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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NewTechWood

NewTechWood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자랑하며,	

매년	12,000,000파운드(약5,450톤)의	플라스틱을	재생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NewTechWood의	플라스틱	재활용은	세척,	분류,	불순물	검사	등	전체	과정이	

철저한	통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수직	통합된	제조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품질과	색상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가격	및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원칙과 가치를 우선하는 

NewTechWood

NewTechWood	제품의	95%	이상이	자원을	재활용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목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위생,	안전성과	관련된	지침과	규정	준수여부를	매년	

제3의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및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보존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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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echWoodⓇ는	미국	Texas	소재	화학기업인	T&T	Group의	자회사로	2004년에	설립

되어,	아름답고	실용적인	야외	생활공간을	위해	데크보드,	외벽사이딩,	펜스,	난간,	파티션

등	정원조경에	필요한	실외용	친환경	합성목재를	개발해	온	선도적	기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원칙과	가치를	최우선	하는	NewTechWoodⓇ의	성공	비결은	주택을	소유한	

개인고객에서부터	건축가,	대형	건설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발전	시킨	점에	있습

니다.

특히	NewTechWoodⓇ의		2세대	혁신제품인	울트라쉴드(UltraShield)는	아름다움과	실용

성이	겸비된	매력적인	제품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

니다.	시공환경에	맞는	20여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천연나뭇결의	질감을	통해	자연의	아름

다움을	선사해	드립니다

NewTechWoodⓇ는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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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크우드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국제	환경성적표지인증	획득

ICC-ES
미국	최고의	건물	자재	평가	기관인	
ICC-ES가	실시한	품질	평가에서	

그	우수성을	인증

뉴테크우드는	전	세계	80여개국	해외지사	및	
협력업체를	둔	합성목재	전문	다국적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95%이상	자원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함
으로써	폐기물	및	탄소배출량	감소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원칙과 가치추구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목분을	조합한	복합소재로	
다양한	칼라,	아름다움과	실용성,	탁월한	내구성을	
겸비한	최첨단	합성목재	개발기업입니다.

혁신적인 합성목재 개발

2014

4월 ㈜뉴테크우드코리아 

한국 판매법인 설립

현재	전세계	80여개국	판매지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011

2세대 합성목재 신제품 

UltraShield Naturale 

생산 · 판매

2008

중국으로 공장 이전

1세대 합성목재 (WPC) 

생산시작

2004

T&T Group 자회사 

NewTechWood USA 설립 

(미국 텍사스)

1989

T&T Group 설립

(Humble, Texas, USA)

History

SGS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	기업
국제표준절차를	준수하는	인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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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ceo
연구전담부서

기획부
Planning Department

구매부
Purchasing Department

영업부
Business Department

감사

관리부
Executive Department

하남사무소

서 울 본 사

전 	 화

홈 페 이 지

블	 	로	 	그

물 류 센 터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C동	12층	1204호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72	

:	02-2236-4516		팩스	:	02-2236-4517

:	www.newtechwood.co.kr
:	blog.naver.com/newtechwood
:	여주시	산북면	광여로	1512-4

경영기획

상품기획

홍보기획

총무법무

공무인사

재무회계

상품구매

생산관리

물류관리

영업

영업지원

시공	A/S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대상 조경시설물	건설면허	
금속구조물	설치공사면허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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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여성기업확인서 / 건설업등록증 특허증

Business License

Introduction Certificate Overview 주요실적 제품소개 Portfolio

www.newtechwood.co.kr    |            1110            UltraShieldⓇ



계명대학교	동명관	리모델링용	자재	납품	및	공사	|	계명대학교

포항공대	가속기센터	사이딩자재	납품	및	공사	|	국보디자인

대명	소노빌리지	수영장	자재	납품	및	공사	|	대명건설

공차	논현점	&	제주점	자재	납품	|	공차

코나빈스	제주점	자재	납품	|	코나빈스

그	외	개인주택	다수	자재	납품

YTN	서울타워	테라스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YTN

서울혁신파크	자재납품	및	공사	|	서울시

CJ	R&D	센터	외부	데크자재	납품	|	CJ건설

보람고등학교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보람고등학교

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산책길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서울시립대학교

