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PAN 원목집성판재
최고의 품질을 위한 진보적인 기술

PASSION FOR WOOD

집안의 공기와 습도를 조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목재
목재는 우리의 생활공간에 자연의 소중한 한 부분을 선사해 줍니다.
나무는 흡습성이 있어 공기 중의 습도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Nordpan 원목집성판재는 가장 으뜸가는 침엽수 목재로 생산됩니다.
따라서 Nordpan 판재는 자연의 한 부분이며 가장 친환경적인 자재입니다.
가공 또한 용이합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주거 공간은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합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나무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은 지구의 녹색 허파라고 불리고 있으며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건강한 삶의 공간입니다.
숲에서는 다양한 동식물과 미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며,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원자재의 하나인 나무가 매일 새로 태어나고 자랍니
다. 숲 속의 나무들은 물을 저장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토양을 지탱하
고, 쾌적한 기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류의 미래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목재는 석재, 철재, 콘크리트 등과 같은 차가운 성질의 자재가 아니어서
주거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재 생산이 가능한
중요한 가구 및 건축 자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는 우리의 건강,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지켜
주는 매우 중요한 친환경 원자재입니다. 대 다수의 물질이 그러하듯이
목재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변질되지만 관리함에 따라서는 가구의 품
질과 건축의 구조를 반영구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Nordpan 사는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목재를 이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설자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어 1969년에 설립되
었습니다. 오늘날 Nordpan의 각종 원목 자재는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서 사랑받고 있으며, 가장 친환경적인 자재로써 건강한 주거 및 업무공
간을 창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거부하는 최고의 품질

최고 품질의 침엽수

Nordpan 원목 자재들은 유럽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 높고 뛰어난 제품에 속하며, 모든 면에서 최고의 품
질을 자랑합니다. 이런 연유로, 유럽의 유명 목재상들은 알프스에서 생산되는 Nordpan 제품을 판매하
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고급 품질의 침엽수 원목만을 사용합니다:
- 가문비 나무/ SPRUCE
- 낙엽송/ LARCH
- 소나무/ PINE
- 고목형 가문비나무/ SPRUCE ANTIQUED
- 미송/ DOUGLAS FIR

최고급 품질의 원자재, 축적된 경험, 적극적인 임직원들과 최첨단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Nordpan 원목
자재들은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원목 자재들을 생산해 냅니다. 업계 최고의 설비와 기술,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에게 가장 뛰어난 자재를 공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용도
홑판 혹은 여러겹으로 생산되는 Nordpan 원목 자재들은 가구 제작은 물론이고, 각종 건물 내/외부용 건
축자재로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체로 사용되는 Nordpan 원목 자재들은 건물에 자
연적이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해 줍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저희 Nordpan 원목 자재들은 목조주택
건축용 및 대형건축물의 경량화 즉 체육관, 수영장, 전시장, 대형창고 등의 산업용 건축에도 많이 쓰입
니다. Nordpan은 유럽의 원목자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적용 분야
- 가구 제작
- 벽, 지붕, 천장공사.
- 바닥재 및 계단재.
- 각종 문과 문틀 제작 ( 방문, 창문, 문틀, 현관문 제작 등)
- 산업 및 공공건축, 목조주택, 상가 건축, 각종 목구조물 제작.
- 건물 외벽의 마감재, 난간 제작.
- 조립식 임시건물, 박람회 및 상품 전시장의 부츠 제작

최고의 품질을 지향
Nordpan 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숲에서 자란 나무들만을 선별 벌채
한 원목을 원자재로 사용합니다.
모든 Nordpan 원목 자재들은 CE 인증(유럽 안전규격) EN 13986를 받았으며, 독일 건축협회 (Das
Deutsche Institut fuer Bautechnik) 가 부여한 건축자재 허가번호 Z-9.1-465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새로운 미학

Nordpan 원목집성판재는 전통 양식의 건축에는 물론 현대식 건축양식에도 건축가 및 건축주의 다양한
미적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건축자재입니다. 작업의 용이성으로 인해 건축주와 건축가의 미
적,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홑판 혹은 다겹 집성판재는 그 탁월한 내구성으로 인해 내/외벽의 마감재로써 매우 다양한 시공
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Nordpan이 생산하는 원목집성판재는 건물 내/외관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며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건축을 원하는 건축주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목공 장인들을 위한
최적의 원목자재

