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

ANAMORPHOSIS

AVANT-GRADE

SPLASH

MOVEMENTS

ART DECO

METAMORPHOSIS

AUTUMN

BANG

&
LAND ART

IN-RELIEF

YEEAH!!

TRENDS

POP ART
OP ART
www.danpal.com

DANPALON

KINETIC

TRENDS & MOVEMENTS

®

KINETIC

KINETIC

양면 색상의 표면이 통합된
형태를 이룹니다.

키네틱 패널은 기존의 단팔
시스템 제품군 처럼 단열,
광학, 방음, 기계적인 성능
등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Thickness

에너지 효율, 품질 그리고 견고함이
요구되는 신축 건물 또는 건물외벽
리모델링을 위한 VRS 시스템

"단팔의 혁신적인 단파론® 패널은 건축물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단파론 키네틱(Danpalon® Kinetic)은
지금까지 보지못한 역동적인 건물 외벽을
창조하며 다이나믹한 효과를 구현시켜, 보는
각도에 따라 건물의 외관을 변화시킵니다 조명, 색상, 투명도 그리고 반투명성 등

Danpalon® Kinetic for
Danpatherm
쉬운설치, 우수한 단열 및 방음 효과를
가진 공장 사전 조립형 반투명 패널
시스템

비교할수 없는, 장기간 유지
가능한, 외형적 아름다움

of walls 3

SECOND DIAGONAL

FIRST DIAGONAL

단파론 키네틱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기능을 포함한
공압출 방식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5.8

600

Width

Lengths up to

600mm

SOFLITE

12m

눈부심을 방지, 시각적 편안함을
위한 특별한 마감 처리
"무광 표면 마감으로 잘 알려진
소프트라이트 공압출은 키네틱
패널의 외 표면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고 100kg의 풍압에서의 최대 권장 간격
• PC 커넥터 사이의 최대 간격 - 0.8M

CSTB에 의하여 시험과 인증이
완료된 소프트라이트 마감은
어떤 건축물에 적용되든
눈부심을 줄여주고, 최상의
시각적인 편안함을 줍니다."

• ALU 커넥터 사이의 최대 간격 - 1.9M

• 아웃도어 커넥터를 이용한 외곽 경사 5도(또는 9%)
자세한 정보는 단팔 웹사이트의 기술문서를 확인하세요

CREATE YOUR

KINETIC
BUILDING

선택한 두개의 색상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답고
다이나믹한 효과를 주는 단파론
키네틱은 건축 디자인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HP (HIGH PROTECTION)
HP 코팅 마감처리

Danpalon® Kinetic for
Roof

Danpalon® Kinetic for
Layout

단팔의 기술영업팀은 고객의 키네틱
프로젝트를 도와드립니다.

보다 강한 표면과 오염방지
성능이 필요한 지역에 특히
유용한 단파론의 HP마감 처리는
키네틱 피널의 외 표면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능

I충격 저항성

• 충격 (성능유지)

기술개발 팀은 고객에 의해
선택된 색조을 기본으로 다양한
색상의 팔래트를 만들었습니다.

• 외부 : Q4 - 내부 : O3

• 충격 저항성 : 1200 joules

열관류율 = 2.3 W/m2K
빛 투과율 : 색상에 따라 최대 20% (가시광선 투과 :
400 - 700nm)

KEY FEATURES
■
■
■
■
■
■

Number

16mm

단파론 키네틱 패널은 단팔의 독특한 커넥터와 함께 사용하여 외관의
아름다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기존의 다른 단팔 시스템들과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Danpalon® Kinetic for
VRS

자외선 차단

31
16

일등급의 폴리카보네이트 재료로
만들어진 키네틱 패널들은
특별한 기술에 의하여 두개의
겉면이 사선으로 맞닿아

TREATMENT
& FINISHING

KINETIC

TECHNICAL
SPECIFICATIONS

COLOR GAMES

DANPALON

®

특수 색상과 디자인
아이디어에 적용이 필요하다면
단팔코리아가 상담해드립니다.

FURTHER
DETAILS:
WWW.DANPALKOREA.CO.KR

다이나믹하고 독특한 외관

싱글 패널 내에 다양한 옵션
무제한 색상 조합

투명 또는 반투명 선택가능
우수한 기술적 기계적 특성
단팔 시스템과 통합 가능

FACADE
IN MOTION

1 to 4
B-s1, d0
Panel fire
reaction

buildings
of all
categories

Stability in
seismic zone

Danpal® Facade

10
years
Warranty

Usine

Danpal® Roof

Danapal® VRS

Danpatherm®

Excellent
resistance to hail

Commission in charge of formulating
technical advice

LIGHT ARCHITECTURE SOLUTIONS
FOR THE BUILDING ENVELO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