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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all irritating background noise 

▼ Miguel Indurain 스포츠센터 / Spain 

◀ Theme Oberlaa / O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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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인천 남동경기장 / Korea 

▶ Theme Oberlaa / O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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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Heraklith” 브랜드명은 “Heradesign” 으로 변경되었으며 

구 “Star” 제품명은 “Superfine”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전세계인이 요구하는 시대를 초월한 모던함 

마그네사이트와 결합한 나무섬유질 흡음보드의 성공사례는 항상 명확했던 비전, 혁신과 일관성의  조합으로  만들어 질 수 있었습니다.  

1908년 혁신적인 자재로 소개된 나무섬유질흡음보드는 극적인 발전을 겪었습니다. 1935년에 첫 번째 단계로 기능성과  

다자인적인 요소가 건축문화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섬유질흡음보드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핀란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계속 알려졌으며, 잘 알려진 건축물 천정에 많이 설치되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높은 기능성과 시대를 초월한 나무섬유질흡음보드의 매력은 건축스타일과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변경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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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광물질 마그네사이트로 합성한 헤라디자인 어쿠스틱 판넬은, 

화학성분으로 구성된 시멘트로 합성한 판넬과 비교해  

높은 탄력성을 지니며, 수축과 팽창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낮으며, 절단시 먼지가 적습니다. 

또한, 자연 그대로의 생물학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흰개미등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  

해충에 의한 자재 부식을 최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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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nd Smooth surface texture 
오직 Heradesign 社에 의해 개발된 기술과 품질표준은  

적은 양의 접합제를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부드러우며  

가벼운 표면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Dimensional accuracy and tolerances 
Heradesign 社 만의 생산기술은 +/- 1mm  의 두께표준 편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Sound absoption 
벽면과 천정 시공시 설치방법에 따라 N.R.C값이 1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Fire resistance - non combustibility 
유럽표준 B-s1,d0를 만족하며, 한국표준 준불연재(난연2급)로서 

화재에 강합니다. 

High mechanical strength 
두께 25mm 자재의 경우, 속력 90 Km/h 의 공의 충격에도  

안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Long lifespan 
습도 90%이하의 실내 어디든 설치 가능하며, 마그네사이트는  

나무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곰팡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Humidity and climate regulation 
마그네사이트는 생물학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입니다.  

헤라디자인 판넬은 음향 및 디자인의 기능 뿐 아니라 습도 및 온도조절

능력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Low shinkage 
헤라디자인 판넬은 최적의 수분함량으로 설치 후 오직 1mm 이하로  

수축합니다. 그래서 내부구조가 노출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온도변화나 습도변화는 자재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Nature meets modern living 
환경과 관련한 유헙의 다양한 친환경 인증서를 취득하였으며,  

헤라디자인 社는 제품의 기술과 원료사용에 관한 환경지속가능성과  

환경보존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duct portfolio 
다양한 가공방법과 도색 등으로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멋진 분위기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베이지컬러 외의 색상은 현장에서 별도로 수성도장 하셔야 합니다. 

Product properties 

Edge designs 
4면이 V컷팅 형식으로 면취된 후 출고되어 현장에서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High-quality and sustainable raw materials 
헤라디자인 社는 나무섬유질을 위한 이상적인 접합제인 마그네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마그네사이트는 나무섬유질을 보호하고 유연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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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베이지컬러 외의 색상은 현장에서 별도로 수성도장 하셔야 합니다. 

Installation 

벽면  /  Wall 

천장  / Ceiling 

목상 및 메탈스터드 시공 

목상시공 또는 M-Bar 시공 노출 T-Bar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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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항곰팡이성을 가진 항균체를 합성 라텍스계 수지와 혼합하여 다수의 흡음공을 형성한 E1등급의 MDF에  

코팅하여 항균층을 형성함으로서 소리와 공기의 유입시 흡음공의 내벽에 공기중의 세균이 흡착되어 발생하는  

균의 서식과 곰팡이의 서식을 억제 소멸시킴으로서 실내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친환경 웰빙 인테리어  

자재입니다. 

[단타공형]                                [이중타공형]                              [라인형]     

방염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방지합니다. 

항곰팡이 

항 곰팡이 기능이 뛰어나 곰팡이 서식을 억제합니다. 

원적외선 방출 

원적외선 방사율이 0.907로 황토방을 능가합니다. 

항균 

바닥습기나 오염에서 나오는 균의 서식을 억제하고  

멸균작용에 뛰어납니다. 

