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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Peak Performance System
더욱 완벽해진 오웬스코닝 지붕시스템

Owens Corning Rooﬁng System

최상의 지붕재 솔루션

오웬스코닝 지붕 시스템

오웬스코닝 방수시트를 선택한 순간,
당신의 지붕시스템은 더 완벽해집니다
완벽한 지붕을 위해 슁글을 선택하셨다면,보다 더 완벽한 지붕을 위해
슁글과의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주는 오웬스코닝의 지붕 액세서리
제품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오웬스코닝의 지붕 시스템은 여러분의 지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건축물의 가치를 보다 오랫동안 지켜드립니다.
VentSure Ⓡ Ventilation Products
Pink FiberglasTM Blown-In Insulation
Owens CorningTM Hip & Ridge Shingles

Owens CorningTM Shingles
Owens CorningTM Underlayment Products
WeatherLock Ⓡ Self-Sealing Ice & Water Barrier Products
Owens CorningTM Starter Shingle Products

오웬스코닝 비엠 코리아(유)

RapidFlow Ⓡ Gutter Drainage Protec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3번지 일송빌딩 18층

Undereave Ventilation Products

Tel) 02-2050-7490 Fax) 02-2050-7499 www.owenscorning.co.kr

Product Speciﬁcations
Length

10m

Width

1m

Coverage

10 / roll

OWENS CORNING
WORLD HEADQUARTERS

OWENS CORNING
(CHINA) INVESTMENT CO., LTD.

OWENS CORNING
JAPAN

OWENS CORNING
HONG KONG LIMITED

ONE OWENS CORNING PARKWAY
TOLEDO, OHIO USA 43659
®
1-800-GET-PINK
www.owenscorning.com

BLOCK B&C 4F TOMSON COMMERICAL BLDG
710 DONGFANG ROAD PUDONG
SHANGHAI 200122, CHINA
www.owenscorningchina.com

4F NISSEI TORANOMON BLDG
3-12-1 TORANOMON MINATO-GU
TOKYO 1005-0001, JAPAN
www.owenscorning.jp

ROOM 1602 JUBILEE CENTRE
46 GLOUCESTER ROAD WANCHAI
HONGKONG

오웬스코닝 (NYSE: OC)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자재, 유리섬유 강화재 및 복합소재 시장의 글로벌 선두 기업
으로서, 솔루션 제공, 시장 변혁,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58년 연속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입니다.
오웬스코닝의 단열 시스템을 비롯한 내외장 시스템과 지붕시스템의 모든
제품은 에너지 보존과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보다 안락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증_ CE, UL790, ASTM D 3161 Class F (110mph) KS Q ISO9001:2009 / ISO9001:2008, KS I ISO14001:2009 / ISO14001 : 2004, K-OHSMS18001:2007 / OHSAS 18001:2007
Applicable Standards & Codes(관련 규격)_ KS F 4750: 2007, ASTM D 3462-07, ASTM D 3161-06 CLASS F WIND, ASTM E 108-11 CLASS A FIRE, ASTM D 3018-03 TYPE 1, ASTM D 312-00
(Reapproved 2006), UL 55A, UL 790 CLASS A FIRE, UL 997 WIND, UL 1897, KS F 4917 : 2007
THE PINK PANTHER™ & © 1964-2012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All Rights Reserved. The color PINK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Owens Corning.
©2012 Owens Corning. Pub. No. 65731204. Printed in Seoul, Korea. July 2012.

Ⓡ

TM

Oakridge Pro 30

Super Estate Gray
오크리지Ⓡ 프로 30TM 수퍼 돌회색

1938년에 설립된 오웬스코닝은 전 세계 28개국에 생산, 영업 및 연구시설을
두고 있으며 약 1만 5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2010년 기준 연간 매출액
약 50억 달러의 유리 섬유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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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택

여러분의 건축물에 유러피안 감각을 선물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가치가 되는 선택Beautiful Decision. Choose Beauty, And Performance too.
건축물의 멋과 아름다움을 성능으로 완성합니다.
아름다움과 성능, 모두 선택하세요.
건축자재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 오웬스코닝에게 루핑 슁글은 단순한 지붕 마감재가
아닙니다. 오웬스코닝의 루핑 슁글은 풍부한 색채와 스타일로 건축물 외장의 감성적 디자인
미학을 완성하는 외장 마감재입니다.
밝고 경쾌한 색채부터 짙고 뚜렷한 색감의 다양한 칼라 셀렉션 뿐 아니라, 깔끔하고 절제된
스타일의 클래식(CLASSICⓇ) 제품과 자연스러운 음영처리로 깊이감을 극대화한 오크유로
(OakEuroⓇ) 제품부터, 깊이 있고 입체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켜 지붕에 볼륨감을 더해주는
오크리지Ⓡ 프로 30TM 수퍼(OakridgeⓇ Pro 30TM Super) 시리즈까지, 오웬스코닝이 만들어
내는 풍부한 그래뉼 색상 배합은 탁월한 디자인과 멋스러운 외관으로 자연과 도시, 그 어디
에서든 조화를 추구하며, 시간이 더할수록, 당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더합니다.
오웬스코닝 슁글만이 선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은 지난 65년 이상을 북미 지역 및 글로벌 건축
자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해온 오웬스코닝의 기술력으로 지붕의 심미적 기능 뿐만 아니라
최고의 내구성을 보증하며 모든 건축물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붕에게 허락된 최상의 가치

