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크플로어는 NewTechWood가 개발한 2세대 친환경 합성목재 울트라쉴드 제품으로

 다양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나뭇결 무늬를 구현한 DIY 고급형 데크입니다.

UltraShield 데크 플로어

Light
Gray

Walnut lpe Teak

데크플로어(Deck A Floor)는 데크사이의 간격을 없앤 새로운 방식의 고급형 DIY 데크로서

아파트의 베란다, 테라스 하우스, 고급주택의 발코니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주) 뉴테크우드코리아 T.02)2236-4516  F. 02)2236-4517  www.newtechwood.co.kr

NewTechWood Ltd. USA  www.newtechwood.com



1친환경 TPO수지바닥망 사용 2
지면 높이
5cm 데크
하지작업 

필요치 않음
3색상티크, 이페, 월넛,

라이트그레이 4세트 규격길이 1100mm x

너비 90mm x 8장

( 0.792㎡ )

데크플로어

박스구성품

연결클립 8개

스냅클립 24개

간격조절기 1개
(0.8mm)

데크보드 8장
(1100mm x 90mm)

바닥망 6개
(366mm x 366mm)

고정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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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플로어를 설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바닥판입니다.

바닥망

스냅클립 (길이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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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망과 데크 보드를 연결하며 

     받쳐주는 클립입니다.

연결클립 (길이 11.6cm)

▶ 데크 2장의 끝부분을 연결하는 클립입니다.

     데크와 데크가 만나는 하부 설치용 클립입니다.

고정핀

▶ 클립에 꽂아 데크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핀입니다.

▶ 데크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간격조절기

부속품 및 용도



설치순서

1. 고르게 정리된 바닥면 위에

    바닥망을 연결합니다.

연결클립 위치

스냅클립 위치

설치순서

2. 바닥망 위에 2~3칸의 간격을 두면서

    스냅클립을 설치하고, 데크끼리 맞닿는

    부위는 연결클립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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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치 위치 및 방법은 클립 설치 위치도를 참고 바랍니다.

3. 스냅클립 가운데에 고정핀을 설치합니다.

※ 데크의 가운데 1~2곳에 설치합니다.

4. 데크 보드를 클립의 한쪽면부터 

    밀어넣으며 보드를 설치합니다.

5. 데크보드의 연결부분은 간격조절기를

    사용하여 간격이 일정하도록

    맞춰 줍니다.
가장 얇은 부분

하절기
가장 두꺼운 부분

동절기

※ 동절기와 하절기의 간격이 다릅니다.



아래방법으로 여러가지 패턴과 배치를 데크 플로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크플로어 패턴

벽돌스타일 직선스타일

헤링본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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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스타일 패턴 예시클립설치 위치도

ˡ�рѺઑӝˠ�Ҋ�˟�झշ݀ ˞�োѾ݀˝�ؘ 
	���


˝�ؘ 
	���


˝�ؘ 
	���DN


클립설치 구성품

부품별 데크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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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gin eered by New TechW ood. D esign ed by You.

 NEW TECH W OOD  LTD . A ll Rights Reserv ed.

(주)뉴테크우드코리아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자유총연맹 내)

Tel : 02-2236-4516

Fax : 02-2236-4517

www.newtechwoo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