당하는 옥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방출
등급 E1 ( EN 717-1 에
의거하여 0.07 ppm
이하에서 측정)

적용 분야:

장식용 Spruce 3-S Fineline
집성판재는 가구, 벽면 및 천장,
클래딩과 같은 인테리어에서 하중이
걸리지 않는 패널 구조물, 계단,
전시장 및 매장의 반고정 설치물에
사용됩니다.

품질:

양면 처리, 촘촘한
접합부, 틈이 없는
폐곡면, 일부 검은색
옹이 허용.
샌딩 벨트 연마 그리트
K 60 으로 샌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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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19 mm 26 mm* 42 mm*

길이 5,000 mm

너비 2,050 mm

파인라인 상판 두께 5.5 mm 5.5 mm 9.0 mm

스프러스 코어 레이어 두께 8.0 mm 15.0 mm 24.0 mm

베니어 레이어 두께 3.2 mm

습도 8%에서의 밀도 535 kg/m³ 515 kg/m³ 515 kg/m³ EN 323

평방미터당 무게 mA 10.2 kg/m² 13.4 kg/m² 21.6 kg/m²

열전도율 λ 0.13 W/mK EN 13986

수증기 확산 저항 계수 μ 74/203 71/201 71/201 EN 13986

공기 전달음 방음 R 27.1 dB 28.6 dB 31.4 dB EN 13986

흡음 계수 250-500 Hz 0.1 EN 13986

흡음 계수 1,000-2,000 Hz 0.3 EN 13986

화재에 대한 반응 등급 D-s2,d0 EN 13986

고유 연소율 β0,p,t 0.85 mm/min 0.74 mm/min 0.58 mm/min EN 1995-1-2

* 주문 시

BVH St. Benedikt, Macro Architekten Münch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