Nordpan의 명성은 유럽의 전문 목공장인들과 목재상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종 원목 가구 제작, 다양한 목재 건축의 구조 혹은 실내 장식을 완벽하
게 시공하기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재의 품질이 보장될 때만이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은 Nordpan 원목
자재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랑(Olang) 공장
오랜 전통의 목재 회사
인류의 역사는 목재 가공 기술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취미용 목공예부터 전문적
인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재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기술 연마에 열
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1969년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Nordpan 은 인류의 오
랜 관심사였던 목재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탐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Nordpan
은 나무로 만드는 건강한 생활공간 창조를 사훈으로 삼고, 항상 최상급의 원목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산악인들의 성지인 유럽 알프스 산맥 티롤 지역의 남부(south Tirol)에 있는 올랑
(Olang, 이탈리아) 과 북동지역에 있는 슈트라센(Strassen, 오스트리아)은 유럽에서 가
장 오래된 목재 산업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목수들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지
역입니다. 오랜 전통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임직원들은 혁신적 목재산업 환경과 현대
적 생산기술로 올랑과 슈트라센 공장에서 매년 4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다양한 원목집
성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Nordpan은 높은 완성도와 완벽성을 향한 꾸준한 기술투자 및 열정으로 유럽 목재산업
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품질향상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도 지속적인 인류의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은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
Nordpan의 경영진은 임 직원들이 평안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
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복지 재단을 설립하
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Nordpan 의 모든 임직원을
업계 으뜸의 반열에 올려 놓았으며, 이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제안을 통해 으뜸
의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Nordpan
의 임직원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을 위해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2008 년 8월
Nordpan 슈트라센 공장 준공식
Nordpan AG의 모기업인 루브너 기업집단
슈테판 루브너(Stefan Rubner)회장과 페터
코플러(Peter Kofler) Nordpan 사장이 공장
준공을 축하함
Nordpan
Rubner
Holzbauelemente
GmbH 사의 주주 중 한 명인 마르쿠스 프루
거(Markus Prugger)가 최초 생산된 집성목
패널에 기념 서명.

물류 본부,
편리하고 신속한 운송

슈트라센(Strassen) 공장
티롤 동부지역 목재 산업의 상징
알프스 티롤 동부지역의 슈트라센에 소재한 Nordpan Rubner Holzbauelemente
GmbH 공장은 2006년 Nordpan AG사의 자매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최첨단의 혁신
적 생산설비 및 기술과 독보적인 품질은 이 공장을 단시간에 목재산업을 이끌어가는 대
표적 기업의 반열에 올려 놓았습니다. 으뜸의 품질 및 첨단 물류체계와 고객 관리 체계
는 시종일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며, 루브너 기업 집단에 속한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Strassen의 임직원은 지속 가능한 목재산업을 통해 생산된 목조 건축자재를 공급함으
로써 친환경 생활공간 창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
하고 있는 재활용이 불가한 건설자재들을 목재로 대체함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는 신념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
고 있습니다.

Nordpan은 신속한 출고를 위해 올랑과 슈트
라센의 두 공장의 대형 창고에 일정량의 제
품을 항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객들이 자가 창고 운영에 필요한
금융비용과 창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Nordpan의 물류본부는 열
차 및 일반 도로망과 편리하게 연결되어 유
럽전역과 해외시장에 신속하게 운송 공급하
고 있습니다.

Nordpan 의 원목 자재들은 최종적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중
간단계 제품으로 가구 제작, 실내 장식, 주택 개보수, 신축 목재
건축물 의 시공 등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첨단 설비와 축적된 기술, 목재 생산에 대한 오랜 경험, 품질
을 최고로 여기는 장인 정신과 높은 자질로 무장된 임직원에 의
해 업계 중 으뜸의 목조자재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전세계
유명한 목재 유통회사 및 가구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Nordpan의 원목 자재는 자연에서 얻어진 자재로써 가공 후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보관, 가공
그리고 관리에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들을 세심하게 지켜야
합니다.

