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 Series Shingles

New!

Shingles
수퍼 시리즈 슁글

Castle Gray 돌회색

아머탭 수퍼TM Copper Brown 진밤색

Copper Brown 진밤색

Sunshine Red 노을색

Galaxy Black 검정색

가장 완벽한 선택
아름다운 지붕, 걱정없는 지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택

아머탭 수퍼TM 슁글은 오웬스코닝에서 자체 개발한
수퍼실란트기술을 적용하고 열활성화 방식의 접착띠를 통한
슁글의 자체 접착력을 강화하여 시속 180 KM의 강풍과 돌풍에도
견딜 수 있는 내풍성능과 슁글의 내구성을 보증합니다.

슁글

Super Sealant Technology

₂
No.1 지붕 브랜드 오웬스코닝
아름다움과 성능을 하나로, 지붕재의 새로운 시작,
아머탭 수퍼TM.

Mineral Surface AR Granules

오웬스코닝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아머탭 수퍼 5탭 슁글을 소개합니다.
탁월한 성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하는 아머탭 수퍼 슁글은
유럽의 고풍스러운 고성 지붕 스타일을 모티브로 하여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스타일의 가치와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으로 당신의 선택을 빛나게 합니다.
TM

Weathering-grade Asphalt

TM

FiberglasⓇ Mat
Weathering-grade Asphalt

제품 속성 및 사양

아머탭 수퍼TM를 선택하는 순간, 아름다운 지붕은 자부심이 됩니다.

아머탭수퍼TM 슁글만의 특장점 :
30년 품질보증¹
● 최대 180 KMPH 내풍성 보증¹
● 국내최초 제품 전색상 이끼방지 보증¹
● 아름다운 디자인과 색상

ARMORTAB SUPER™ 180KMPH

●

보증기간¹

30 Years Limited Warranty¹

수퍼실란트 내풍성 보증¹

180 KMPH

AR 보증¹

YES

제품 기준 치수

333 x 1000 mm

노출길이

143 mm

포장 단위

64 Shingles per SQ

수퍼실란트(Super Sealant)기술에 대해 아시나요?

4 Bundles per SQ

75년 이상을 건축자재 전문 기업으로 사랑받아온 오웬스코닝. 세계최초 유리섬유강화 슁글을
만들어낸 오웬스코닝 지붕재의 혁신 기술은, 슁글의 내구성과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핵심기술인 수퍼실란트로 계속 됩니다. 열활성화 방식의 수퍼실란트는 슁글 자체 접착력을
강화하여 시속 180 KMPH¹
의 강풍과 돌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내풍성능을 보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저하되는 일반적인 접착제(MSA)와는 달리, 한번 활성화된 수퍼실란트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바람이 불어도 걱정없는 건강한 지붕을 최대 평생보증¹으로 누릴 수
있는 오웬스코닝만의 테크놀로지 입니다.
오직 수퍼 시리즈만이 가능한 지붕의 궁극의 잠재력을 깨우는‘수퍼실란트’매커니즘은 건강한
지붕을 선택하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당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택, 아머탭 수퍼 .
TM

무게

95 Kg per SQ
23.8 Kg per Bundle

시공면적

9.15 m2

아름다운 지붕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택

아름다움을 성능으로 완성하는 새로운 시작
방수 아스팔트 슁글 전용 초강력 접착 포뮬러, Super Sealant Technology

슁글의 자체 접착력 향상으로 내풍성능 극대화

➡
태양 광선을 반사시켜 자외선을 차단하고 Algae로 인한 손상을 보호하는
Mineral Surface AR Color Granule

지붕의 아름다움과 스타일을 평생보증¹

➡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도와주는 Courtesy Cut & Nailing Line

우수한 시공품질을 보증하는 즉각적인 효과

1

See actual warranty for complete details,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Owens Corning R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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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itch of your roof can also impact how a shingle looks on your home.
We suggest that you view a roofing display or several shingles to get a better idea of the actual color. To accurately
judge your shingle and color choice, we recommend that you view it on an actual roof with a pitch similar to your
own roof prior to making your final selection. Color availability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sk your professional
roofing con tactor for samples of colors available in your area.
2

아머탭 수퍼TM Sunshine Red 노을색

아머탭 수퍼TM Galaxy Black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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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탭 수퍼TM Castle Gray 돌회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