공기정화 

음이온이 방출되어 실내공기 정화 기능이  

우수합니다. 

높은 흡음성 

실내 소음에 대해 NRC 70~100%까지 완벽한 흡음성을  

유지합니다. 

내마모성 

더욱 강해진 표면 처리로 찍힘과 긁힘을 방지합니다. 

친환경성 

공기정화, 폐기 오염물질 정화, 원적외선 방출, 음이온, 

TVOC의 흡착 고정화 기능, 유해물 방출이 없는 친환경  

자재입니다. 

색상 

개발된 모든 그라비아 색상을 방염 H.P.L 처리한 제품으로 

다양한 디자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내오염성 

페인트나 잉크와 같은 화공약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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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시공실적  

[2013] 천년문화관(안양) 청도새마을교육체험관(경북 청도) 

경산시청 별관 토지면 면민회관(구례) 청소년수련관(진천) 

경주시청사 평촌주민센터(안양) 충북 학생수영장(청주) 

경주장애인복지관 풍무동 다목적체육관(김포) 한국관광공사(원주) 

고양청소년문화센터 수원메가박스 한국도로공사(김천) 

과천과학관 동숭동소공연장 한전 KPS 신사옥(나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주) 남양주진접주민센터 행정지원센터(세종시)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의성국민체육센터 훈련원공원 내 체육관(을지로) 

군산새만금융합조성공사 대구학생수련원(달성군) [2015] 

군포청소년수련관 춘천장애인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김천혁신도시내 조달청품질관리단 [2014] 경북도청 

김해동부여성센터 가산도서관(포천) 공공도서관(강원 횡성) 

남구청(광주) 강동문화체육센터(대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광주) 

남양주 별내 주민센터 검단복지회관(인천) 군산실내배드민턴장 

노인회관(증평) 경북과학기술원(대구) 기흥노인복지회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도청 대통령기록관 3D영상관(세종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신청사 괴산국민체육센터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 교통회관(광주) 문화회관 예술단연습실(부산) 

대구시민회관 구민문화체육센터(울산) 민방위교육장(부산) 

밀양시 도서관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법원공무원 교육원(일산) 

부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농어촌공사(나주) 보성문화예술회관 

서천국민체육센터 대덕청소년 문화의집(장흥) 삼산치안센터(인천)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덕산마을회관(제천) 성남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경기 광주) 법무연수원(진천) 성주문화센터(경북 성주군) 

아산교육청 특수지원센터 보성문화예술회관 어울아트센터(대구) 

양주국민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세종시) 용인시청 

연제국민체육센터(부산) 서귀포 학생문화원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광주) 

영양국민체육센터 시민예술촌(정읍) 중앙도서관(포항) 

오송복지관(청원) 실내배드민턴장(군산) 청소년수련원(대구) 

율곡연수원(파주) 역사박물관(대전) 청원국민체육센터(내수국민체육센터) 

이동면복지회관(남해) 율하실내체육관(김해) 충현복지관(논현동) 

인재개발원(인천) 은행2동 주민센터(성남) 한국관광공사 문화창조벤쳐센터 공연장 

인천아시안게임 남동경기장 장애인스포츠센터(춘천)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 

인천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 주민센터(수원) 한국서부발전신사옥(태안) 

임해수련원(보령) 주흘문경센터(문경)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신사옥(경주) 

장흥실내체육관 중앙동 주민센터(성남) 한수원교육훈련센터(가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용인시청 시의회 / Koera 

⇨ 교육학교 빌딩 / Germany 

⇩ 양주 국민체육센터 / Korea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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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창의인성센터 

     / Korea 

 

⇨  진접주민자치센터  

      영상관 / Koera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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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 (중계) / Koera 

⇦ 시네플러스 / Korea 

▶ 영상관 시공실적 

[2013] 작은영화관(강화) 

아트레온 CGV(신촌) 제주 CGV 

CGV 중계 멀티플렉스 [2015] 

CGV 천안 펜타포트 CGV(서산) 

[2014] 롯데시네마(서산) 

구례 영상관 메가박스(코엑스점) 

메가박스(분당점) 메가박스(파주) 

메가박스(코엑스점) 명보아트홀(초동) 

메가박스(파주)  

명필름(파주)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도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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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 Sweden 

 

 

⇦ 풍양초등학교 / Korea 

 

 