한동대학교	옥상	데크	및	펜스	자재	납품	및	공사	|	한동대학교

호텔	카프치노	(논현동)	외부	데크자재	납품	|	코오롱환경서비스

코원하우스,	미래하우징	등	전원주택	전문	하우징업체	자재	납품

그외	고급	테라스하우스,	전원주택,	커피숍,	병원	등	다수	자재	납품

DIY	제품	온라인	판매	|	지마켓,	11번가

더	스타휴	CC	휴빌리지	수영장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한창산업개발

대명삼척리조트	쏠비치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대명건설

계명대학교	노천극장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정일건설

대명그룹	문정동	사옥	외부	데크자재	납품	|	대명건설

정선	CC	사이딩자재	납품	|	여운개발

유니락	만리포	사원	휴양소	자재	납품	|	유니락

라비에벨	CC	(코오롱)	데크자재	납품	|	키데아파트너스

천안불당	더샾	아파트	주민	편의시설	자재	납품	|	포스코건설

스타벅스	청담스타점,	명동점	,	광화문점,	울산점	등	사이딩자재	납품	|	스타벅스	각	현장	공사업체

커피빈	해운대점	|	비투디자인그룹

코원하우스,	더존하우징,	미래하우징	등	전원주택	전문	하우징업체	자재	납품

그외	고급	테라스하우스,	전원주택,	커피숍,	병원	등	다수	자재	납품

DIY	제품	온라인	판매	|	스토어팜,	쿠팡,	인터파크,	옥션	신규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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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IOC위원	리조트	데크	자재	납품	|	현대산업개발

평창	점프스키	선수단	리조트	자재	납품	및	공사	|	현대산업개발

현대	힐스테이트	주민시설	자재	납품	|	현대건설-씨즌텍

코오롱	미래연구소	(마곡사옥)	|	코오롱환경서비스

잠실	730	타워	데크	자재	납품	|	조경사엔앤씨(현대건설)

에스엘	R&D센터	신축공사	자재	납품	|	㈜휴림원

경주힐튼호텔	키즈클럽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디자인다온

정관장	대치타워본점	사이딩자재	납품	|	헥센

스타벅스	반월당점	등	전국	40여개	지점	자재	납품	|	스타벅스	각	현장	공사업체

커피빈	잠원동점,	부천상동점	등	데크자재	납품	|	비투디자인그룹

포스힐	전원주택	단지	50채	데크자재	납품	|	포스홈종합건설

간삼	휴게공간	데크	및	펜스	납품	공사	|	주식회사	간삼

국립중앙박물관	주차휴게공간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문화체육관광부

경주한화리조트	뽀로로존	아쿠아	데크	자재	납품	및	공사	|	한화리조트	아이앤티플랜

제천	유스호스텔	데크	자재	납품	|	아인건설

진주	토원빌딩	신축공사	|	㈜지엠씨

코오롱	울릉도	힐링플레이스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금강엔터프라이즈(코오롱글로벌)

대명	홍천	위락상가	루버	자재	납품	및	공사	|	대명건설

타워팰리스	팬트하우스	데크자재	납품	및	공사	|	타워펠리스	관리사무소

한화이글스	대전야구장	자재	납품	및	공사	(2018년	1월	완료)	|	한화이글스파크

코원하우스,	더존하우징,	미래하우징	등	전원주택	전문	하우징업체	자재	납품

그외	고급	테라스하우스,	전원주택,	커피숍,	병원	등	다수	자재	납품

DIY	제품	온라인	판매	|	기존	6개	온라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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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반곡동	자재	납품	및	공사	|	한서종합건설주식회사

카카오어린이집	펜스	자재	납품	|	(주)미우앤디자인

아그네스	관광농원	자재	납품	및	공사	|	아그네스관광농원

서울시청	야외데크	계단	자재	납품	및	공사	|	예디자인

스타벅스	풍동	DT점	자재	납품	및	공사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삼우	풍동	609번지	자재	납품	및	공사	|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설

