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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인 건축가 설계
* 중국산 SOC 천연슬레이트 Grey
* 지붕/벽체용 : 250X200mm, 5T & 벽체용 300X150mm, 5T 
* 벽체 : 온두린 아르드와즈 후크시공시스템 적용
* 전면파샤드 : 지붕용/벽체용 천연슬레이트 타일 부착식 시공 

천연슬레이트의 다양한 크기/활용처/시공방식 시도~

2016-1 : 서울 번동 OO Cafe



5

* OO건축사무소 설계
* 중국산 SOC 천연슬레이트 Black / 지붕용 : 250X200mm, 5T
* 지붕 : 온두린 아르드와즈 후크시스템 적용
* 총면적 : 1,667m2 (체육관 및 부속건물)

징크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따뜻한 느낌으로~ 

2016-3 : 용인 OO유치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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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 : 파주 OO기업 기숙사

* OO건축사무소 설계
* 중국산 SOC 천연슬레이트 Black 
* 지붕용 5각형 250X500mm, 7T & 스타터슬레이트 500X300, 7T
* 시공 : 못시공시스템 적용 & 육각형 디자인패턴

독특한 육각패턴 전통적 못시공방식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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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 : 부안 구. 금융조합

2017-13 :  목포 구. 일본영사관 서고

2018-1 : 순천 철도마을 관사

* OO건축사무소, ㅁㅁ건축사무소, ##건축사무소 설계
* 중국산 SOC 천연슬레이트 Grey 
* 지붕용 6각형 300X300mm, 7T & 스타터슬레이트 350X250, 7T
* 시공 : 못시공시스템 적용 & 마름모형 디자인패턴

마름모패턴  못시공방식으로 리모델링 시공~ 

근대문화유산 천연슬레이트 지붕 리모텔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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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건축사무소 설계
* 스페인산 천연슬레이트 CUPA R12 Excellence Dark Grey 
* 지붕&벽체용 250X200mm, 5T
* 시공 : AL바 & 못시공시스템 적용 & 정사각형 디자인패턴

국내 스페인산 CUPA 첫시공, 국내 벽체 첫시공, 국내 AL바 첫시공~ 

2017-7 : COS 한남동매장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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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직접 선택
* 스페인산 CUPA R12 Excellence Dark Grey 
* 지붕&벽체용 250X200mm, 5T
* 시공 : 온두린 아르드와즈 후크시공시스템 적용

고급스럽게 빛을 반사하는 CUPA 천연슬레이트~

2017-10 : 판교 운중동 모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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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건축사무소 설계
* 스페인산 CUPA R12 Excellence Dark Grey 
*  지붕&벽체용 250X200mm, 5T
* 벽체시공 : 온두린 아르드와즈 후크시공시스템 적용

이중벽체로 단열성 증대, 모던스타일의 천연슬레이트 사이딩~

2017-12 : 세종 모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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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파주 주택
중국산 SOC black 
250X200 아르드와즈 후크

천연슬레이트는 지붕재로서 아름다움과 최고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6 서산 주택
중국산 SOC black
250X200 아르드와즈 후크

2017-8 용인 주택
스페인산 CUPA R12
250X200 아르드와즈 후크

2017-9 양평 주택
스페인산 CUPA R12
250X200 아르드와즈 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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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양평 한옥
중국산 SOC black 
250X200 아르드와즈 후크

천연슬레이트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천연석 건축자재 입니다

2016-4 양평 주택
중국산 SOC grey
250X200 아르드와즈 후크

2018-5 춘천 호텔
중국산 SOC black
250X200 타일부착식

2018-7 청담동 식당
중국산 SOC black
250X200 AL바 & 못

2018-2 이천 주택
중국산 SOC black
300X300 마름모 못시공

기타 시공사례 및 시공중 사례와
각 시공사례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슬레이트코리아 홈페이지
www.slatekore.com
[국내시공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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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TE KOREA

슬레이트코리아(SlateKorea)는 
최고품질의 다양한 천연슬레이트를 수입판매하고, 혁신적인 시공방식과 결합하여,
최고의 디자인&기술력을 가진 천연슬레이트 판매/시공/컨설팅 전문업체입니다.

Official Distributor : France Onduline  Spain CUPA  China S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