⇨ 원동초등학교 음악실 / Korea 

References 

▶ 학교교육시설 시공실적 

[2013] 동원고등학교(통영) 서원대학교(청주) 예산초등학교 청학고등학교(남양주) 검단초등학교(인천) 

갈뫼중학교(경기의왕) 동일여자고등학교(시흥) 서천고등학교(용인) 오산중학교 초월고등학교(경기광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초등학교(대구) 

갈산초등학교(아산) 둔대초등학교(군포) 서천중학교(충남) 온천초등학교(온양) 충북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대구) 

강원대학교 둔포초등학교(아산) 서현중학교 방송실(성남) 용암중학교(청주) 카이스트(대전) 곡반중학교 

경인여자대학교 등마초등학교(등촌동) 성일고등학교(익산) 우정고등학교(울산) 탄벌초등학교(경기 광주) 곤지암중학교(경기 광주) 

광의초등학교(구례) 매성초등학교(용인) 송산중학교(화성) 은진초등학교(논산) 탄천초등학교(공주) 금곡고등학교(수원) 

광진고등학교(광명) 매화초등학교(수원) 송양초등학교(의정부) 임곡중학교(안양) 평동초등학교(남양주) 금암중학교(계룡시) 

국민대학교 7호관 목천고등학교(천안) 수원공업고등학교 자운초등학교 시청각실(창동) 포곡초등학교 강당(용인) 낙양1초등학교(의정부 민락동) 

금곡고등학교(수원) 미르초등학교,유치원(세종시) 숭의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전농동) 하안남초등학교(광명) 대중금속고등학교(대구) 

기흥주민센터(공세동) 미양중학교 시량초등학교(예산)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운고등학교(김포) 대천중학교(보령) 

낙양1중학교(의정부) 박문중학교(인천) 신자초등학교(자양동) 조현초등학교(양평) 한국성서대학교(중계동) 도장초등학교(군포) 

남성중학교(청주) 본성중학교 신정초등학교(울산) 주중초등학교(청주) 한림대학교 레크리에이션(춘천) 돋음유초등학교(세종시) 

노형중학교(제주) 본성초등학교(음성) 신흥고등학교(청주) 중앙대학교(흑석동) 한밭대학교(대전) 동주초등학교(청주) 

대구한의대학교(경산) 봉무초등학교(대구) 심원중학교(부천) 중일중학교(용인) 함현중학교(시흥) 들말초등학교(진주) 

대산고등학교(서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안남초등학교(청원군) 지난중학교 도서실(김포) 해성여자고등학교(전농동) 마산초등학교(김포) 

대소금왕고등학교(음성) 부용고등학교(의정부) 양촌고등학교(김포) 진안초등학교(화성) 호매실1초등학교(수원) 명지초등학교(제천) 

대원고등학교(대구) 부윤초등학교(음성) 언주중학교체육관(서울강남) 진천고등학교 호매실3중학교(수원) 묵현중학교(남양주) 

대치중학교(도곡동) 산서초등학교(전북 장수)  여주대학교 창포중학교 다목적강당(포항) 호평고등학교(남양주) 문산제일고등학교(파주) 

덕원예술고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다목적실(음성) 여주대학교 학생관 천안삼거리초등학교 홍익디자인고등학교(수원) 미르초등학교,유치원(세종시) 

도곡초등학교(대치동) 삼송3중학교(고양시) 연세대학교캠퍼스(송도) 청라 5고등학교(인천) 화성초등학교(오산) 민락고등학교(의정부) 

도장초등학교(군포) 상국고등학교(안산) 영등포고등학교 청주남중학교 [2014] 민락초등학교 체육관(부산) 

동성고등학교(혜화동) 상원초등학교(부천) 영림초등학교(대림동) 청주대학교 다목적체육관 가락유초등학교 체육관(세종시) 민마루중학교(세종시) 

동양고등학교(가양동) 상장초등학교(태백) 영통중학교 다목적체육관(수원) 청풍초등학교(제천) 가온유치원(파주) 

[2014] 애월고등학교(제주) 장유중학교(김해) 공도초등학교(안성) 미사1초등학교(하남) 운정고등학교(파주) 

반월고등학교(화성) 양명여자고등학교(안양) 장이초등학교(장지동) 공주대학교 부설중고 체육관 민마루중학교(세종시) 원이중학교(태안) 

반월중학교(화성) 양지초등학교(세종시) 제2무룡초등학교(울산) 공주여자고등학교 방축고등학교(화성) 월배4초등학교(대구) 