스타벅스	청주점(용암동)	자재	납품	및	공사	|	비엔

신촌역사관광안내소	DAF	자재	납품	및	공사	|	주식회사	에이스페이스마케팅

오금동	다세대	신축	외부사이딩	자재	납품	및	공사	|	인투종합건설

역삼빌딩	옥상	데크	자재	납품	및	공사	|	더라임토목앤조경

스타벅스	의정부DT점	자재	납품	및	공사	|	상지(스타벅스)

노일유치원	놀이터	데크	자재	납품	및	공사	|	노일유치원

경기고등학교	계단	자재	납품	및	공사	|	계림조경(주)

김포마리나	테라스	데크	자재	납품	및	공사	|	주식회사	상지디엔씨

서울혁신파크	자연순응개별데크	토목	및	데크	공사	|	(주)케이알건설

뚱발	금화건설	수영장	데크	자재	납품	및	공사	|	금화건설	주식회사

김포	마리나베이	데크	자재	납품	및	공사	|	신한종합건설

스타벅스	울산	야음동DT	자재	납품	및	공사	|	명성종합건설(주)

대명	홍천	개미호텔	루버	자재	납품	및	공사	|	(주)두조원

광명엠스퀘어	옥상	및	1층	데크	자재	납품	및	공사	|	태인이앤씨	주식회사

수원망포도서관	외부사이딩	자재	납품	및	시공	|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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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동	투썸플레이스	커피전문점

창원	상남동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여의도	HP빌딩	본사	데크

한강	유람선	이랜드크루즈	여객선	데크

아주대학교	병원	데크

이케아	기흥점,	동부산점	펜스	

휘닉스파크	CC	노블스윙

안산	라프리모	SK,	포스코,	대우아파트

휘닉스파크	CC	노블스윙

과천	정부청사	도시환경재정비사업

신라면세사업부	생명사옥	옥상	데크&루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본관

M-bridge	프리미엄	아울렛

휘닉스파크	CC	노블스윙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동두천	미군부대	사이딩

교직원공제회	어린이집	놀이터

금천구	구립꿈나래어린이집

방이동	우아한형제들	어린이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집	

CJ키즈빌	어린이집

금화건설	트랜스포머

여수	전원주택	데크	및	사이딩

울산	수목원	사이딩

하나금융	어린이집	데크	및	담장

근린생활시설신축	합성수지목	설치	공사

스마일게이트	어린이집	외부데크

거제도	아그네스	관광농원	사이딩	자재

카카오	어린이집	펜스

세종시	복합단지	및	다수	주택단지	데크	자재	납품

김포마리나	루프탑	수영장	루버	납품

제주	다수	주택단지	데크,	사이딩,	난간	자재	납품

청당코오롱하늘채	근린시설	데크	자재	납품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사이딩,	루버	자재	납품

외	어린이집	2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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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복합시설신축공사(KT&G)

삼선산수목원	내	하늘숲도서관

제주도	크라운컨트리	클럽

제주	무민랜드	카페

부평아이파크	상가	|	현대산업개발

서울클럽

평창알펜시아

포레나	여수	웅천	디아일랜드	오피스텔	|	한화건설

아그네스관광농원

이화학당	행정관	|	이화여대

간송미술관	|	장학디자인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경사로	공사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

세종	리더스	포레1단지

YG엔터테인먼트	합정동	옥상

파티마병원	조경데크공사	|	두산건설

K현대미술관

청담동	다세대주택

하남미사역	지하철	환기구

한남동	멕시코대사관

축서사

대명리조트	프라이빗	비치조성	공사

제주시	강정동2차	타운하우스

대전	포스홈타운	하우스

도봉구	백운중학교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속초	베르디움

LF라움	서관

파스텔골프클럽

익산중앙시장	공용주차장	리모델링

과학기술대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

정릉동	다세대주택

포레나노원1단지

상주	사무엘동산	외벽	리모델링

제주도	리안	크라운CC현장

인천	남동구	오피스허브	외벽

동대구	농협

울산	서생체육공원	내	담장

녹번동	우리장애인복지관	펜스

세종주상복합	한화건설현장

대보건설고덕강일8단지아파트	쓰레기	보관소

부산	알로이시오창의센터

제주도	석부작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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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커피빈	방배카페골목점