1. 보관: 원목 자재들은 기본적으로 자동 온도조절 장치가 설
치된 창고 안에서 수평 잡힌 받침목 위에 가지런히 보관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먼지, 습기와 표면손상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전체를 덮개로 잘 덮어 보관해야 합니다.

3. 실외와 습도 높은 공간에서의 용도: 홑판이든 여러겹의 집성
판재이든 외부 표면 및 모서리 부분은, 방수 도료등을 도포하여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물리적 특성상 물속에서
는 사용할 수 없으며 빗물 등이 고여있지 않고 즉시 흘러 내리도
록 하여 수축, 팽창등의 변형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실내용 용도: 홑판 혹은 여러겹으로 제작된 원목집성 판재
는 주로 가구 제작과 실내 마감재(벽, 천장, 바닥)로 사용됩니다.
Nordpan 제품은 함수율 8±2%의 상태에서 출고됩니다. 급격
한 온도 및 습도변화는 목재의 수축과 팽창에 따른 변형을 가져
오므로, 창고에 보관 시 실내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주
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고 내부 조건이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난방기 주변과 강한 햇빛이 드는 창가 등 부적절하게 보관하면
목재의 특성상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내력벽 용도의 여러겹 집성 판재 : 독일 건축협회가 (Das
Deutsche Institut fuer Bautechnik) 규정한 모든 특성 및 허
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생산되어 Z-9.1-465의 규격 승인을 받
았습니다.
5. 실외용 표준 EN 13353에 의한 3겹, 5겹 원목집성 판재 :
Nordpan 의 원목집성 판재는 실외의 다양한 기후변화 조건(건
기와 우기)의 품질기준을 규정한 CE 인증 EN 13986 표준에 따
라 생산됩니다

EN 13017-1에 따른 품질 분류 규정: 품질등급 0: 건강하고 단단히 자란 옹이 허용, 옹이 구멍 나무 못 메꿈 작업 허용, 송진 주머니 (최대 크

표면 외관에 따른 구분

기 2x 30mm) 허용, 송진 주머니 메꿈 허용, 고갱이(목 심부) 없음, 변색 없음, 조악한 목질부 없음, 접착부분 불량 없음, 양면 사포 마감처리. 품

EU 공업표준 EN 13017-1에 따른 품질 분류: 0

A

B

C

질등급 A: 건강하고 단단히 자란 옹이 허용, 옹이 구멍 나무못 메꿈 작업 허용, 송진 구멍 (최대 크기 3x 40mm) 메꿈 작업 허용, 고갱이 크기
400mm까지 허용, 변색 없음, 부분적 조악한 목질부 허용, 접착부분 불량 없음, 양면 사포 마감처리. 품질등급 B: 건강하고 단단히 자란 옹이

가문비나무 (Spruce),

낙엽송 (Larch),

소나무 (Pine),

고목형 가문비나무 (Spruce Antiqued)

미송 (Douglas fir)

허용, 소량의 소형 검은색 옹이 허용, 나무못 메꿈 작업 허용, 송진 구멍 (최대 크기 5x 50mm) 메꿈 작업 허용, 고갱이 허용, 약한 변색 허용,

주의사항 : Nordpan 주식회사는 고객의 부주의로 잘못된 사용/보관/공정비용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옥외용으

부분적 조악한 목질부 허용, 접착부 접착 불량 100mm /1 m 이하 허용, 양면 사포마감처리. 품질등급 C: 접착부 접착불량 100mm/1m 이하

로 사용할 때 수축, 팽창, 변형방지를 위해 방수도장 등으로 올바른 표면보호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모

허용, 0~B에서 규정한 괄호 안의 품질 기준 적용하지 않음(옹이 및 송진 구멍, 고갱이, 변색, 조악한 목질 등), 양면 사포 마감처리.

