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C
Fiber Cement Siding

UAC 시멘트 사이딩



UAC 채널 사이딩은 결속력을 한층 높힌 마감재로써, 벽채 뿐만아니라 

천정 및 세로 시공 까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보다 더 

다양한 디자인으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목재 방부채널사이딩에 비해 경제적으로 시공가능

-  햇빛과 눈,비 등 여러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한 갈라짐,뒤틀림,터짐 등의 현상이 없음

-  목재 방부채널사이딩의 경우 오일스테인 등을 발라주어야 하나 UAC채널사이딩은 

    페인팅 작업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음

-  일반적인 시멘트사이딩이 비해 차별화되고 세련된 외관

-  세로로 시공이 가능하여 기존의 주택,건물들과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음

-  세로 시공의 경우 현대적인 건물, 주택의 모던한 느낌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음

재질

표면

규격

셀룰로오스 섬유, 포틀랜드 시멘트, 정재된 모래로 구성

나뭇결 무늬(Wood Grain), 일반 (Smooth)

3660mm X 150mm X 7.5mm

적용 범위 :  

외부 벽재 , 박공, 기능성 벽재, 사이딩, 처마 안감, 천정 마감,

-  100% "무석면 제품" 입니다.

일반 나뭇결�무늬

350장 / 1PLT

7장 = 1평

수량

비고

UAC 채널 사이딩
UAC 시멘트 사이딩은 단면에 텍스쳐 처리가 되어있는 강화섬유 시멘트 판재로써

특수처리된 목섬유, 포틀랜드시멘트와 모래로 제작된 외장 마감재 입니다.  

자연스러운 나무결 무늬가 고급스로운 외장마감을 한 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재질

표면

규격

수량

비고

셀룰로오스 섬유, 포틀랜드 시멘트, 정재된 모래로 구성

나뭇결 무늬

3660mm X 210mm X 6.5mm(8.24kg)

285장 / 1PLT

5장 = 1평

적용 범위 :  

외부 벽재 , 박공, 기능성 벽재, 사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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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팅 작업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음

-  100% "무석면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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