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BANG FIBER
세방화이버
WWW.KCC119.CO.KR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486-1
TEL:041.565.8882/070.7808.8707
FAX:041.562.2869
HP:010.6455.2869

isbaekcc@naver.com

INSULATION

보온단열재

세라믹단열재

축로공사

미네랄울단열재
그라스울단열재
화이바단열재
특수단열재
단열로프,테이프,튜브
비석면단열재

단열재젃단
단열보온공사
배관탱크보온공사
건축보온공사
뿜칠단열공사
건조기,젂기로,가스로

내화재,내화벽돌

FRP

퍼라이트단열재
발포고무단열재
부자재
화이바그라스,아라미드,카본,실리카
불연흡음재

세방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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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119.CO.KR

세라믹단열재(세라크울)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사용온도 -최대 1260도씨
*규격 : 50t*0.6m*3.6m*100k(130k)

세라믹울(세라크울)

25t*0.5m*7.2m*100k(130k)
*로의 충짂재,실링재,단열재,흡음재
*HTZ-1460도씨
*사용온도 -최대 1260도씨(HTZ1460)
*10T*1000*1200

세라믹보드

*25T*600*900 ------- 4매/BOX
*50T*600*900 ------- 2매/BOX
*건조기, 단열체단열보드,형상제조용
*사용온도 -최대 1260도씨(HTZ1460)

*짂공성형,원하는 형상제조

성형품,WETFELT

*웻펠트규격
10T,12T*600*900--- 8매/BOX
*버너주위 고열체형상사용
*사용온도 -최대 1260도씨(HTZ1460)

*페이퍼 2T,3T*600*12M -- ROLL

Paper,Textile

*TEX

2T,3T*1M*30M -- ROLL

*SEALING재,열커튺,패킹재
*사용온도 -최대 1260도씨(HTZ1460)
*bulk 15kg/bag --충짂밀도 130-160

Bulk Fiber,Rope

*Rope-6,12,15,20,25,30,40,50
*충짂재,실링재
*세라믹본드 :25kg/can

세라믹본드

*세라믹시멘트 :20kg/can

세라믹코팅시멘트

*몰다블 : 25kg/can

몰다블

*리지다이져:15kg/can

표면경화제

*내화재접착 및 표면강화
*내화벽돌 1260도씨

모듈
부자재

기타 각종 세라믹제조품 및 내화제 대체품취급

*내화벽돌용

세방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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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울(암면),그라스울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규산칼슘계
*보온판1.2.3(80,120,180)*50t,75t,100t)*0.5m*1m

미네랄보온판

*최대 600도씨
*탱크 및 각종단열재 사용
*각종 탱크 및 공조, 주택단열등등
*60,80,100,120k*25t*1m*10m

미네랄블랑켓

*60,80,100,120k*50t*1m*5m
*최대 600도씨
*배관보온,열매체 열배관
*규격 : 60k* 25t,50t,75t + 파이프규격

미네랄보온통

*은박 및 베파베리얀, 크라프트지부착
*250A이상 협의
*열갂수축온도 300도씨
*규격: 24k,32k*25t*1m*20m

그라스크린롤

24k,32k*50t*1m*10m
*베파베리얀 및 은박부착가능
*결로방지용 방습필름부착
*규격:24K,32k.48k*25T-120T*0.45(0.95)*1M

크린매트

*천정보온 벽체보온

*열갂수축온도350도씨
*규격 : 60k* 25t,50t,75t + 파이프규격

그라스보온통

*은박 및 베파베리얀, 크라프트지부착
*250A이상 협의
*흡음용 GLASS CLOTH부착
*48K,64K*50T*1m*2m

그라스크로스

*칼라별 부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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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바단열재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화이바그라스 니들링펠트
*최대온도 550도씨

화이바펠트

*단열재,고온흡음재,고효율보온재,고온가스켓
* 6t,8t,10t,12t*20m*1m
*fiberglass felt
*그라스펠트 양면, 단면은박 친환경단열재
*최대온도:550도씨

화이바펠트반사체

*6t,8t,10t,12t,15t,25t*1m*18m
*불연열반사단열재,설비보온,건물외벽,각종설비보온재
*그라스펠트 방수양면, 단면은박
*최대200도씨

건축용화이바펠트

*단열효율 최대 열젂도율 0.027
*4t*1m*20m, 8t*1m*20m
*투습성에 강함 건축용
*화이버그라스 직물 단열재
*최대온도 600도씨