든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목 자재 및 원목 집성 판재를 사용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것은, 목재는 살아 숨

품질등급 D: 접착 품질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품질 규정이 없는 목재 사용

쉬는 자연소재로서 항상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재 및 목재 종류

1-S 가문비 홀판

1-S 고목형 가문비 홑판

가로x세로 (mm)

5000 x 1250, 4000 x 1250

5000 x 1250, 2500 x1250, 2440x 1220

1-S 소나무 홑판

3-S 미송 3겹

3-S 가문비 3겹

3-S 고목형 가문비 3겹

3-S 소나무 3겹

3-S 낙엽송 3겹

5-S 가문비 5겹

5000 x 1250, 2500x1250, 2440 x 1220

5000 x 2050, 2500x1250, 2440 x 1220

5000 x 2050, 2500x1250, 2440x1220

5000 x 2050, 2500x1250, 2440x1220

5000 x 2050, 2500x1250, 2440x1220

5000 x 2050, 2500x1250, 2440x1220

5000 x 2050, 2500x1250, 2440x1220

2500x1250, 2440 x 1220 (두께 10,14,15,18, 20, 21,
24, 27, 32, 35, 40)
특수 규격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집성구성판재 폭*** (mm)

45, 91, 117*

45 (두께 20, 27,40, 0B 품질)

45

117

117,140*

110, 140*(품질 A/B, A/C+, B/C+)

117, 140*

두께 (mm)

117, 140*

140

117-160*

160 (두께 19mm, 품질 A/B, A/C+,B/C)

190(두께 19mm, 품질 A/B, A/C+, B/C+)

(두께 18, 20, 27, 32, 40 mm 등급 : 0/B, BL,B/C+)

190 (두께 19mm, 품질 A/B, A/C+,B/C)

10, 13, 14, 15, 18, 19, 20, 21, 22

20,27,40 (판재 폭 45mm)

24, 27, 32, 35, 40

18, 20, 27, 32, 40 (판재 폭 117-160mm)

15, 18, 20, 27, 40

19(5/9/5)mm- 중간층 재질-소나무

19, 27

13, 16, 19, 22, 27, 32, 35, 42, 49, 60

190(두께 19mm, 품질 A/B, A/C, B/C+, B/D)

19, 27

두께

27, 32, 35, 42

19mm, 3겹 모두 낙엽송 5/9/5mm

26(7/12/7)-중간층 재질-소나무

26mm, 3겹 모두 낙엽송 7/12/7mm

4000 x 1200 크기 제품 : 18, 20, 24, 27, 32**

32mm, 중간층 가문비 7/18/7mm
42mm, 중간층 가문비 8.5/25/8.5mm
비표준 두께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별도 주문 생산

품질 등급

0&B

0B, (집성구성판재 폭 45mm)

0&B

A/B

양면 0/0, 0/B, 0/C+, A/B, A/C+,B/B, B/C+, C+/C+

A/B, A/C+,B/B, B/C+,

0/B, 0/C+, B/C+

0B, BL, B/C+, BL

A/C : 노출면 불량부위만 교정

B/D, C+/D 노출면 불량 부위만 교정(주문 생산)

A/B, A/C+,B/C+(집성구성판재 폭 190mm)

A/B, A/C+, B/C+ (집성 구성판재 폭 110mm, 140*mm)

0/0, 0/B, 0/C+, A/B, A/C+, B/B, B/C+, C+/C+

0 & B 폭 넓은 집성구성 판재

B/B

D/D 비노출면 불량부위 교정 없음(주문 생산)

B/C: 노출면 불량 부위만 교정

A/B, A/C+, B/C+ (집성구성판재 폭 160mm, 190mm)

(폭 넓은 집성 구성판재 117-160mm)

세부 적 기술 사양

A/B, A/C+, B/C+, B/D(집성구성판재 폭 190mm)

집성 구성 판재 : 표면용 집성 구성판재는 절단하지 않은 온전한 길이의 목재 사용 (4m 혹은 5m)

집성의 겹 구조 및 두께

집성 구성용 판재 : 표면용 집성판재는 절단하지 않은 온전한 길이의 목재 사용. (5000mm)

접착제 : AW100, DIN68705, SWP/2, SWP/3는 주문 생산 가능, 포름알데히트 함유량 0,01~0.03ppm HCOH (<E1,JIS F4****)

27 mm: 4/7/5/7/4 mm

접착제

: 포름알데이드 JIS F4**** 최고등급의 친환경 접착제 사용. [B4(D4)],

표면 판재 두께 : 13,16mm: 4.5mm,

32 mm: 5,5/7/7/7/5,5 mm

함수율

: 공장 출고시 8±2% 유지.