별내3중학교(남양주) 연희중학교(남가좌동) 제주도국제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시흥) 배곧1초등학교(시흥) 월산초등학교(남양주) 

별내3초등학교(남양주) 예원예술대학교(양주) 지산초등학교(파주) 국제학교(암사동) 백석예술대학교(방배) 위례5초등학교(하남) 

부용고등학교(의정부) 오창2초등학교 천보초등학교(양주) 남덕초등학교(대구) 백석예술대학교(방배동) 이천특수학교 

부평중학교 강당(인천) 옥정3초등학교(양주) 청라초등학교(보령) 남이초등학교(청원) 별내2유치원 장원초등학교(장지동) 

북이초등학교(증평) 외삼미초등학교(오산) 초월고등학교(경기 광주) 대창초등학교(보령) 사수초등학교(대구) 차암초등학교(천안) 

사대부속고등학교(대구) 용연초등학교(아산) 충남대학교 제2공학관 대흥중학교(시흥) 삼화중학교(제주) 천안초등학교 

삼화중학교(제주) 원주고등학교 풍세초등학교(천안) 덕상초등학교 체육관(부산) 삽교초등학교(예산) 청계2유치원(화성)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제주) 원흥2초등학교(고양) 풍양초등학교(남양주) 돋음유초등학교(세종시) 상명대학교 교수종합관(종로) 청당초등학교(천안) 

서원대학교 종합관(청주) 원흥유치원(고양시) 하남미사 2중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시흥) 서경대학교 은주관(정릉동) 청북고등학교(평택) 

서원주초등학교(강원) 원흥초등학교(고양시) 하남미사 2초등학교 동탄 4중학교(화성) 서울예술대학교(안산) 청주여자고등학교 

석장초등학교(진천) 월배4초등학교(대구) 하늘꿈학교 동탄 8초등학교(화성) 서원대학교 종합관(청주) 평촌초등학교(예산) 

성산고등학교 특별실(제주) 월산초등학교(남양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본관(용인) 동탄1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청주) 포산중학교(대구) 

세곡2초등학교(율현동) 율량2중학교 한민고등학교(파주) 동탄3중학교 세종특수학교 풍덕초등학교(용인) 

세교3고등학교(오산) 율량2초등학교 해성유치원(제주) 동탄5초등학교(화성) 소사벌2초등학교(평택) 한국교통대학교 기숙사(충주)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의정부서중학교 체육관 화봉2초등학교(남양주) 매탄고등학교(수원) 송례중학교(장지동)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시흥) 

소사고등학교(부천) 이담초등학교(동두천) 효포초등학교(공주) 무학고등학교(경산) 신관초등학교(공주) 한양대학교(서울) 

소이초등학교(음성) 이목중학교(수원) [2015] 묵행초등학교 신정여상고등학교(화곡동) 현촌초등학교(평택) 

송화초등학교(방화동) 이의고등학교(수원) 강경여자중학교(논산) 문수초등학교(울산) 신창중학교(아산) 호법초등학교(이천) 

신흥초등학교(천안) 인덕원고등학교 거여초등학교(오금동) 문창초등학교 방송실(대전) 오산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아현중학교 입석초등학교(대구) 고림고등학교(용인) 미사1중학교(하남) 용담초등학교(청주) 흥덕초등학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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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교회 / Korea 

 

⇩ 송파성당 / Korea 

References 

▶ 종교시설 시공실적 

[2013] [2014] 꽃동네 천사의집(음성) 

강북침례교회(하월곡동) 기쁨의 교회(광주) 남전교회(서천) 

고척교회(구로) 꽃동네 연수원 대명교회(대구) 

광염교회(하계동) 낙동강수련원(대구) 동산교회(안산) 

남가좌동성당(서울마포) 남가좌동 성당(마포) 반야월교회(대구) 

당일교회(당산동) 동산교회(오산) 봉화제일교회 

동대문교회 맹동성당(음성) 산본성당 

동산교회(호주 시드니) 솔로몬 말씀사(사당) 산정교회(창동) 

동신교회 순복음교회(분당) 삼대교회(평택) 

드림교회(군산) 신풍교회(신길동) 삼양교회(양산) 

명곡교회(창원) 염포교회(울산) 새힘교회(인천) 

묵동교회 영락교회(수지) 성당(충남 공주) 

범계성당(안양) 오남교회(남양주) 성산교회(남원) 

석샘교회(인천 오류동) 왕성교회 월드비젼(서원동) 성산교회(수원) 

