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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대 최고의 완벽한 건축자재 

First place in marke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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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line hovan ® 

인간중심의 진보. 호반의 철학과 신념을 담은 혁신적인 신소재  

이시대 최고의 건축재가 다가옵니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연구하였기에 

고객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간과 함께 디자인과 기술을 연결한 진정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친환경 건축자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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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건축가 존 에릭슨 1923 

alc 
의 처음 개발은 1923년경 스웨덴의 건축가 에릭슨이라는 건축가의 의해  고안되었고 

단열 및 고체구조,가연성 부패의 단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석영모래, 생석회, 기타 재료등과 혼합하여 

높은 경량성과 함께 제조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기술은 1943년경 독일/지금에 Hebel사의 의해  Emmering에 

 

제1생산 공장이 문을 열게 되었고 이후 뛰어난 친환경성, 단열성, 불연성, 경량성, 방음성, 알레르기억제성, 아토피의 

안정성과 함께 비약적 발전을 통하여 70여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많은 국가에서 선호하는 건축 자재로 인정받고 있다. 

(Quotation Aercon Qu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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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n ® 

2018 

Alc의 재료는 광물인 규석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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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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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는  

“내구성과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alc는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주거용 alc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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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0.914 

    3.73×10₂ 

    3.56×10₂ 
CFIA 

ALC 

숯 

황  토 

원적외선 히타 

구   분 방 사 율 

0.925 

0.883 

방사 에너지 

    3.68×10₂ 

    4.23×10₂ 

시험기관 

KICK 
KICK 

KICK 

원적외선이란? 
 

가시광선의 적색영역보다 파장이 긴 전자파의 일종으로 파장이 25㎛ 이상인 적외선을 뜻합니다.  

원적외선은 긴 파장으로 인해 인체를 통과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열작용을 하는데 이는 각종질병에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포를 1분에 2000번씩  

미세하게 흔들어 줌으로써 세포조직을 활성화 하여 노화방지, 신진대사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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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아토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성 

내화성 

차음성 

단열성 

원적외선 온열효과가 있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항균효과, 탈취효과 (탈취율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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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마법’ 

alc두께 10cm이상 무조건 법적 내화구조! 

www.hovan.co.kr 

            ALC는 1000℃ 이상의  

            강력한 화재를 차단하며,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화재에도 우리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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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시공법에 대해 궁굼 하십니까?”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면 하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우리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그 해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실제 ALC표면 입니다. 실제 통기성이 되는 ALC전용 발수재이며, 2mm 이상 코팅을 한 이미지 입니다. 

               

              ① 먼저 ALC블록을 쌓을 시 콘크리트 바닥면을 깨끗이 잔재물과 먼지를 제거한다. 

              ② 깨끗한 바닥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타르)를  고루 발라준다. 

              ③ 가스 토치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프라이머 (타르) 와 흡착 시켜준다.  

              ④ 일반블록을 사용하되, 가급적 ALC발수블록 사용을 자제한다. 그 이유는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ALC블록 첫 단은 CKA 101 모르타르를 물과 희석하여 붓질이나 롤러로 꼼꼼히 도포한다. 

“기초면 콘크리트 바닥 면에서 올라오는 습도를  막아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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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술은 지역별 단열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별 

열관류율 값에 따라 블록과 패널은 주문 생산됩니다. 

남부지방  275mm 

중부지방  325mm 

제주도      200mm 

“alc 단열성은 콘크리트 단열성의 10배이상 뛰어나다.” 

별도의 단열재없이 국내 건축물 단열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www.hov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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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e본 연관 탐색건수, 분류된 색상표의 큰 원은  

긍정적 평가로 분류 대상입니다. 

     Big Date 

www.hov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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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 ( i )블록 

  ALC ( i ) 블록 단열성을 높이고 제품무게를 낮춰 작업효율성을 향상시킨 저비중 블록 

        ALC일반블록 

                  가장 범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블록  KS기준 0.5품으로 압축강도 40Kg / ㎠ 내외의 블록 

         ALC발수블록 

                  발수제를 첨가해 생산한 흡수율 1% 내외 (일면흡수율 기준) 인 블록이며, 색상은 분홍색이다. 

           ALC고강도블록 

                  고강도블록 차음구조용 또는 고강도를 요구하는 벽체를 위한 KS기준 0.6품 이상인 블록 

ALC블록의 종류 

www.hov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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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 (i) - 0.35 내외 - 30 이상 - 0.088이하 단열성능  
강화제품 

ALC - 발수블럭 - 0.45 이상 0.50 미만 - 37 이상 - 0.10 이하 발수성능  
함유제품 

블록 종류별 주요물성 

제주도, 중부지방, 남부지방. 두께별 특수블록  

구 분 
절건비중 열전도율(W/mk) 압축강도(kg/㎠) 

KS기준 KS기준 
비고 

일반블록 0.5품 30 이상 0.118 이하 

KS F 2701  

(ALC블록) 

 