투썸플레이스	명동성당사거리점

제주도	폴바셋DT점

강릉	툇마루	루버

어린이집

방이동	우아한형제들	어린이집

네이버	푸르니	이매	어린이집

원주	건강보험공단	어린이집

현대오토에버	직장어린이집

부산	금정구	광명유치원

부산	대동어린이집

나이스가온	어린이집

이케아	어린이집

스타벅스

광주지산DT점

의왕청계DT점

금정남산동DT점

선암지구

울산호계DT점

여주학동DT점

명지강변DT점

거제대로DT점

경산임당역DT점

김포석모DT점

오산수청DT점

인천계산역DT점

김해진영DT점

남양주화도DT점

구미금오산DT점

분당궁내DT점

화성반월DT점

석촌호수점

김해율하신도시점

대구들안길DT점

춘의역DT점

숭례문SG타워점

송산그린시티점

제주일도DT점

곤지암삼리DT점

의정부지암DT점

충주호암DT점

파주야당DT점

안양비산DT점

부산만덕DT점

마산월남동DT점

인후동DT점

제주용담DT점

송파마천DT점

논산내동DT점

전주신시가지점

인천주안DT점

연희DT점

마평동

서울대장애인치과병원점

김해내동DT점

구암동

대구반월삼성점

시흥목감DT점

동광주IC점

홍대8번출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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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일랜드	수영장	루버가림막

제주	LATRAUM	I	천마건설

제주	용담리	사이딩	I	영주기업

순천	현대제철	어린이집

김포	운중동	전원주택

김해	한일여고	온새미로	쉼터

판교	외국인학교

남원	백두대간	에코큐브	I	남원시청

고양	삼송	자이더빌리지	I	현대	힐스테이트

스타벅스	수원	세류동	DT점

태광	골프연습장

스타벅스	용인	민속촌	DT점

아뜰리에	엠오티

더	가든스월든힐스	I	가수	싸이주택

중랑구청	재활용자원	선별센터

원당	농협	옥상정원

월출산	국립공원

강릉	디자인이로

GSC	인터네셔날

스타벅스	오산원동	DT점

스타벅스	평택세교	DT점

파스쿠치	평택	DT점

푸라닭치킨	서분당점

양재동	약국건물

강남	동성빌딩	옥상정원

강일리버스트아파트	분리수거장

강남구	대치4동		동사무소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부산	천주교

스타벅스	지산	DT점

치코앤치카	사옥

상민통운	사옥

강남	영동6교

강남	푸드마켓	대치점

강릉	아르떼뮤지엄

롯데아울렛	의왕점

로이코	마포	옥상정원

천안시	부대동	주택

하남	창우동	신축건물

해운대	비치앤골프리조트

SPC	파리크라상	여의도점

김포	폴바셋	DT점

세종시	고운동	‘우금자리’개인주택

스타벅스	원곡동DT점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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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  프랜차이즈

파스쿠치	평택	DT점

김포	폴바셋	DT점

SPC	파리크라상	여의도점

파리바게트	제주공항점

디저트39	진주경상대점

빽다방	진주경상대점

이디야	망원역/아차산역점

	바나프레소	선릉공원점

골프장

제주	크라운	CC

남서울	CC

동화레져	칠곡	CC

안성베네스트	CC

푸른솔골프클럽	포천

부산	비치앤골프리조트	클라우드

스타벅스

고양향동점

마곡나루공원점

여수신월DT점

봉선DT점

대구수성	하이츠점

수원세류동DT점

화성향남2지구점

한국민속촌DT점

창원서내점

대구칠성이마트점

동탄디엠시티점

화성안녕DT점

구미광평DT점

천안업성레이크점

올림픽공원북2문점

전주효천DT점

고양원흥DT점

구미문성DT점

파라스파라	서울점

남양주삼패점

다산DT점

원주단구DT점

평택청북DT점

인천공촌DT점

대전용전DT점

김해율하점

김해주촌DT점

전남화순DT점

성남모란DT점

구리수택점

오산원동DT점

남양주묵현DT점

공주DT점

안양덕현DT점

속초교동DT점

인천도화DT점

경주용강DT점

마산봉암로DT점

구리토평DT점

원종동DT점

대구칠곡읍내DT점

경산하양DT점

안동강병DT점

더북한강R점

인천옥련DT점

충주교현DT점

양산물금DT점

외13개	지점

금강	CC

세종	CC

휘닉스파크	CC

태광	골프연습장



합성목재란?

