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NPAL® VRS

CLADDING

외장 단열 시스템



B&B Hotel, France | Danpal® VRS 16mm | Architect: Blamm Architec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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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매력적인 외장재로 
건물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단열 개선

대부분의 IEA 국가에서 빌딩은 주요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단열이 중요합니다. 단열 성능이 
우수한 Danpalon® 패널이 포함된 완벽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Danpal® VRS의 원리입니다.

자연 환기를 통한 효율적인 단열

공기층을 사용한 자연 환기를 활용해서, 패널 뒷쪽의 대류 
운동을 통해 단열재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단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경량이며 튼튼한 클래딩

Danpal® VRS은 아주 가벼운 연결재와 Microcell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신속한 설치

지지면(support)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추가로 프레임 
구조물을 설치하여 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방수

Danpal® VRS 패널 전용 이중 노칭(double notching)은 
완벽한 방수를 보장합니다.

보편성

Danpal® VRS 커넥터는 대부분의 구조물 유형과 호환 
가능한 방식으로 건물에 설치됩니다. 

디양한 표면처리로 무한한 창의성 발휘

반짝임(sparkling)부터 밝음(bright), 불투명, 금속성, 
양면 컬러(bicolor), 유광 또는 무광(Softlite 마감재)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빛을 이용하여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외장재입니다.

관련 건축 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단열 효율을 유지하면서, 신축 
또는 개축 건물의 외장 디자인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Odyssey, France | Danpal® VRS 16mm | Architect: ARLAB

손쉽고 경제적인 설치
Danpal®의 VRS 솔루션은 쉽고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기존의 
라미네이트 클래딩(laminated cladding) 보다 최대 3배 가볍고, 신뢰성 있는 Danpalon® 연결 
시스템을 사용하며 모든 유형의 지지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Danpal®VRS는 추가프레임 없이 
내벽이나 구조물 지지대에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DANPAL® VRS PROVIDES 
THE BUILDING WITH A NEW, 
REVITALIZED APPEARANCE



1.	 벽면
2.	 단열재
3.	 커넥터
4.	 벽	거치대
5.	 Danpalon®	패널
6.	 VRS	폴리카보네이트	외부	코너
7.	 외부코너	지지용	굽은	벽	거치대
8.	 알루미늄	내부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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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C, France | Danpal® VRS 
Architect: Philippe Dubus - Mme De l’Espinay

시스템의 장점
•	 경량자재
•	 100%	방수
•	 손쉽고	신속한	경제적인	시공성
•	 매우	다양한	디자인	및	색상
•	 매우	긴	패널	길이(표준	길이:	최대	

12.0m,	프로젝트에	따라	표준	길이	
이상의	패널	제공	가능)

•	 친환경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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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등 밝은 색으로 마감된 건물에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 불투명 패널을 추천합니다. Danpal® 반투명 제품을 
사용하면, 건물의 외관이 시간별로 파사드에 투사되는 빛과 
반사광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양면 컬러를 선택하면, 파사드를 활용하여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각각 고객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Danpal® 시스템에 고객이 선택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INGING YOU BRILLIANT LIGHT, 
REFLECTIONS & COLOURS



Stainless steel self-drilling screw

Danpalon® panel
Width 600mm – thickness 12 or 16 mm

or
Width 900mm – thickness 12 or 16 mm

or
Width 1040 mm – thickness 16 mm

Fixed point at base/cill
Extending point at middle and top/head pointU connector Minimum 50 mm air space

Insulating material 

Solid supporting 
framed structure

ISOLALU LR150 OR LR80 cleats

Choosing the support binding will depend on:
1. The nature of the support
2. The local wind load calculations
3. The shearing resistance of the bindings

단면 지지대 구조

단열자재

최소	50mm	공간
철재나사

U	커넥터

고정철물의 지점간격 산정시	
건물의 구조 및 풍압을 고려해야 함

		기본 고정점
		중간 확장 점	/상부 점

DANPAL® VRS 16 MM DANPAL® VRS 12 MM

모듈 폭 600-900-1040 mm 600-900 mm

패널구조 멀티셀

내연성* EN 13501-1, B-s3, D0 
LEPIR 2 passed

내 충격성 PV CSTB CLC 11-26031579

내풍압 PV CSTB CLC 09-26019639

평균 무게
(패널	+	컨넥터)

600mm	프레임 5.0 kg/m² 4.35 kg/m²

900mm	프레임 4.5 kg/m² 3.55 kg/m²

1040mm	프레임 4.1 kg/m² -

Danpal®	Cladding	최대 온도 According to DER / HTO 2009 - 209

적용 기술 CSTB avis technique 2/13 1552

Softlite	(무광코팅) 모든 색상에 무광코팅 적용가능	(상담필요)
HP	코팅	(내 화학성) Softlite를 제외한 모든 색상에 적용가능

* Complies with seismic action described in the EuroCode 8

ZIP Hotel, Korea | Danpal® VRS 16mm | Architect: Shineu Achitecture

기술적 특성

표준 단면도 – 벽

•	 Danpal®	VRS는	Danpalon®	패널의	안쪽	면과	단열재	또는	보강	파사드(supporting	façade)	사이에	최소	
50mm의	환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	 환기	부분은	지속적인	공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창틀(sill)	및	헤드	섹션	안에	설계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파사드	
노출	정도와	패널의	두께	및	빛가림에	따라	계산됩니다.

•	 개별적인	설계	요건에	관해서는	저희	회사의	기술	및	설계팀과	상의해	주십시오.



DANPAL® 시스템으로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회사 소개
건물 외관을 위한 혁신적인 자연광을 제공하는 Danpal®은 우수한 투광성 건축 시스템을 창조하여, 
빛과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최적의 공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Danpal®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지난 50년간 건축가들이 빛(자연광 및 인공 조명)을 강력하고 다재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실내외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빛나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Danpal®은 Danpalon® 반투명 U자형 패널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건축공간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의 상업, 교육, 운송, 건강, 스포츠,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빛의 건축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건축에 완벽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anpal® 제품은 모든 유형의 건물을 위한 외장재, 치장재, 지붕, 채광창, 
루버등 실내외 환경까지 충족시키는 친환경 자재로서, 광범위한 빛의 건축을 완성합니다.

Danpal® 시스템은 혁신적 기술, 심도있는 건축 노하우와 고객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계 5개 
대륙에서 운영되고 있는 Danpal®은 다채로운 빛의 건축 솔루션으로 건축에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INTERIORFACADES OUTDOORSKYLIGHTSCLADDING SHADING

Danpal® VRS 는 고객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Danpal® 시스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www.danpal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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