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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Slate & Wall
내외장 벽체 천연슬레이트의 특징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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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천연석의 하나인 천연슬레이트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독특한 자연스러움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여타의 건축자재에 비하여 
외형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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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래간다
석재로서 천연슬레이트는 5억년 동안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생성된 
점판암이다.  수명이 100년이상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으로 
오래전부터 최고의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

변함없다
천연슬레이트는 색상이 변하지 않으며, 뒤틀리거나 변형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천연석이다.  시공 후에 특별히 
유지보수가 필요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변치 않는다. 

튼튼하다
천연슬레이트는 다른 석재 비하여 매우 얇게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얇으면서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적합하다.  또한 
방수뿐만 아니라, 극한의 온도와 환경을 견뎌내는 불연재이다.   

얇고 입체감이 뛰어나다
기본적으로 겹침시공이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도 입체감이 뛰어나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중에 부담이 없으며, 시공에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선택의 폭이 넓다
천연슬레이트는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가공된다.  즉, 고객이 원하는 
두께, 크기, 모양, 마감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계 수많은 
원산지에서 다양한 색상과 품질의 천연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한장 한장 다르다
천연슬레이트는 광산마다 조금씩 다른 색상과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광산에서 생산되는 천연슬레이트라도 한장 한장에 조금씩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제품과 비교불가이다.

고급스럽다
유럽에서 수백년전부터 왕궁과 주요 건축물에 사용된  천연슬레이트는 
최고급 건축자재로서 인정받고 있다.  중후한 진회색 색상, 미세한 결이 
있는 표면 등은 건축물의 가치를 한껏 높여준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동일한 천연슬레이트라도 시공방식이나 겹침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색상, 크기, 모양, 겹침이 다른 여러 장의 천연슬레이트로 
이루어지는 패턴의 조합은 거의 무한대이다.

다른 자재와 잘 어울린다.
천연슬레이트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소재의 건축자재와도 잘 
어울린다.  전통적인 석재, 목재, 철재, 미장, 벽돌 및 최신 소재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빛을 발한다.



4 Basic Installation
4가지 기본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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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시공
2구멍이 타공된 천연슬레이트를 스테인레스 
스크류못을 겹침부분 안쪽으로 고정하여  
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1

후크시공
타공되지 않은 천연슬레이트의 아래쪽에  
스테인레스  후크를 걸어 고정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시공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2

클립시공
타공되지 않은 크고 무거운 천연슬레이트의 
아래쪽에 특수한 스테인레스  클립을 걸어 
고정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

3

타일부착시공
타공되지 않은 작고 얇은 천연슬레이트를 
겹침이나 매지없이 타일본드로 부착하는 
간단한 시공방식이다.

4

천연슬레이트 고정을 위한 하지

못이나 후크시공의 경우, 비를 직접 맞지 않는 내부의 
경우 각재나 각파이프 위에,  외장의 경우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각파이프 위에 천연슬레이트를 고정하게 
된다.    클립시공은 특별히 고안된 알루미늄 
각파이프에 거는 방식이며, 타일부착시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위에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  
외장의 경우에는 방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하지와 함께 방수시트나 방수 및 단열의 보완하기 
위하여 이솔린 하지재를 함께 시공하기도 한다.



CUPACLAD
혁신적인 천연슬레이트 외장시스템 쿠파클래드

76

쿠파클래드(CUPACLAD)는 세계최고의 천연슬레이트 
업체 스페인 쿠파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천연슬레이트 Rain
Screen Cladding 시스템입니다. 
천연슬레이트를 벽에 고정한 알루미늄 프로파일 위에 
부착하여 공기순환구조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기존 
타일부착식 시공방식에 비하여 단열성, 보온성이 뛰어나고, 
습기제거와 크랙 등의 구조변화문제를 줄여 줍니다.



CUPACLAD Design
다양한 쿠파클래드 디자인패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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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The only limit is your own imagnation !



CUPACLAD Design
다양한 쿠파클래드 디자인패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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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Modern Stylish 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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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Slate Roof & Wall
최신 모던스타일 천연슬레이트 지붕과 벽 일체형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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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Black Force
강렬한 검정색 쿠파천연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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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다양한 소재와 천연슬레이트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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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코리아(SlateKorea)는 
최고품질의 다양한 천연슬레이트를 수입판매하고, 혁신적인 시공방식과 결합하여,
최고의 디자인&기술력을 가진 천연슬레이트 수입/판매/시공/컨설팅 전문업체입니다.

Official Distributor : Spain CUPA, France Onduline
SLATE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