합성목재는	목분과	친환경	고분자수지를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조경자재입니다.

천연	목재의	외관과	질감을	살리면서	목재의	취약한	

내구성,	내후성을	보완하여,	수분에	강하고	인체에	

무해한	반영구적	친환경	자재입니다.

울트라쉴드(UltraShield
Ⓡ

)란?

울트라쉴드(UltraShield)는	 2011년	뉴테크우드	

(NewTechWood)가	최첨단	기술로	개발한	2세대	

합성목재입니다.

완벽하게	감싼	불침투성	피복기술과	고밀도	고온압출	

성형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생산되어,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다양한	컬러	조합이	가능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친환경	합성목재입니다.

Antiqu 
(AT)

Cedar
(CE)

Charcoal
(CH)

Ipe
(IP)

Light Gray 
(LG)

Redwood 
(RW)

Sand 
(SD)

Silver Gray 
(SI)

Sky Blue 
(SB)

Smoke White 
(SW)

Red Cedar 
(RCE)

Mahogany 
(MAH)

Maple 
(MP)

Merbau 
(MB)

Mirage Gray 
(MG)

Spring Green 
(SG)

Swedish Red 
(SR)

Oak 
(OK)

Orange 
(OR)

Teak 
(TK)

Walnut
 (WN)

White Dew 
(WD)

Apricot 
(AY)

      UV코팅(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기능의	UV코팅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탈.변색	없이	

그대로의	모습과	색상을	유지하므로	별도의	도색,	착색제	및	

오일스테인(Oil	Stain)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친화적 색상과 표면질감

20여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천연	나뭇결	무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360도 압출피복

360도	완벽하게	압출	피복되어	수분흡수로	인한	하자	발생률이	거의	

없으며	오염저항력이	강하여	물청소로	간편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Core(중심부) 고밀도 압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목분과	폴리에틸렌을	특수배합	및	고밀도	

압출	처리하여	견고함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울트라쉴드만의 특징

울트라쉴드 색상

1

4

3

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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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쉴드(UltraShield)	데크(Deck)는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다양한	색상	및	고급	천연나뭇결	

무늬의	외부	바닥재입니다.	다양한	기후환경에도	변형,	변색이	없고	수분흡수율이	매우	낮아		

관리가	쉬워	리조트,	펜션,	호텔,	대학교,	커피숍,	수영장,	해변가,	선착장	바닥	설치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전원주택이나	개인주택	외부에도	고급스러운	공간미를	연출해	줍니다.

Antiqu 
(AT)

Charcoal
(CH)

Ipe
(IP)

Teak 
(TK)

Walnut
 (WN)

White Dew 
(WD)

Oak 
(OK)

Light Gray 
(LG)

Silver Gray 
(SI)

추천색상

부속자재

솔리드형	

솔리드형(계단재)

중공형	

US01

UH07

US33

데크보드 (Decking Boards)
데크보드는	크게	솔리드(Solid)형과	중공(Hollow)형이	있으며,	두	종류	모두	가정	및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데크보드는	측면	홈을	활용한	데크	클립시스템(히든	파스너)을	사용합니다.