광폭 표면 판재 : 19mm 두께 제품중 A/B, A/C+ 등급만 160mm, 190mm 로 생산가능

35 mm: 6/8/7/8/6 mm

두께 편차 허용치 : ± 0.3mm 이내.

함수율 : 출고시 8±2%

42 mm: 8,5/8/9/8/8,5 mm

공업표준

: EU 공업표준 EN13017-1 적용.

두께 편차허용치 : ± 0.3mm

포장

: 받침목, 비닐덮개, 모서리 보호각, 철제끈으로 포장하고 제품명과 규격표 부착.

공업표준 : EU 공업표준 EN13017-1 적용

재단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판을 원하는 크기로 재단하여 공급 가능.

19,22mm: 6mm,

27,32,35,42mm: 8.5mm, 49,60mm: 12mm

포장 단위/표준 (2440x1220mm 기준) .단 콘테이너 적재 상황을 고려 포장 수량 조정 가능

포장 : 받침목, 비닐덮개, 모서리 보호각,철재 띠로 묶어 포장후, 제품 명과 규격표 부착

10mm: 50장 13mm: 40장, 14/15mm:35장 18mm: 30장, 19/20/21/22mm:25장

포장 단위,단 콘테이너 적재 상황을 고려 포장 수량 조정 가능

24/27mm: 20장, 32/35mm:15장, 40/42mm:12장, 50/52/55mm

13mm :40장, 16mm :30장, 19mm : 25장, 22mm :25장, 27mm : 20장, 32mm : 15장
35mm :15장, 42mm : 12장, 49mm : 10장, 60mm : 8장

* 재고 보유시
** 32mm 두께의 제품은 폭 넓이를 117mm 혹은 140mm인 집성구성 판재로 집성.
*** 집성구성 판재(lamella) : 집성구성 판재란 영어의 Lamella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집성목 판재 5000x1250mm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소형 판재를 말한다. 제조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은 30mm ~ 50mm, 길이는 100mm ~ 5000mm까지의 판재를 이용하
며, 폭이 넓고 길이가 길수록 고급 목재이다. 집성목(재)이란 일정한 두께와 폭 그리고 길이로 가공한 원목을 홑겹 혹은 2겹이상 적층으로 붙여
원하는 크기(폭x길이)와 두께로 만들어진 목조 자재로써 골조용 기둥이나 보 형태 혹은 넓은 판재 형태로 만들어진 원목 자재임.

*재고 보유 시 공급 가능

Nordpan 명성;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 제공
Nordpan 원목 집성판재 생산량은 세계 최대이며 현재 유럽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독보
적인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Nordpan이 유럽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 있으나, 일차
적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품질의 균일성과 Norpan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이 제품의 총체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주어, 제
품을 접하는 순간 Nordpan 제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Nordpan은 회사의 가치가 곧 고객에게는 최대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
고 온 힘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선구자
Nordpan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은 목재를 효율적으로 가공하여, 최고의 품질이라는 결
과물뿐만 아니라 제품의 아름다운 외관까지도 보장해줍니다. 오늘날 목조 건축과 가구
산업에서는 새롭고도 수많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
과 기술진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끊임 없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
발하고 있습니다.
품질의 선구자
경쟁사보다 늘 한 단계 앞서가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저희 임직원 모
두의 목표입니다. 그로 인하여 Nordpan 집성판재는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인지도와 품
질을 자랑합니다.
최고를 향한 자신감
Nordpan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숙련된 직원,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어떠한 도전과 새로운 과업도 자신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원천
이며,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협력사와 고객에게 신뢰와 안도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혁신성
저희 Nordpan의 임직원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목재가공의 새롭고 혁신적인
가능성을 탐구하며,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나감으로
써 목재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입니다.
목재 전문업체
오랜 경험, 수많은 품질인증서, 업계 최고의 명성과 위치는 Nordpan을 집성목 판재의
동의어로 자리잡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목재 시장에서는 Nordpan이 곧 원목집
성판재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있습니다 .
열정
저희는 가장 자연적인 원자재인 나무를 가공하여 만든 원목 자재 및 원목집성 판재를 통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가구 및 건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
었으며, 이를 통해 저희 Nordpan 임직원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Nordpan의 임직원 일동은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저희가 갖고 있
는 열정을 느낄 수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Rubner 기업 집단의 사업 영역
목조 자재 생산 분야

