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드넓은 바다의 등대처럼
항상 고객의 중심에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합니다.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주)정원 C&S

브랜드의 약속을 지키는 정원 C&S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원 C&S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붕자재 분야의 최고가 되기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Color
다양한 컬러와 스타일

Economy
저렴한 비용과 우수한 품질

Safety
튼튼한 내구성과 안전성

Jeongwon
Color & Steel
Corporation

031) 354-1440

일반기와 네오매트ㅣ스톤ㅣ칼라강판ㅣP.E폼 부착 가능

동색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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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골무늬가 조화된 일반기와

검정 (스톤)

●수명이 길고 시공이 빠름
●단열성이 우수함
●다양한 칼라로 선택의 폭이 넓음
●흡음성이 우수함
진청 (네오매트)

▶형상

●내구성, 내약품성이 우수함

밤색 (스톤)

폼판넬이란?
갈바륨 및 칼라강판을 특수 도막처리
하여 발포재를 슬라이스 (흡음을
위한 기포 형성) 처리한 후 Primary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해) 과정을 거쳐
열융합 시킨 결로방지 및 단열용
판넬입니다.

회색

P174 (네오매트)

국방색 (스톤)

P179 (네오매트)

적색 (스톤)

검정 (네오매트)

황토색 (스톤)

※본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Color & Steel
Corporation

031) 354-1440

소골전통기와 네오매트ㅣ스톤ㅣ칼라강판ㅣP.E폼 부착 가능

동색멀티

날개가 완벽하게 넘어가 있어
시공시간이 단축됩니다
■일반 전통기와와 모양과 생김새가 같습니다.
■일반 기와처럼 시공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전통기와의 멋을
한결 부드럽게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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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판넬이란?
갈바륨 및 칼라강판을 특수 도막처리
하여 발포재를 슬라이스 (흡음을
위한 기포 형성) 처리한 후 Primary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해) 과정을 거쳐
열융합 시킨 결로방지 및 단열용
판넬입니다.

검정 (스톤)

회색

■전통기와에 비해 불필요한 부자재가 없으므로 시공비가
진청 (네오매트)

저렴합니다.

밤색 (스톤)

■전통기와 작업시 못을 박을때 이음매 부분이 찌그러지나
소골전통기와는 날개가 완벽하게 넘어가 있어 작업시
찌그러지거나 누수의 위험이 없어 효율적이다.

●이음새가 없어 녹슬지 않음
●단열성이 우수
●아연도금 칼라강판으로 반영구적임
P174 (네오매트)

●시공이 편리함

▶형상
국방색 (스톤)

P179 (네오매트)

적색 (스톤)

검정 (네오매트)

황토색 (스톤)

※본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Color & Steel
Corporation

031) 354-1440

전통고기와 네오매트ㅣ스톤ㅣ칼라강판ㅣP.E폼 부착 가능

동색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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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 전통미와 웅장함,
중후함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검정 (스톤)

●이음새가 없어 녹슬지 않음
●단열성이 우수
●아연도금 칼라강판으로 반영구적임
●시공이 편리함
진청 (네오매트)

▶형상

밤색 (스톤)

폼판넬이란?
갈바륨 및 칼라강판을 특수 도막처리
하여 발포재를 슬라이스 (흡음을
위한 기포 형성) 처리한 후 Primary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해) 과정을 거쳐
열융합 시킨 결로방지 및 단열용
판넬입니다.

회색

P174 (네오매트)

국방색 (스톤)

P179 (네오매트)

적색 (스톤)

검정 (네오매트)

황토색 (스톤)

※본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Color & Steel
Corporation

031) 354-1440

지붕의 구성과 명칭

망화 A (福)

밋시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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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구연 (福)

용마루

전통 대각크레샵

전통앤드캡

장식목

나무하우

방풍판

※본 색상은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Color & Steel
Corporation

가정용 지붕재

031) 354-1440

슬레트골 네오매트ㅣ스톤ㅣ칼라강판
C-52

C-52 _ 검정 (네오매트)

부드러운 곡선이 살아있어
심플하고 멋있는 지붕재 입니다

가정용지붕개량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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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컬러, 뛰어난 기능성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흥하는
정원 C&S의 우수한 기술력을 만나십시오
가정용 지붕재

대봉

가정용 지붕재

소봉

●이음새가 없어 녹슬지 않음
●단열성이 우수
●아연도금 칼라강판으로 반영구적임
●시공이 편리함

1 _ 망화 A (福)

1 _ 신형구연 (福)