데크보드 마감재 (Decking Finishing Materials)
데크보드의	색상과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감재는	합성목재용	나사로	고정하며,	데크	색상에	맞는	컬러나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US03
180 x 15 mm

US06
138 x 15 mm

US07
138 x 22.5 mm

US08
138 x 10 mm

MG-1	연결용클립 마감캡

TC-10	고정용클립

TC-2	연결용클립

컬러스크류MG-3	스타팅클립

2
2
.5

138

138

2
2
.5

UH07 (138×22.5t×2,440)

US33 (138×22.5t×2,440)

US01 (138×22.5t×2,440)

138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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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쉴드(UltraShield)	사이딩(Siding)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연출을	위한	고급	외벽자재로	매우	

적합합니다.	천연나무	무늬결의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물	컨셉에	맞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탈.변색없이	처음	모습	그대로의	색상과	고급스러움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외벽	관리를	위해	별도의	도색이나	착색제,	오일스테인	작업이	필요없어	추가	관리비용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다양한	건축물	등의	포인트	외벽재로	많이	

쓰이며,	특히	제주도	같은	거친	외부	기후환경에	노출된		건축물에	더욱	활용성이	높습니다.

Antiqu 
(AT)

Ipe
(IP)

Light Gray 
(LG)

Apricot 
(AY)

Teak 
(TK)

Red Cedar 
(RCE)

Smoke White 
(SW)

추천색상

부속자재

사이딩보드 (Siding Boards)
사이딩보드는	다양한	색상으로	건축	Design의	품격을	높여주며	표면에	나사	자국이	없는	클립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사이딩 마감재 (Siding Finishing Materials)
사이딩의	색상과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AW08	연결용클립 T-7	고무패킹 발포폼

WJ0016_둥근머리 WJ0016_접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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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0
40 × 40mm

US46
58.2 x 58.2mm

US44
46.2 × 44.2mm

US09

US30

US31

132

1
3

US09 (142×13t×2,500)

132

US30 (142×13t×2,500)

1
3

142

1
3

US31 (142×13t×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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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Cedar 
(RCE)

Ipe
(IP)

Teak
(TK)

추천색상

부속자재

캐슬형 사이딩 보드 (Luxury Castle Boards)
색상은	레드시더와	티크,	이페	3종이며	직선	마감재와	코너	마감재	등	부속	자재가	있다.

사이딩 마감재 
(Siding Finishing Materials)
사이딩의	색상과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서리	마감재	(UH51) 모서리	마감재	(UH60)

바깥쪽코너	마감재	(UH59)바깥쪽코너	마감재(UH50)

AW08	연결용클립

발포폼(UH46)

발포폼(UH61)

뉴테크우드	본사(미국)에서	개발된	2세대	합성목재,	울트라쉴드로	만들어진	

캐슬형의	외벽	마감재.	캐슬형	사이딩	보드는	뉴테크우드의	건축외장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울트라쉴드(UltraShield)	캐슬형	사이딩은	성곽모양	

고급스러운	천연	나뭇결	질감과	컬러감,	자외선	차단	및	낮은	수분	흡수율을	

보이며	반영구적으로	변형,	변색	없어	유지	비용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

UltraShieldⓇ

LUXURY 
CASTLE SIDING 
캐슬형 사이딩

UH46 UH61

UH58 (2021 신제품)

UH46용 UH58용

2
5

112

UH46 (121.5×25t×3,000)

187

2
5

UH61 (195×25t×3,000)

187

2
5

UH58 (195×25t×3,000) 



울트라쉴드(UltraShield)	루버(Louver)는	고급스러운	천연	나뭇결	질감이	표현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대로의	색상을	유지하므로	고급스런	건물의	외벽	또는	가림막	장식재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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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자	루버클립 마감캡

루버피스	

루버피스캡		

Ipe
(IP)

Teak 
(TK)

Walnut
 (WN)

Ipe
(IP)

Smoke White 
(SW)

Teak 
(TK)

Walnut
 (WN)

Ipe
(IP)

Smoke White 
(SW)

Walnut
 (WN)

추천색상

UH17(추천)

UH37(추천)

UH38(추천)

90

UH38 (90×51×3,000)

100

1
0
0

UH37 (100×100×3,000)

4
2

60

UH17 (60×42×3,000)

UH17

UH38

UH37
9
0
×

5
1
×

3
,0

0
0

루버보강재	UH17	(20×30) 루버보강재	UH38	(40×40)



컬러	스크류	

울트라쉴드(UltraShield)	장식용	사이딩은	데크	및	외벽	마감재뿐아니라	펜스,	

파티션,	가림막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도	처음	설치한	것처럼	

제품	그대로의	색상을	유지하며,	설치	후에도	도장이나	착색제	사용이	전혀	필요	

없어	유지관리가	간편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색상,	패턴,	사이즈를	활용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자재

