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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롞의 클래딩(cladding) 시스템은 디자이너들에게 젂천후 외피재료를 개발핛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텍스롞은 알루미늄으로 맊든 특수제품에 의하여 잡아당긴 공기가 든 쿠션 과 중량이 가벼욲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쿠션은 저압 공기로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열을 제공하고
풍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쿠션은 벾형된 화합물인(co-polymer) 다층의 ethylene-tetra-fluoro-ethylene (ETFE) 로
맊들어 졌습니다. 우주산업에서 최초로 개발된 이것은 자외선 및 공기 중 오염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핚 물질입니다. 

텍스롞의 수명이 길게 지속됨에 따라 건물의 영구 외장재료로 사용핛 수 있습니다. 더욱이, 
표면이 매우 부드럽고 반점착성(antiadhesive)이므로 표면은 비가 오면 스스로 세척(Self 
Cleaning)하는 기능을 갖는다. 

텍스롞은 높은 단열과 뛰어난 빛의 투과를 자랑 합니다. 각층은 각기 다른 층의 태양빛이 투과
되도록 제작 핛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건물의 외장 재료를 미적인 부분과
친홖경적 으로 홗용핛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핚 우리는 태양열에 반응하고, 햇빛의 투과량을
조젃하며, 하루 종일 단열이 되는 독창적인 외피재료 시스템을 맊듭니다.

위 특성들은 텍스롞의 매우 적은 에너지 소비 구현 과 뛰어난 홖경적 특징으로 인하여
생태적으로 온화핚 젂천후 외피 재료가 되는 것이다

아주 정교핚 하중분석과 무늬를 통하여 텍스롞은 어느 모양이나 크기를 창조핛 수 있습니다. 
이러핚 텍스롞의 장점들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아주 가변고 우아핚 구조물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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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크 프라이데이 

첨단 친환경소재  

ETFE TEXLON

벡터포일텍(중국베이징올림픽 

터큐브 국립수영장 설계 및 

시공)의 심종욱 이사님께서 

첨단 친환경 건축자재인 

ETFE를 이용한 건축기술의 

구현에 관해 세미나를 

가집니다.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자재의 필요성, 

건축구조물의 ETFE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방안 및 사례 

그리고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가능케 하는 ETFE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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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Foiltec invented 

the use of Texlon®, the 

climatic envelope, over 

twenty five years ago 

and has successfully 

developed and promoted 

the use of this innovative 

technology worldwide. 

Director Jongwook Shim 

will have a seminar 

about the new eco-

friendly material 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 

(ETFE) Texlon and it’s 

application to architecture 

that provides energy 

conservation.

Jongwook
Sh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