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버트사

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구조용 집성재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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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693-0971

C O M P A N Y, I N C.
VANCOUVER, WA USA

직선형 구조용 집성재
고강도 빔
곡선, 아치형 구조용 집성재
주문 제작 곡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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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트러스
둥근 기둥
수출 제품
특별 서비스

www.calvertglulam.com

C O M P A N Y, I N C.

Calvert Company, Inc. • 고급 구조용 집성 목재 빔 및 아치 제조업체
주문 제작으로 귀하의 디자인을 차별화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구조용 집성재를 제작해온 업체 중 하나인 Calvert Company는 1947
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제 50년이 넘는 고품질 집성 목재 빔 제작 경험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북서부
지역 두 곳에 위치한 제조 공장(워싱턴주의 밴쿠버 및 워슈걸 시)에서는 전 세계에 걸쳐 상용 및 주거
프로젝트 전반에 사용되는 구조용 집성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Calvert Company의 생산 능력은 고객에게 유연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전화 한 번만으로 거의
모든 용도에 적합한 구조용 집성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주택, 스키용 산장, 레스토랑이며
소매점까지,…목록을 나열하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공되는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상용 프로젝트용 대형 직선형 빔, 주문 제작 용도로 사용되는 곡선형 및 아치형 구조용 집성재, 재고용 빔,
가공식 바닥 시스템용 고강도 GL3000 빔, 조립식 빔 및 구조용 집성재 트러스, 고품질 수출용 빔, 둥근 기둥
등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수많은 맞춤 제작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alvert Company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우수한 서비스 및 훌륭한 품질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육로로든 태평양을 가로질러 배송되든, 주문이 출하되는 순간부터 구조용 집성재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예상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Calvert Company는 APA – EWS(American Plywood Association-Engineered
Wood Systems, 미국 합판 협회-공학 목재 시스템)의 회원사이므로, 당사의 빔 제품은 모두 미국 국립 표준
협회(ANSI)의 표준 A190.1의 엄격한 품질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됩니다. Calvert Company는 APA-EWS
의 회원사로서 JAS 인증을 획득했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여러 도시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Calvert
Company는 FSC(Forest Stewradship Council, 산림 관리 협의회)로부터 산림 제품 연계 관리에 대한 FSC/스마트
우드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Calvert 사양
나무 품종

미송, 알래스카 측백나무, 북미산 소나무, 미국
삼나무, 적삼목 및 스프루스 소나무, 전나무

외양 등급

최고급용, 건축용, 산업용, 프레임용, 엄선된
단단한 옹이 제품, 매끈하게 켠 제품, 거칠게 켠
제품

길이

최대 96피트

폭

1/2인치~30인치

깊이

최대 60인치(더 깊은 빔도 제작 가능)

캠버

제로, 2000피트, 3500피트(특수 캠버 제작 가능)

아치 반경

최소 반경 2피트-0인치

둥근 기둥

최대 직경 30인치
최대 길이 60피트-0인치

보호 방법/선적

개별 포장, 번들 포장, 적재 포장, 가장자리 특수
보호 및 결박 가능, 현장 수출용 컨테이너 적재

Calvert JAS 사양
나무 품종

미송, 알래스카 측백나무, 북미산 소나무

최대 폭

270mm(요청 시 더 넓은 폭으로 제작 가능)

최대 깊이

1450 mm

최대 길이

18미터

최대 강도

E150 F465

사용 환경

사용 환경 A

포름알데히드

F****

Calvert 제품
직선형 구조용
집성재

표준 캠버, 캠버 없음 또는 작업 요건에 따라
지정된 캠버
• 모든 외양 등급 구매 가능
• 상용 및 주거용 제품

곡선형 및 아치형
구조용 집성재

표준 정반경 곡선형, 튜더식 아치와 피크 및
캠버드 구조용 집성재

주문 제작 곡선형

S 곡선, 측면 곡선, 포물선형 아치, 이중 복심
곡선형 및 만곡이 급격한 작은 반경(최소 2
피트-0인치)의 곡선형

조립 트러스

구조용 집성재 및 중량 목재 트러스 유형 일체
제작 및 조립
• 현장 조립으로 리드 타임을 최소화합니다
• 완전 조립식, 하드웨어 포함 또는 제외
• 또한 선적이 용이하도록 조립 및 해체 가능
• 제작도 제공 가능

둥근 기둥

최대 길이 60피트, 최대 직경 30인치, 단일
직경으로 전체 길이 유지 또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짐
• 필요한 경우 조립 후 공급
• 특별히 엄선된 단단한 옹이 목재를 사용하여
소요되는 충전재를 최소화

수출 제품

JAS 승인, 미터법 표시에 의한 엄격한 허용 오차
및 현장 컨테이너 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