Introduction Certificate Overview 주요실적 제품소개 Portfolio

UltraShieldⓇ

DECORATIVE 
SIDING 
장식용 사이딩

www.newtechwood.co.kr    |            3938            UltraShieldⓇ

Antiqu 
(AT)

Charcoal
(CH)

Ipe
(IP)

Teak 
(TK)

Walnut
 (WN)

White Dew 
(WD)

Light Gray 
(LG)

Red Cedar 
(RCE)

Silver Gray 
(SI)

추천색상

US08

US06

US03

UM03

138

1
0

US08 (138×10t×2,500)

138

1
5

US06 (138×15t×2,500)

180

1
5

US03 (180×15t×2,500)

85

1
0

UM03 (85×10t×2,500)



울트라쉴드(UltraShield)	담장(Fence)은	고품격	조립식	제품으로	담장,	울타리,	가림막	등에	

손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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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Fence) 구성

기둥마감캡

기둥보강재

보드보강재
(1,760mm)

간격조절	클럽	
기둥재	세트

보드보강재

알루미늄	기둥	
(1,900mm)

앙카클립

기둥	지지대

상단	알루미늄	마감재	(1,760mm)

하단	알루미늄	마감재	(1,760mm)

1경간 규격 : 너비 1.8m×높이 1.8m

담장보드 (Fence Boards)
담장보드는	완벽하게	피복된	울트라쉴드로	만들어져	수분이나	자외선에	의해	변색,	

변형이	없어	오랫동안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드와	보드사이를	홈에	맞추어	간편하게	끼울	수	있는	셀프인터로킹(Self	Interlocking)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Light Gray 
(LG)

Teak 
(TK)

Walnut
 (WN)

추천색상

10
11

1

2

3

6

5

8

7

9

4

159

2
0

UH28 (159×20t×1,760)



UH37(기둥재)
100(W) ×100(H)mm

UH38(가로대)
90(W) ×51(H)mm

상부캡 하부캡	

고정브라켓	 상하브라켓(한방향) 유동브라켓(회전)

울트라쉴드(UltraShield)	난간(Handrail)은	견고하며	외부	기후	환경에	변형,	변색이	

없어	산책로,	계단,	테라스	등의	난간으로	사용	시	안전하고	고급스러우며,	부식이나	

얼룩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UltraShieldⓇ

HANDRAIL 
난간

42            UltraShieldⓇ

난간(Handrail) 구성

난간	기둥재(UH37)

난간	가로대(UH38)

1경간 규격 : 너비 1.5m x 높이 1.2m

유동브라켓

하부캡(스타팅)

상부캡(앤딩)

Smoke White 
(SW)

Ipe
(IP)

Walnut
 (WN)

추천색상

난간(Handrail) 구성품 및 부자재                                                                                                                           

울트라쉴드(UltraShield)	펜스플라워박스는	울타리	및	가림막	기능을	하는	펜스,	

그리고	가정용	꽃화분	및	덩굴식물을	심을	수	있는	플라워박스가	합쳐진	복합기능의	

DIY	제품입니다.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청소	및	관리가	간편하며,	오래도록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유지해	줍니다.

FENCE 
FLOWER BOX 
펜스플라워박스

Teak 
(TK)

Light Gray 
(LG)

추천색상 부속상품(별매)

제품 사이즈 (기본 규격 : 600mm x 1230mm x 330mm)

31
0m
m

탑-펜스 플라스틱	사각화분 연결볼트

DIY 조립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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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울트라쉴드(UltraShield)	디자인퀵데크는	4면	모두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인터록킹(Interlocking)	방식의	DIY	데크타일입니다.	특히	

30x60,	30x90형	사이즈와	라이트블루,	스프링그린	색상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패턴과	

색상	조합이	가능해져	나만의	디자인을	연출	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이	고른	옥상,	

베란다,	테라스,	창고바닥	등에	시공이	가능하며,	화장실	또는	현관의	발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도	