규격품 고강도 블록 

0.6품 

0.7품 

ALC 

0.45 이상 0.50 미만 

0.50 이상 0.55 미만 

0.55 이상 0.60 미만 

0.60 이상 0.65 미만 

0.65 이상 0.70 미만 

0.70 이상 0.75 미만 

50 이상 

70 이상 

ALC 

37 이상 

42 이상 

55 이상 

60 이상 

75 이상 

80 이상 

0.238 이하 

0.277 이하 

0.13 이하 

ALC 

0.10 이하 

0.11 이하 

0.12 이하 

0.14 이하 

0.15 이하 

KS기준 

0.65 미만 

0.45 이상 

0.55 미만 

0.65 이상 

0.75 미만 

0.65 미만 

 

 

 

발수블록은 상기 표의 모든 규격을 생산. 
두께 75~200mm는 표준품으로 상시 출하가능하며. 그 외의 규격은 주문생산 후 출하가능 

일반블록의 장당무게 산정은 0.5품, 출하 시 함수율 30% 기준  ALC – I 장당 무게 산정은 비중 0.35, 출하 시  함수율 40%기준 

 

블록은 파렛트 단위로 출하 
파렛트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1.2m×1.2m×1.4 ~ 1.5 입니다. 단, 두께 325mm블록은  0.975m×1.2m×1.4m 입니다 

두께 50mm 블록은 운송 중 파손방지를 위해 파렛트 적재 시 최하부 첫단 및 최상부 첫단에 100mm 블록을 배치하여 출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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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규격 및 장당무게 

ALC제품 ALC두께 

ALC규격 

1㎡당/매수 1매수/장당무게 

두께 길이 높이 

50t 

75t 

100t 

125t 

150t 

175t 

200t 

225t 

250t 

(i)200t 

(i)275t 

(i)325t 

50mm 

75mm 

100mm 

125mm 

150mm 

175mm 

200mm 

225mm 

250mm 

200mm 

275mm 

325mm 

600mm 

600mm 

600mm 

600mm 

600mm 

600mm 

600mm 

600mm 

600mm 

600mm 

600mm 

600mm 

400mm 

400mm 

400mm 

400mm 

300mm 

300mm 

300mm 

300mm 

300mm 

300mm 

300mm 

200mm 

5.6 

4.2 

4.2 

4.2 

4.2 

5.6 

5.6 

5.6 

5.6 

5.6 

5.6 

8.4 

8kg  

12kg  

16kg  

20kg  

18kg  

21kg  

24kg  

27kg  

30kg  

17kg  

23kg  

18kg  

ALC일반블록, 발수블록, 고강도블록 (포장단위 같음) 

www.hov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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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규격, 파렛트 무게 ALC일반블록, 발수블록, 고강도블록 (포장단위 같음) 

1,248kg 

1,440kg 

1,440kg 

1,440kg 

1,440kg 

1,344kg 

1,344kg 

1,296kg 

1,440kg 

952kg 

920kg 

756kg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975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200mm 

1,500mm 

1,500mm 

1,500mm 

1,500mm 

1,500mm 

1,500mm 

1,500mm 

1,500mm 

1,500mm 

1,500mm 

1,500mm 

1,400mm 

80 

156 

120 

90 

72 

64 

56 

48 

48 

56 

40 

42 

37.44 

28.80 

21.60 

17.28 

14.40 

11.52 

10.08 

8.64 

8.64 

10.08 

7.20 

5.04 

50t 

75t 

100t 

125t 

150t 

175t 

200t 

225t 

250t 

(i) 200t 

(i) 275t 

(i) 325t 

길이 폭 높이 

제품 /두께 1파렛트/무게 
파렛트/크기 

1파렛트/매수 1파렛트/㎥ 1파렛트/㎡ 

2.160 

2.160 

2.160 

2.160 

2.016 

2.016 

1.944 

2.160 

2.016 

1.980 

1.638 

2.160 

http://www.hov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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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의 함수 율은 40%입니다. ALC제조 특성상                

                                          ALC는 일부의 습도를 머금고 있는 상태로 랩핑포장이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받는 즉시 랩핑지를 뜯은 후 각 현장에서 양생을 거쳐야 하며, 시공 후에도 양생을 하여야 합니다.  

     ① 비가 오는 날에는 상하 차를 삼간다. 

     ② 운송 하차 후 랩핑 포장 지를 뜯은 후 양생을 시킨다. 

     ③ 가급적 비가 오는 날에는 양중(소운반을) 을 하지 않는다. 

     ④ 제품 하차 중 비가 내릴 경우 비닐이나 천막지로 제품을 보호한다. 

높이:1,500mm 

폭:1,200mm 길이:1,200mm 

양생전 1,440kg 

양생후 1,008kg 

차량크기 

운송단위 ( 파렛트 ) 

중량 

적재함 

1톤 2.5톤 5톤 11톤 18톤 25톤 

2.6M 4M 6M 7.5M 10M 10M 

1 2 5 8 14 16 

 

 16파렛트 1회 발주시 (물량기준) 이상 출하시 운송료는 무상입니다. 

 일부 도서 산간지역은 유류 할증이 있으며, 현장에 따라 작은 적재 차량을 요청시 일부의 운송료가 발생 됩니다.  

 

www.hov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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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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