성가소비녀회(정릉동) 은혜교회 교육관(인천) 성안교회(하남) 

성일교회(동선동1가) 은혜와진리교회(수원) 성화교회(군산) 

성장교회(산본) 장항제일교회(당진) 안양감리교회 

소망교회(서산) 죽산교회(안성) 염광교회(녹번동) 

신덕교회(공덕동) 천주교 광주대교구 본촌동성당 예안교회(익산) 

신부동 성당(천안) 태평성결교회(전주) 원미동장로교회(부천) 

우석교회(인천) 푸른초장교회(광주) 유성성당(대전) 

은혜와진리교회(안양) 하늘비전교회(잠실) 은혜와진리교회(수원) 

중앙순복음교회(청주) [2015] 은혜와진리교회(안산) 

지구촌교회(문래동) 갈릴리사랑관(공주) 전성교회(전주) 

청주중앙순복음교회(사창동) 거제동교회(부산) 증평성당 

춘양교회(경북 봉화) 곤지암만나교회 침례교회(완주) 

큰사랑교회(전주) 광진중앙교회(대구) 큰믿음교회(오금동) 

하늘비단교회(완도) 교회(미국) 효성교회(장흥) 

한마음교회(춘천) 군산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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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 Schluchtmann 매장 / Germany 

 

⇩ 커뮤니티 오피스 사무실 / Germany 

 

▶ 산업 및 기타시설 시공실적 
[2013] 타작마당(장충동) 한광공장(화성) 

IT COMPLEX(상암동) 티엘아트센터(부산) 한화아레나(필리핀) 

KBS 제주방송총국 판교아이포타 현대백화점 본점(압구정) 

KBS신관(여의도) 한국전자진흥협회(목동) 현대제철 본관동(당진) 

MBC(상암동) 핵융합발전소(대전) 홍천 행복공장 

NHN 그린팩토리(분당) 향군잠실타워(잠실) 화인테크놀리 공장(양산) 

N-SQUARE 복합빌딩(성남) 현대백화점(울산) [2015] 

광명기전(울산) 현대종합연수원(양평)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광주) 

그린팩토리(정자동) 효성골프장(이천) IT COMPLEX(상암동) 

금호아시아나 남동발전소(경남진주) ja빌딩(청담동) 

기흥삼성전자영상관(용인) 부산트리노드 KCC 영빈관(이태원)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2014] PMD아카데미(목동) 

넥슨(판교) CJB미디어센터(청주) SK하이닉스(이천) 

대학로유니플렉스(종로) CJ스튜디오(여주) 롯데아울렛(파주) 

롯데천연가스발전소(안동) CJ스튜디오(일산) 맹호사단본부(가평) 

목화예식장(경북 청송) IT컴플렉스(상암동) 미래디자인융합센터(양산) 

밤벌농장(양평) LNG(삼척) 바텍(화성) 

부산센텀시티 남동발전소(진주) 삼성R&D센터(우면동) 

비씨카드(서초동) 내일도 칸타빌레 세트장(안성) 소록도병원(고흥) 

삼성SDS(잠실) 네이버라인플러스오피스(분당) 소리골(장안동) 

삼성전자 R5(수원) 도야호텔(거제) 송도마스터뷰 

삼성전자DSR 화성현장 동서발전 스카이라이프 상암사옥 

스타벅스(강릉) 둘리뮤지엄(쌍문동) 신월성 직원 사택 체육관(경주) 

신라호텔(장충동) 미군부대(평택) 에버랜드(용인) 

아모레퍼시픽(오산) 삼성전자S3(수원) 유승한내들(세종시) 

에스더음악학원(불광동) 상주출장관리소 음악연습실(풍납동) 

에스텍(양산) 신협(남청주) 음악창작소(부산) 

에이엠에이시스템 방송실(울산) 에바다보청기(인천 주안) 전투지원단(동해) 

엔씨소프트(판교) 영양볼링장 키즈카페(전주) 

영화의전당(부산) 중부발전소(보령) 트레이너장(보성) 

우등시장 영상교육장(광주) 챔피언스파크(이천) 트리노드 오피스(부산) 

유스타어학원(서초동) 청원종합사격장 퍼플라인실용음악학원(안양) 

전남친환경 유통센터(개포동) 체육관(뉴기니) 풍산 안강공장 

전자부품연구원(분당) 풍산 안강공장 한국중부발전 단신부임자사택(보령) 

주택공사(성남) 하이닉스(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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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design Sound Absorptio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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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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