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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HA

AUTO SLDING DOOR
MANUAL SLIDING DOOR
OVERLAP DOOR
MEAT SUSPENSION RAIL DOOR
STS HINGE DOOR
VENTILATION DOOR 
VINYL CURTAIN
AIR CURTAIN
FLOOR HEATER



선택은 자유롭게 결과는 완벽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파스카이앤씨의 기술 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방열도어의 기술, 기능성의 발전과 큰 도약은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안전시공과 신속한 A/S는 고객에게 드리는 첫번째 약속입니다.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파스카 아이디에스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기술력과 
자부심으로 최고의 품질과 책임 시공을 약속 드립니다.

파스카아이디에스는 최신 기술과 접목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며 
좋은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루도 쉬지않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더 높은 고객가치를 창출해 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신뢰성 높은 기술을 접목하여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기술개발과 첨단장비 및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고객만족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최고의 품질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숙력된 기술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파스카아이디에스의 앞날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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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기술력
앞서가는

 디자인



07월 파스카이앤씨설립
       경기도 부천시 상동 

12월 벤처기업 인증
12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12월 (주)파스카이앤씨 의정부 지점 
       포천공장으로 이전
01월 전문 건설업 면허 취득(기계설비공사업)
01월 (주)파스카이앤씨 의정부 지점 설립
01월 (주)파스카이앤씨 법인전환

12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08월 방열도어 해외수출(베트남 식품공장, 150조)
07월 ISO 9001, ISO 14001 인증
       (방열도어에 대한 설계, 개발, 생산)
04월 직접 생산확인 인증(산업용 냉동기)
03월 공장등록 완료(경기도 포천)
02월 특허출원(출원번호/제 10-2018-0156451호)
          - 방열문 내설전선 훼손방지 장치

01월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02월 특허출헌
(출원번호/제10-2020-0016037호)
- 조명장치가 내설된 방열문

2017
성실과 신뢰를 통한 믿음

2018
전문 건설업으로의 한단계 도약

2019
기술력과 AS로 최고의 파트너

2020
특허와 함께 사업의 다변화

H I S T O R Y 

P I D S - A D  

Auto [자동]
Manual [수동]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Double [양개]
Single [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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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VIEW "A"

FRONT VIEW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B-B' <현장 시공사진>

■사용용도

-   저온창고 냉장, 냉동실 등의 다양한 
   보관시설
   (식품공장, HACCP시설, 제약회사, 마트, 
   축산 물가공시설, 농산물 창고, 유통센터 등)

- 지게차 등 출입이 빈번한 보관시설에 
   적합

P I D S - A D  
전동양개 슬라이딩 도어

항 목 사 양

도어크기 폭 : 2,200~4,000 / 높이 : 2,400~6,000

표면재, 보호판 STS THK.0.8 H/L, 칼라강판

내부재
CSD : 경질우페탄폼 100T(상온, 냉장실)
CSD : 경질우레탄폼 125T(냉동실)
ATD : 경질 우레탄폼 50~75T

모터 단상 AC220V 2KW, BLDC모터 200W

레일 알루미륨, 하강 압착식(문닫힘)

작동방법 반개스위치, 리모콘(다채널)

모터구동 브레이크 타입

프레임 및 도어몰딩 열선내장(상시 40~50도 유지)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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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DETAIL VIEW "A"

FRONT VIEW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B-B' <현장 시공사진>

■사용용도

-   저온창고 냉장, 냉동실 등의 다양한 
   보관시설
   (식품공장, HACCP시설, 제약회사, 마트, 
   축산물가공시설, 농산물창고, 유통센터 등)