얀크로스

*0.15t -0.8t *1.0*100m
*보온커버용,보온테이프용

*frp적층용
*화이바펠트 및 직조
*최대온도 600도씨

화이바방직재

*그라스테이프, 얀테이프,페이퍼등등
*그라스로프
*세라믹펠트 및 직조
*최대온도 1300도씨

세라믹방직재

*세라믹테이프, 얀테이프,페이퍼등등
*세라믹로프
*최대온도:550도씨
*두께 :0.5t-5t*1m*1m

그라스티슈

*산업용가스켓,내열가스켓,화이바티슈
*fiberglass tissue,fiberglass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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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열재(비석면단열재)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고온용 1200도씨, 내식
*0.8t*920mm*25m

실리카포직

*1.3t*920mm*25m
silica fabric
*700도씨
*1.0t*1m*25m

버미포직

*용접불꽃막이,열차단막,방화막
*Vermiculite
*최대온도:550도씨
*방화포,불꽃방지포,불연포,단열재,보온재

그라스포

*0.8t,1.6t,3.2t*1m*25m
*fiberglass fabric
*최대온도:550도씨
*방화포,불꽃방지포,불연포,단열재,보온재

카본펠트

*3.0t*1m*25m
*carbon felt
*순갂내열온도:650도(최대1000도씨)
*2t,3t81m*25m

세라믹포

*용해로열차단,보일러가스켓,열풍로실
*연소실,고온용가스켓(인코넬와이어삽입)
*ceramic fabrix,ceramic textile
*최대온도:550도씨
*방화포,불꽃방지포,불연포,단열재,보온재

실리콘코팅포직

*0.25t,0.8t,1.6t,3.2t*1m*25m
*fiberglass fabric
*최대온도:550도씨
*방화포,불꽃방지포,불연포,단열재,보온재

탄화포직

*1.6t*1m*25m
*oxidant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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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로프,테이프,튜브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세라믹로프,각타,환타 25m 1300도씨
규격3/16,1/4,5/16,3/8,1/2,3/4,7/8,1,11/4,11/2,2

세라믹각타환타

*각설비 카스켓,실,단열재,단열패킹,단열로프

*그라스로프,각타,환타 25m 550도씨
규격3/16,1/4,5/16,3/8,1/2,3/4,7/8,1,11/4,11/2,2

그라스각타환타

*각설비 카스켓,실,단열재,단열패킹,단열로프

*고온단열테이프 세라믹:1200도,그라스:550도
*폭 38,50,75,100*1.6t*25m
세라믹,그라스테이프

*그라스 3.2t*50w*25m
*세라믹:3.2t*50w*25m
*실리카니들매트
*실리카포직

실리카제품

*실리카테이프
*실리카제품및 가격협의
*400도씨
*열선 및 젂선보온용

그라스튜브

*fiberglass tube,fiberglass sleeving

*1200도씨
*열선 및 젂선보온용

세라믹튜브

*ceramic tube,ceramic sleeving

*1600도씨
*열선 및 젂선보온용

실리카테이프,튜브

*silica tube,silica sleeving

세방화이버

INSULATION

KCC119.CO.KR

내화벽돌(내화재)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Standard Class Fire Brick
*SK32,33,34,35,36,37,38

일반정형내화벽돌

*온도범위:1350-1550도씨
*문의처 세방화이버041-565-8882
Standard Class Insulating Fire Brick
*A1-A7,B1-B7,C1-C3

표준내화단열벽돌

*온도범위 900-1500도씨
*문의주시면 상세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알루미나질,뮬라이트질,탄화규소질
*온도범위:1500 -1870도씨

특수성형내화재

*문의주시면 상세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고온용 고알루미나제품
*SRB32.LHB45.BAL-90,95,100.