BRING COLOR AND FASHION TO YOUR ROOF

THE TOP OF THE HOUSE SOLUTIONS

유럽형 지붕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육각형 디자인의 슁글 제품으로 간편한 시공성을 자랑합니다.
오웬스코닝 오크유로 슁글의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음영은 패션으로의 지붕을 완성시킵니다.
CE 인증을 통한 뛰어난 품질 및 25년 제품 보증을 통해 아름다운 지붕을 보다 오랜 시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고 입체적인 그림자 효과를 통해 보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건축물 외관을 완성시킵니다.
오웬스코닝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실현시킨 오웬스코닝 오크리지Ⓡ 프로 30TM 수퍼 슁글 177KMPH(110MPH)로
놀라운 내풍성능과 다양한 색상의 아름다운 지붕을 30년 품질보증과 함께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퍼실란트 테크놀로지를 도입, 열활성화 방식의 접착띠를 통한 보다 강력한 접착력
•시속 177KMPH(110MPH)의 강풍과 돌풍에도 견뎌내는 놀라운 내풍성
•보다 깊이있고 입체적인 효과를 통한 고급스러운 외관
•뛰어난 내구성

Asian Green

•자연스러운 음영 처리로 극대화 된 깊이감 •유럽풍 디자인의 수려한 외관
•25년 품질 보증의 내구성 •지붕을 완성하는 가장 경제적인 솔루션
•간편한 시공 •CE 인증

Oak EuroⓇ

Product Speciﬁcations

오크유로Ⓡ

육각슁글

Brownwood

흑녹색

아스팔트 슁글 제품 표준 사양표
Brand

ClassicⓇ

Oak EuroⓇ

제품명칭

클래식Ⓡ

오크유로Ⓡ

OakridgeⓇ Pro 30TM Super
오크리지Ⓡ 프로 30TM 수퍼

Products

3 Tab

6 Sided

Laminated

제품종류

일반슁글

육각슁글

이중슁글

*Warranty Period 20years

25years

30years

연밤색
보증기간

Wind Resistance 97kmph(60MPH) -

177kmph(110MPH)

내풍성

Asian Red

Bark Brown

흑적색

진밤색

Nominal Size

수퍼 실란트 테크놀로지

표준규격

오웬스코닝에서 자체 개발한 새로운 방수 아스팔트 슁글용 접착제로
시속 177KMPH(110MPH)의 내풍성을 보증합니다

Weight per Sq

Performance = Beauty

Estate Gray

Terra Cotta Blend

돌회색

노을색

표준중량

196lbs
89kg

166lbs
75kg

239lbs
108kg

PCS/bdl

65/3

66/3

64/4

5.6inch
14.3cm

5.2inch
13.3cm

5.6inch
14.3cm

100sq. ft.
9.27㎡

97.0sq. ft.
9.0㎡

96.9sq. ft.
9.0㎡

3Bdl/Sq
20Sq/Plt

3Bdl/Sq
20Sq/Plt

4Bdl/Sq
16Sq/Plt

포장/단위장수

Exposure
노출길이

여러분이 원하는 지붕의 모든 것

OakridgeⓇ Pro 30TM Super
Ⓡ

TM

오크리지 프로 30

수퍼

이중슁글

Coverage per sq

ClassicⓇ
Ⓡ

클래식

EVERYTHING YOU NEED IN A GREAT ROOF

일반슁글

시공면적

Packing
오웬스코닝 클래식 슁글은 여러분의 지붕에 선물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도와드립니다.
심플한 디자인 속의 견고함과 경제성은 물론 20년 품질 보증과 함께 97KMPH(60MPH)의
내풍성, 그리고 동종제품 최고 수준인 CLASS A UL FIRE 등급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오웬스코닝만의 기술로 표현된 보다 깊이있고 자연스러운 음영처리
•탁월한 미적 기능성 •경제성 •20년 품질 보증

Asian Red

흑적색

Brownwood

33.3cm x 100cm
31.8cm x 100cm
33.7cm x 98cm
(13.11inch x 39.38inch) (12.50inch x 39.38inch) (13.25inch x 38.75inch)

표준포장

* See actual warranty for complete details,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Autumn Brown

Owens Corning strives to accurately reproduce photographs of shingles.
Due to manufacturing variances, the limitations of the printing process and the variations
in natural lighting, actual shingle colors and granule blends may vary from the photo or
the product swatch. Color availability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가을갈색

연밤색

Asian Green

흑녹색

Asian Red

흑적색

품질보증
●

일반사항 : 본 슁글 보증은 북미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적 이용에

제한되고 이전될 수 없습니다. 보증기간은 제품별로 명시된 기간에 따르며 지붕

Chateau Green

흑녹색

Desert Tan

황금색

Brownwood

연밤색

Estate Gray

돌회색

기능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제조상 하자에 대해 보증합니다. 제품 출하
이후 오웬스코닝의 통제를 벗어난 조건이나 부적절한 취급 및 설치 등에 기인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Onyx Black

검정색

Terra Cotta Blend

노을색

보상내역 : 인건비와 플래슁 철거 및 폐기 비용을 제외하고 오웬스코닝이 합리적

으로 산정한 비용으로 보상하며 사용기간을 감안한 비례 산정액으로 적용하며
현품 대체 보상이 가능합니다.

Estate Gray

돌회색

Harbor Blue

청포도색
●

Bark Brown

진밤색

Desert Tan

황금색

내풍선 관련 규정 : 내풍성 보증기간은 시공 후 5년에 한합니다. 각 슁글에 있는

접착제는 적절한 기능성 확보를 위해 수일간의 태양광 조사가 필요하며 부적절한
시공에 의한 내풍성 미달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국가별 관련 법규에 따라 보증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오웬스

코닝 비엠 코리아로 문의바랍니다.

Onyx Black

검정색

Terra Cotta Blend

노을색

Harbor Blue

청포도색

Spanish Red

적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