- 출입이 빈번하고 폭이 좁은 공간의 
   보관시설에 적합

P I D S - A S  
전동편개 슬라이딩 도어

항 목 사 양

도어크기 폭 : 1,000~4,000 / 높이 : 2,000~6,000

표면재, 보호판 STS THK.0.8 H/L, 칼라강판

내부재
CSD : 경질우페탄폼 100T(상온, 냉장실)
CSD : 경질우레탄폼 125T(냉동실)
ATD : 경질 우레탄폼 50~75T

모터 단상 AC220V 2KW, BLDC모터 200W

레일 알루미륨, 하강 압착식(문닫힘)

작동방법 반개스위치, 리모콘(다채널)

감지센서 적외선 안전센서

모터구동 브레이크 타입

프레임  및  도어몰딩 열선내장(상시 40~50도 유지)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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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VIEW "A"

FRONT VIEW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B-B' 

P I D S - M D  
수동양개 슬라이딩 도어

항 목 사 양

도어크기 폭 : 2,200~3,000 / 높이 : 2,400~3,000

표면재, 보호판 STS THK.0.8 H/L, 칼라강판

내부재
CSD : 경질우페탄폼 100T(상온, 냉장실)
CSD : 경질우레탄폼 125T(냉동실)
ATD : 경질 우레탄폼 50~75T

레일 알루미륨, 하강 압착식(문닫힘)

프레임  및  도어몰딩 열선내장(상시 40~50도 유지)









문높이













<현장 시공사진>

■사용용도

-   저온창고 냉장, 냉동실 등의 다양한 
   보관시설
   (식품공장, HACCP시설, 제약회사, 마트, 
   축산 물가공시설, 농산물 창고, 유통센터 등)

- 물품의 입출고가 적은 보관시설에 적합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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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VIEW "A"

FRONT VIEW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B-B' <현장 시공사진>

■사용용도

-   저온창고 냉장, 냉동실 등의 다양한 
   보관시설
   (식품공장, HACCP시설, 제약회사, 마트, 
   축산 물가공시설, 농산물 창고, 유통센터 등)

- 물품의 입출고가 적은 보관시설에 적합

P I D S - M S  
수동편개 슬라이딩 도어

항 목 사 양

도어크기 폭 : 1,200~2,400 / 높이 : 2,000~3,000

표면재, 보호판 STS THK.0.8 H/L, 칼라강판

내부재
CSD : 경질우페탄폼 100T(상온, 냉장실)
CSD : 경질우레탄폼 125T(냉동실)
ATD : 경질 우레탄폼 50~75T

레일 알루미륨, 하강 압착식(문닫힘)

프레임  및  도어몰딩 열선내장(상시 40~50도 유지)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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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문높이
문높이

문높이
문높이





F.L









FRONT VIEW

FRONT VIEW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B-B' 

SECTION VIEW B-B' 



보호판



보호판

항 목 사 양

도어크기 폭 : 900~2,000 / 높이 : 1,800~2,200

표면재, 보호판 STS THK.0.8 H/L, 칼라강판

내부재 경질우레탄 폼 100~125T

패킹 알루미륨, 하강 압착식(문닫힘)

손잡이 크롬도장

세이프티핸들 크롬도장

잠금장치 크롬도장

■사용용도

-   저온창고 냉장, 냉동실 등의 다양한 
   보관시설
   (식품공장, HACCP시설, 제약회사, 마트, 
   축산 물가공시설, 농산물 창고, 유통센터 등)

- 횡으로 개폐가 불가능한 냉동 저온
   창고에 활용

<현장 시공사진>

P I D S - OLD(D), OLD(S) 
[OVERLAP DOOR] 
오버랩 도어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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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높이





문높이











FRONT VIEW

FRONT VIEW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B-B' 

SECTION VIEW B-B' 

항 목 사 양

도어크기 폭 : 900~2,000 / 높이 : 1,800~2,200

표면재, 보호판 STS THK.0.8 H/L, 칼라강판

내부재 경질우레탄 폼 100T

패킹 개량실리콘 고무패킹

손잡이 크롬도장

세이프티핸들 크롬도장

잠금장치 크롬도장

■사용용도

- 저온창고 냉장, 냉동실 등의 다양한 
   보관시설
  (식품공장, HACCP시설, 제약회사, 마트, 
   축산물가공시설, 농산물창고, 유통센터 등)

