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cwall 은 

벨기에 UNILIN사의 유니클릭 특허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벽장재 시스템 입니다.
간편한 시공법은 물론, 완성도 높은 하나의 매끄러운 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공 공정이 줄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강한 내구성과 내후성으로 유지보수가 용이 합니다.
무엇보다 ClicwallⓇ에 적용 된 EVOLA Collection은 고품질의 유럽산 HPL로 공간을
더욱 리얼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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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Features

Clickwall Deco

Seamless design
경계가 보이지 않는 무매지 공법 대체가능

Fast and easy installation
경량 벽체 시공 과정 간소화
원터치로 벽체구성에서 마감까지 동시 시공가능

A wide selection of designs
UNILIN EVOLA 컬렉션 적용으로
170여 개의 고품질 디자인 구현 가능

Limit dirt, dust and cleaning up
고품질 멜라민 코팅을 양면에 적용하여
청결한 표면상태 지속 가능

Eco-friendly
유럽산림인증인 PEFC 인증을 취득,
‘E0’ 등급 자재로 새집증후군 걱정 無

Optionally fire-retardant
한국 방염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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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Features
규격
600 mm
10 mm
618 mm

2,785 mm

구조

MDF (PEFC 인증)
멜라민 데코층

PATTERN

UNILIN evola : 170여종 다양한 HPL 무늬

*본 카다로그의 색상은 제품 색상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Wood Style

Mineral Style

H450 / HERITAGE OAK LIGHT PA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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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88 / ROYAL OAK VANILLE

H784 / ROBINSON OAK LIGHT NATURAL

F252 / CARRARA FROSTED WHITE

Clicwall

Solid Style

F989 / PURE CONCRETE LIGHT

025 CST / FRONT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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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84 W06
Robinson Oak light natural

Wood Style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Clicwall Wood Style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나뭇결 디테일로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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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88 V8A
Royal Oak vanille

H164 V8A
Royal Oak dark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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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Style
F252 BST
Carrara Frosted white

콘크리트의 도시적인 세련미와
석재의 내츄럴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스타일로

F989 BST
Pure Concrete light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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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CST
Front White

Solid Style

웜화이트 톤은 어디에나
잘 적용되는 스타일로
따뜻한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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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방법

1

2

상 하부 런너를 설치한 후 스터드를
600m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400 mm

300 mm

벽 코너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첫 패널의 위치를
선정하여 나사, 타카핀, 변성실리콘을 통해
고정합니다. 코너에 직선 가장자리가 오도록 해야
다음 패널을 홈에 맞춰 끼울 수 있습니다.

4

벽에 각을 형성하면서 코너에 오도록 두번째
패널을 두고 첫 패널에 끼워질 때까지 벽측으로
돌립니다. 이제 홈을 이용하여 하위구조물에
두번째 패널을 고정시킵니다.

5

각 패널에 이 과정을 반복하여
벽이 완전히 덮이도록 합니다

앞서 크기를 맞춰 잘라둔 패널의 수쪽이 인접한
패널에 맞아 들어가도록 끼워서 마감합니다.

6

완성!

100 mm

※ 작업 전에 벽 두께를 파악하십시오. 너무 좁거나
넓으면 마지막 패널 작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첫번째 패널을 벽에 맞춰 잘라야 합니다. 절단부의
폭은 200mm 이상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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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단에 최소 6 mm의 신축 이음부를 확보합니다.
아래와 같이 클릭월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이음부를
마감 처리하십시오.

※클
 릭월이 올바르게 결합되도록 확인하며
시공하십시오.

Clic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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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코너 마감

바닥 하단부 마감

하단부 마감은 실리콘을 도포해
위와 같이 부착하고 경화될 때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장 마감

‘ㄱ’ 자 몰딩으로 천장 마감하기

플렉서블 내/외부 코너 프로파일로
천장 마감하기

주의사항
클릭월 설치 마무리 시에는 원하는 디자인의 플렉서블 코너 프로파일 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 사항
ㆍ표면을 날카로운 칼이나 무거운 물건으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알루미늄 프로파일 사용시 시공방법

ㆍ클릭월은 경도가 높은 제품으로 부딛힐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ㆍ표면 청소 시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수분이 거의 없는 타올 등으로 위, 아래 방향으로 닦아 주셔야 합니다.

보관 주의 사항
ㆍ제품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평평한 바닥 위 평 파렛트를 이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ㆍ파렛트는 2단 적재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상 적재 시 제품에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물 코너와 맏닫는 프로파일에
접착 실리콘을 도포합니다.

바깥부분에 클릭월 고정을 위한
실리콘을 도포합니다.

클릭월을 약 45도로 절단 후 붙입니다.

ㆍ고온 다습한 보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ㆍ제품의 표면 또는 모서리가 깨지거나, 긁히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ㆍ클릭월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 내에 보관 해야합니다.

시공 보수 주의사항
ㆍ시공 가이드를 꼭 숙지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ㆍ현장 도착 시 48시간 동안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 후 설치 당일에 포장지를 뜯어 시공 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시공 장소는 건조하게(습도 50~60%) 유지 해주시고 온도는 +5도~+25도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ㆍ이동 시 폭이 상, 하 방향이 되도록 하여 2인 1개조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단부를 보강하여 접착 실리콘이 경화 될 때까지
고정합니다.

상단부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며 접착이 완료된 후 부착물을

ㆍ하지물은 평평한 벽 구성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하지용 자재를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제거 합니다.

18

Clicwall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