2 _ 망화 A (원색)

2 _ 신형구연 (제트기)

3 _ 망화 B (福)

3 _ 신형구연 (원색)

4 _ 망화 B (원색)

4 _ 대봉머리 (검정)

C-52 _ P179 (네오매트)

▶형상

C-52 _ P174 (네오매트)

C-52 _ 진청 (네오매트)

C-52 _ 검정 (스톤)

C-52 _ 밤색 (스톤)

C-52 _ 국방색 (스톤)

C-52 _ 적색 (스톤)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소비자가 원하시는 모든 색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031) 354-1440

Color & Steel
Corporation

가정용지붕개량 부자재 네오매트ㅣ스톤ㅣ칼라강판

부자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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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하우마끼

장식목

PC용마루

다양한 컬러, 뛰어난 기능성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흥하는
정원 C&S의 우수한 기술력을 만나십시오
길이 : 3,000mm

전통 꽃 띠장 용마루 (대, 소)

전통 꽃 띠장 용마루 (대, 소)

전통 꽃 띠장 용마루 (대, 소)

청색

검정

진적

대

폭 : 350mm
높이 : 230mm
길이 : 2,500mm

소

폭 : 270mm
높이 : 160mm
길이 : 2,500mm

대

폭 : 350mm
높이 : 230mm
길이 : 2,500mm

소

전통 용마루 (대, 소)

전통 용마루 (대, 소)

검정

동색멀티

대

폭 : 350mm
높이 : 230mm
길이 : 2,500mm

소

폭 : 270mm
높이 : 160mm
길이 : 2,500mm

회침 (꽃패 카바용)

대

폭 : 350mm
높이 : 230mm
길이 : 2,500mm

폭 : 270mm
높이 : 160mm
길이 : 2,500mm

단위

소

폭 : 270mm
높이 : 160mm
길이 : 2,500mm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소

전통소골 크레샵(철, 고무)

일반기와 크레샵(철, 고무)

전통기와 크레샵(철, 고무)

일반기와 앤디캡

전통기와 소골 앤디캡

길이 : 700mm

전통기와 앤디캡

길이 : 3,000mm

눈쏠림 방지턱

길이 : 3,000mm

밋시착고

길이 : 700mm

길이 : 3,000mm

길이 : 3,000mm

전통 대각크레샵

폭 : 270mm
높이 : 160mm
길이 : 2,500mm

일반하우

기와 마감재

길이 : 3,000mm

폭 : 350mm
높이 : 230mm
길이 : 2,500mm

기와직선 용마루

전통하우

길이 : 3,000mm

대

밋시

길이 : 3,000mm

Z바 (일반, 무궁화)

길이 : 3,000mm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031) 354-1440

Color & Steel
Corporation

가정용지붕개량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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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의 종류

부자재의 종류

물받이 (무궁화)

물받이 (동색)

물받이 (좌∙우측옆마개)

테라스파이프

컬러볼트 및 못

정타기 못

아연못 100mm
(스텐못) 75mm
50mm
컬러볼트 110mm
75mm
길이

물받이쇠 종류

①

길이

5,000mm

사각파이프

나무무늬 벽체

L 2,500
L 3,000

홈통

엘보 사각

길이

900mm

크기

90mm (1자)
65mm (7치5푼)

붉은벽돌무늬 벽체

유효폭 : 1070
유효폭 : 920

아이보리무늬 벽체

유효폭 : 1070
유효폭 : 920

유효폭 : 1070
유효폭 : 920

엘보

크기

90mm (1자)
65mm (7치5푼)

원형마스
크기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사각반도

90mm

②

①일 반 쇠 ②전 통 쇠

사각마스

50mm
양날 (C형광용)

5,000mm

90mm (1자)
65mm (7치5푼)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Color & Steel
Corporation

031) 354-1440

P.E 폼판넬의 종류 결로방지 및 단열, 방음성이 뛰어난 신소재 기능성 제품

고주파 열 유도로 열융착 시켜 단열성이 우수하며 방습성에 의한
강판 부식을 방지하고 방진∙흡음효과가 우수합니다
P.E 폼판넬의 특징
■실내 수분 및 수증기를 흡수∙확산시켜 결로를 방지해 줍니다.
■고주파 열 유도로 열융착 시켜 단열성이 우수합니다.
■방습성에 의한 강판의 부식을 방지하며, 방진∙흡음효과가 우수
합니다.