- 도축장 및 축산물 저온창고에서의 
   작업의 편리성에 적합

<현장 시공사진>

P I D S - M S R D 
[MEAT SUSPENSION RAIL DOOR] 
축육현수 도어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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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VIEW

SECTION VIEW A-A' 

SECTION VIEW B-B' 

문높이

<현장 시공사진>

항 목 사 양

도어크기 폭 : 900~2000 / 높이 : 1,800~2,200

표면재, 보호판 STS THK. 0.8 H/L, 칼라강판

내부재 경질우페탄 폼 50T

투시창 유리, 카보네이트

손잡이 크롬도장

P I D S - S H D 
[STS HINGE DOOR / 50T] 
서스 여닫이 도어

■사용용도

-   저온창고 냉장, 냉동실 등의 다양한 
   보관시설
   (식품공장, HACCP시설, 제약회사, 마트, 
   축산 물가공시설, 농산물 창고, 유통센터 등)

- 도축장 및 축산물 저온창고에서의 
   작업의 편리성에 적합









환기 도어 (VENTILATION DOOR) 

■사용용도

농, 수산물 저장창고에서 적정습도 유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숙성에 
따른 배출가스 및 악취를 배출하기 위해서 사용

제품 문의
1588-7359

(220V용)

H

OFF

L

< 정 면 도 >
< 측 면 도 > < 배 면 도 >

< 정 면 도 >

< 저 면 도 >

2
2
5

1
3
9

200

W

8
0 2

0
0

1
0
0

110

987
W

1
7
7

2
2
5

64 95 150 239

4
2
.5

4
2
.5

6
3

■사용용도

냉동, 냉장창고 도어 상부에 설치하여 위
에서 아래로 압축공기를 분출시켜 공기 
유막을 형성, 냉기의 유출방지 및 각종 해
충과 공기중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적합





FRONT VIEW

DETAIL VIEW "A"SECTION VIEW

VENTILATION DOOR
환기 도어 

AIR CURTAIN
에어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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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PASCHA INSULATED
DOOR SYSTEM

항 목 사 양

도어종류
일반식 : 직접 올라가서 문을 개폐하는 방식
레버식 : 지상에서 문을 개폐하는 방식(높이  약 1.5m)
자동식 : on/off 방식의 전동 개폐

표면재, 
보호판

STS THK.0.8 H/L, 칼라강판

내부재 경질우레탄 폼 100T

패킹 개량실리콘 고무패킹

손잡이 크롬도장

항 목 규 격 전원(V) 풍속(m/s) 풍량(㎥*h) 차단높이(m)

1000L 1000×225×200 220 13/16 2600/3300 3.0~4.0

1200L 1200×225×200 220 13/16 3000/3300 3.0~4.0

1500L 1500×225×210 220 10.8/12.6/16 1321~1958 2.0~2.7

일반식

레버식



■사용용도

출입구에 설치하여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의  냉방효율을 높이고 냉기 보호를 위해 사용

■주요제원

표면재 : 염화비닐

■사용용도

냉동, 냉장실 출입구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전 매립, 결빙현상 방지

CURTAIN & HEATER
비닐커튼 & 바닥히터 

비닐커튼 / VINYL CURTAIN

바닥히터 / FLOOR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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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HA INSULATED
DOOR SYSTEM

매립형 교체형



언제나 고객님을 향합니다.

올바른 기업정신과 안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생산, 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성실과 신뢰를 통해 
믿음을 지키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신속한 A/S로
고객의 불편사항에 
항상 귀 기울이며
고객님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진화하는 고객님의 기대에 부흥하는
전문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제품연구개발, 특허출헌을 통해
방열도어문 부분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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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주는 감동.

고객중심의 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