원목 제재
Rohrbach a.d.Lafnitz
(오스트리아)
www.rhi.ubner.com

공학 목조 건축 건설 분야

초대형 및 특수 목조 건축,
목조 건축자재 생산, 설계,
시공,공학 목조 건축 전문

대형 산업체 및 공공 건축
전문회사, Turn Key 공사,
설계, 시공

본사
Kiens (티롤/이탈리아)

본사

www.holzbau.rubner.com

원목집성판재
Olang
(티롤/이탈리아 본사)
Strassen
(오스트리아 생산공장)
www.nodpan.rubner.com

원목집성구조재
Magdeburg (독일)
www.nordlam.rubner.com

산업 및 공공 건축
건설 분야

지사망
Augsburg (독일)
Basel (스위스)
Bressanone(이탈리아)
Calitri (이탈리아)
Ljubljana (슬로베니아)
Lyon (프랑스)
Ober-Grafendorf
(오스트리아)
Rybnik (폴란드)
Villach(오스트리아)

못과 접착재를를 사용하지
않는 원목집성재
Prad am Stilfserjoch
(티롤/이탈리아)
www.soligno.com
▲ Produktionsstandort 생산 공장
■ Vertriebs-oder Beratungsstandort 판매 및 서비스회사
Hauptstandort 기업 집단 본사

Bruneck (티롤/이탈리아)
www.objrktbau.rubner.com

지사망
Lyon (프랑스)

목조 주택 사업부

목재 문짝 사업부

목조 주택 자재 생산,
설계, 시공

각종 문 및 현관문,
주문 제작 창호

본사
Kiens (티롤/이탈리아)
www.haus.rubner.com

본사
Kiens (티롤/이탈리아)
www.tueren.rubner.com

지사망
Sarnthein (이탈리아)

지사망
Belluno (이탈리아)
Ritten (이탈리아)
Percha (이탈리아)

목재에 대한 열정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기업 창업자 죠셉 루브너(Josef Rubner Sen.) 1세의 유산은 오늘날 요아
힘, 슈테판, 페터, 알프레드 등 루브너 일가의 자손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루브너 기
업 미래상(Vision)의 중심에는 여전히 목재라는 원자재가 자리합니다. Rubner 기업집단은 5개 사업영
역 즉, 목재 생산 분야, 공학 목조 건축 분야, 산업 및 공공 건축 건설 분야, 목재 주택 사업분야, 목조
문 사업부를 갖고 있으며, 이들을 수직 계열화하여 매우 독특한 기업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루브너(Rubner)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폭넓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 및 Knowhow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욕구
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단순 제재목에서부터 공학 목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원목집성
판재 생산에서부터 공공건축 건설과 목조주택 건축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친환경적이고 지속성장
이 가능한 방법과 최첨단 기술이 합해져 생산되고 건설됩니다. 최첨단 기술개발과 혁신적인 제품생산
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루브너 기업 집단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루브너 기업 집단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슬로베니아, 프랑스,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
약 1,500명의 종사자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일 목재 산업에 투자하는 열정으로 저희는 꾸
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중요한 원자재로써,
우리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루브너 기업집단은 80여년 전 기업설립 이래
로 자원을 소중하게 지켜 나가면서 인간에게 안락한 생활공간 제공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본사 주소지
Nordpan AG
Industriezone 7, 39030 Olang (South Tirol), Italy
T: +39 0474 496 255, F: +39 0474 498 002
info@nordpan.rubner.com, www.nordpan.rubner.com
Nordpan Rubner Holzbauelemente GmbH
Tassenbach 29, 9918 Strassen (East Tirol), Austria

Nordpan 아시아 및 한국 총괄 독점 수입사

공식 판매 대리점

대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