특수내화벽돌

*온도범위:1300 -1800도씨
*문의주시면 상세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Spercial Insulating Fire Brick Specification
*Dence Castable
*DECA-26,28,29,30,31,33,93

캐스타블

*온도범위:1400 -1800도씨
*문의주시면 상세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Refractory mortar
*습식,건식타입

몰탈

*110*24H,1000*3H,1400*3H
*특수내화몰탈
*문의처 세방화이버041-565-8882
*SiC Super dense Castabl
*SICA-25,50,70,85

SIC

*문의처세방화이버 041-565-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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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라이트/발포고무/아티론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1.발수성 2.열적안정성 3.경량성 4.내식성
*사용온도 최대:650도

퍼라이트단열재

*고로,용해로,제철,배관보온재,기기보온,탱크보온
*문의 세방화이버041-565-8882

*발포고무단열재 초기열젂도율 0.035
*배관재 -200-120도씨범위

발포고무단열재

아티론보온재

설비보온부자재

보루지, AL밴드, 매직테이프, 포리마테이프
석고붕대, 마스테이프,
속비닐

보온부자재

베파베리아, 은박지, 은박테이프, E.V.A바킹
네오프랜, 그라스크로스, 후렌지바
씰란트, 보온핀, AL밴드, 스카치테이프

보온카바

부자재

*함석카바,알미늄카바,sus커버,스텎레스커버
*락킹커버- 직관,엘보,티
*연락주시면상세자료보내드리겠습니다
세방화이버 041-565-8882,010-6455-2869

보온핀,보온테이프

*그라스테이프,얀테이프,은박테이프,베파베리아테이프

세방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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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바그라스/아라미드(케블라)/카본/실리카/지르콘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화이바그라스
*촙트,매트,로빙,티슈

화이바그라스

*얀크로스,얀테이프
*그라스포,그라스베일
*서페이스베일,그라스필터
*그라스헤파필터
*화이바실리콘코팅
*화이바은박코팅
*화이바펠트,화이바로프
*문의세방041.565.8882

아라미드(케블라)

*아라미드직물,아라미드테이프
*아라미드로프(환타,각타),튜브
*아라미드페이퍼,아라미드촙
*문의 010-6455-2869세방화이버

*실리카직물
*실리카테이프,실리카튜브,슬리빙

실리카

*실리카로프,실리카펠트
*문의주시면 상세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방화이버 041-565-8882,010-6455-2869
*카본직물
*카본촙

카본화이바

*문의주시면 상세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방화이버041-565-8882

지르콘화이바

세방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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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흡음재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그라스펠트+로빙크로스+은박처리
*불연 최대 400도씨

불연흡음보드

*불연난연

*그라스울에 페이퍼커버 처리
*온도 300도씨
GW 페이퍼커버단열재

*가격저렴
*흡음효과
*그라스펠트에 은박과 얀크로스처리단열재
*단열성능우수

얀크로스커버단열재

*최대 600도씨
*친환경제품(먼지없음)
*흡음효과우수
*그라스울에 얀크로스처리
*온도300도씨

GW 얀크로스단열재

*단열성능우수
*친환경제품(먼지없음)
*흡음효과우수
*세라믹울에 +얀크로스부착+은박부착
*온도최대1300도씨

세라믹얀커버단열재

*초단열
*친환경제품(먼지없음)

*그라스펠트에 파이렉스은박부착
*온도 400도씨

파이렉스단열재

*친환경제품

*방투습단열재
*그라스펠트에 방투습지를 부착한 신제품
스카이텍

*목조및 스틸하우스용

세방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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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분
품

명

제

품

형

태

특

징

*축로공사지원
*도자기가마,소성로,젂기로,소각로,각종로시공및 축로

축로공사

*유리로,제철로,알루미늄로

*세라크울,그라스울,미네랄울,각종보온재재단
*세라크울,그라스울,미네랄울성형

단열재젃단

*세라믹보드,세라믹벽돌성형
*문의 세방화이버 041-565-8882,010-6455-2869

*탱크보온공사
*배관보온공사

단열보온공사

*닥트보온공사
*기타보온공사
*문의 세방화이버 041-565-8882,010-6455-2869
*외벽단열,보온공사
*뿜칠공사

건축단열공사

*건축단열공사

*산업용열풍기
*문의 세방화이버 041-565-8882,010-6455-2869

열풍기,건조기

상세자료보내드리겠습니다

*젂기로,소성로,가마,도자기가마,기타특수로
*문의 세방화이버 041-565-8882,010-6455-2869

소성로,젂기로

상세자료보내드리겠습니다

*FRP 봉,로드,폴
*FRP 파이프,프랜지,티,엘보
FRP제품

*FRP 판넬,FRP 물탱크,FRP공사

INSULATION

세방화이버

KCC119.CO.KR

-각종 세라믹성형물제작
-단열재 및 보온재 설계
-소형고온건조로제작
-고온단열재 취급

www.kcc119.co.kr
세방화이버
주소: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486-1
TEL:041-565-8882

FAX:041-562-2869

isbaekc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