성형강판 폼판넬 및 칼라 / 갈바륨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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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0 지붕용 _ 폼판넬, 칼라강판, 갈바륨강판

P.E 폼판넬의 용도
●농∙수산물 시설 : 농∙수산물 유통센터, 각종 축사, 돈사, 계사,
버섯재배단지, 간이창고, 퇴비사 등
●산업건물 : 화학, 도금, 철강공장, 창고 물류센터
●근린시설 : 체육관, 조립식상가, 주택 등

●구조물이 튼튼한 경우
●가로대 간격이 1M이하일 경우 적합
●지붕 경사각이 표준인 경우 적합
●유효폭이 넓음
●시공이 편리함

▶형상

성형강판 / 폼 _ V-115, V-250
V-115 지붕 및 벽재용 _ 칼라강판, 갈바륨강판

●트라스를 지지하는 힘이 매우 강함
●가로대 간격이 1M이하일 경우 적합
●지붕 경사각이 낮을 경우 적합
●폭설, 폭우시 흐름이 좋아 지붕이 받는 하중 부담을 줄임
●우천시 소음 스트레스 방지

▶형상

U-180 벽재용 _ 칼라강판, 갈바륨강판
성형강판 / 폼 _ V-250

성형강판 / 폼 _ V-115

▶형상
●벽체 등 간이 칸막이용
●유효폭이 넓음
●가로대 간격이 50cm이하 일 경우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031) 354-1440

Color & Steel
Corporation

폴리카보네이트(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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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네이트(PC) 형상

폴리카보네이트는 충격강도가 뛰어나서 -40℃에서 헤머(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으며, 기후변화에 강하여 오랫동안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P.C)의 특징

폴리카보네이트(P.C)의 용도

■우수한 내충격성 ■뛰어난 채광성

●온실하우스, 창고, 양식장, 양어장

■우수한 단열성

●축사지붕, 퇴비사료 건조장, 돈분장, 기타 비가림 시설 등

■가볍고 곡면시공이 뛰어남

●투명복층판넬 물류창고, 공장

■긴 수명과 뛰어난 내후성

●화훼단지, 온실, 수영장, 목욕탕

형태

파형

유효폭

두께

V-250

1,000

0.8 ~ 1.5T

V-115

920

0.8 ~ 1.5T

C-63

940

0.8 ~ 1.5T

평판

1,000
1,200

1.0

폴리카보네이트(P.C)
▶사용 가능한 실리콘
형태

제조사
동양화학

실리콘

다우코닝
TOSHIBA
TORAY

상품
SILPRUP
GESIL - N
XE0814, LEXIL
PLASEAL
DC 795
TOS SEAL 38
SE 555

주의
비초산계 Oxime type의 실리콘은 사용시 화학반응으로 인하여
Lexan sheet의표면에 Clack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PC사용시 PC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 실리콘을 사용할 시 PC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PC강판에 크랙이 발생합니다.

공기출방식 자외선차단 UV코팅
UV가 함유된 첨단 신소재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고 그 위에

한번더 자외선 차단 UV코팅을 했습니다!
투과

차단

가 적
시 외
광
선 선

자
외
선

단!
선차
외
한자
완벽

UV차단재 유∙무 비교표
구분
UV차단제
없음

UV차단제
있음

시간
0
6개월
1년
2년
0
6개월
1년
2년

충격강도
17.6
17.9
1.2
0.6
18.2
17.9
17.7
16.5

황변도
0
+12.3
+15.7
+20.0
0
+2.3
+3.3
+6.1

비고
본 UV차단재 유무에
관한 비교 시험표는
미국 아리조나
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입니다.

황변도 비교 (5년후)

< UV함유 PC >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 UV코팅 PC >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Jeongwon
Color & Steel
Corporation

031) 354-1440

홑강판용 판넬 지붕재 용도 : 조립식 판넬 지붕재 덧방용

한층 업그레이드 된 홑강판용 판넬을 만나보세요!
가공이 우수한 조립식 건축자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T/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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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C&S의 생산설비
V-250

기와

철거 NO! 도색 NO!
노후된 샌드위치 판넬에 지붕재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 판넬 위에 시공함.

공기 단축에 따른 경제성! 홑강판용 판넬 지붕재!

홑강판용 판넬 지붕재

벽체(방풍판)

PE폼 라인

시공성, 경제성
Excellent construction and economy

정원 C&S의 공장 내부

용이함 건물유지 / 관리
Easy maintenance

고강도의 견고성
High strength and solid

※소비자가 원하시는 색상으로 제작 생산해 드립니다.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 - 정원C&S

고객상담전화 TEL : 031-354-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