되는	견고한	내구성을	지니며,	간편한	

물청소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UltraShieldⓇ

DESIGN 
QUICK DECK 
디자인퀵데크

New Size New Size

90
cm

60
cm

30
cm

30cm

30cm

30cm

하부 가이드 시스템 구조 

쉽고 간편한 조립형 연결시스템 

Ipe
(IP)

Spring Green
(SG)

Walnut
 (WN)

Sky Blue
(SB)

Teak
(TK)

Light Gray 
(LG)

추천색상

응용예

마감재

안쪽코너마감	 바같쪽코너마감	 직선마감	

사이즈조합	 색상조합	



해외시공 / 국내시공 / 스타벅스

시공사례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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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공 사례

프랑스 UH46 티크(TK)남아공 UH07 앤티크(AT)

남아공 UH07 앤티크(AT)오스트리아 UH07 앤티크(AT)

인도 UH17 티크(TK)스페인 UH07 앤티크(AT)

이탈리아 US09 티크(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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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공 사례

이탈리아 US31 앤티크(AT)미국 UH07 라이트그레이(LG)

멕시코 UH46 이페(IP)

벨기에 UH17 이페(IP)

이탈리아 UH07 이페(IP) 타일랜드 US09 메이플(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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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공 사례

삼척 대명 쏠비치 UH07 이페(IP)

김포 마리나베이 UH38 월넛(WN)

당진 삼선산 수목원 UH46 이페(IP)

울산 수목원 사이딩 US09 티크(TK)

해방촌 정원박람회 UH46 이페(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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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공 사례

옥상	테라스

강릉 툇마루 UH38 월넛(WN)

전원주택 펜스 UH28 월넛(WN)제주 크라운CC UH07 이페(IP)제주 무민랜드 US09 화이트듀(WD)

해방촌 정일학원 UH07 월넛(WN)제주 크라운CC UH46 이페(IP)

제주 무민랜드 UH07 실버그레이(SI)여수 비고리조트 UH07 화이트듀(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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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공 사례

동해 개그우먼 김지민하우스_US06/UH28 티크(TK)

스타벅스 남양주 지산DT점_UH28 티크(TK) 파스쿠치 평택DT점_UH28 월넛( WN) 스타벅스 평택세교DT점_US09/UH28 티크(TK)

여주 개인주택 담장_US08 라이트그레이(LG)

스타벅스 원종동DT점_UH28 월넛(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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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공 사례

하남 스카이폴리스(지식산업센터)_US09 스웨디쉬레드(SR),오렌지(OR),레드시더(RCE),샌드(SD)

판교 개인주택_UH02 화이트듀(WD) 양재동 약국건물 루버_UH38 티크(TK) 강릉 아르떼뮤지엄 루프탑_US09 티크(TK)/UH07 티크(TK),챠콜(CH)

US09 오렌지(OR),레드시더(RCE)US09 오렌지(OR),샌드(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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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시공 사례

스타벅스	

부천 춘의DT점 US09 티크(TK)

김포 강화DT점 US09 티크(TK)오산 수청DT점 US09 티크(TK) 믹스 대구 중동DT점 US09 메이플(MP)

수원 경수인계DT점 US09 메이플(MP)분당 궁내DT점 UH46 티크(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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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시공 사례

평택 죽백DT점 US09 레드시더(RCE)용인 언남DT점 US09 티크(TK) 믹스

금정 남산점 US09 티크(TK) 김포 석모DT점 UH38 이페(IP), UH46 티크(TK)광주 효천DT점 UH46 이페(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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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시공 사례스타벅스 시공 사례

부산 동명대DT점 US09 티크(TK)

울산 도산사거리DT점 US09 티크(TK)

인천 주안DT점 US09 티크(TK) 부산 동서대점 US09 티크(TK)

인천 구월점 US06 티크(TK)부산 동서대점 US09 티크(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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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시공 사례스타벅스 시공 사례

평택청북DT점_UH58 (U)TK

곤지암삼리DT점_UH61 (U)RCE

양산물금DT점_UH61 (U)TK/UH38 TK/US09 TK

북한강R점_UH07 SI/US06 T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