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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ONE은 건축가에 의해, 그리고 건축가를 위해 디자인된 
through-coloured 건축외장재입니다. 저희 회사는 1950년대부터  
Eternit 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건축외장재 패널을 생산해 왔습니
다. 모든 EQUITONE 패널들은 섬유 시멘트 기재의 가공되지 않은 
질감을 살려 독특함을 선보입니다. 섬유 시멘트란  가시적 매트릭
스로 강화된 시멘트로써, 시멘트, 셀룰로스 및 미네랄로 구성된 유
일한 복합 자재입니다. EQUITONE 자재는 최대 1.25 x 3m의 패널 
크기로 제공되며 어떤 크기나 모양으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자재는 관통을 시키거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속 또는 
목재 지지 프레임에 리베팅, 나사 고정 및 본딩을 통해 외부 노출이
나 혹은 외부 노출 없이 레인스크린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디자인을 하시든, EQUITONE의 색상은 선명하고 흠이 없는 디테일
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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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ONE [linea]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독특한 입체 형태의 
코어에  through-coloured 외장재입니다. EQUITONE [linea]는 직
선 텍스쳐 코어 섬유 시멘트 재료의 원시 내부 질감을 강조합니다. 
하루의 매 순간, 빛의 각도 변화는 외장재에 다른 면을 선보입니
다. EQUITONE 자재는 큰 패널 크기로 제공되며 작업장이나 현장
에서 어떤 크기나 모양으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디자인
을 하시든, EQUITONE의 색상은 선명하고 흠이 없는 디테일을 보
장합니다. EQUITONE [linea]에는 외부 노출이 되거나 혹은 외부 
노출 없는 고정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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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ONE [tectiva]는  through-coloured외장재로써 표면에 샌
딩처리를 하는것과 재료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색조가 특
징입니다. EQUITONE [tectiva] 패널은 섬유 시멘트 내부의 가공
되지 않은 질감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독특한 자재입니다. 
EQUITONE 자재는 큰 패널 크기로 제공되며 작업장이나 현장에
서 어떤 크기나 모양으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디자인을 
하시든, EQUITONE의 색상은 선명하고 흠이 없는 디테일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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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ONE [materia]는 섬유 시멘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through-
coloured외장재입니다. 이 자재는 시멘트의 특성을 포괄하는 반면, 섬유
와 같은 부드러운 표면을 구사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의 변화에 자재가 자연스럽게 은은한 음영 변화
를 줍니다. EQUITONE 자재는 큰 패널 크기로 제공되며 작업장이나 현장
에서 어떤 크기나 모양으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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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시 다른 색상, 최소 주문 수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EQUITONE [natura]는 코어에 through-coloured외장재입니다. 
EQUITONE [natura] 패널은 섬유 시멘트 내부의 가공되지 않은 질
감을 미묘하게 보여주는 유니크한 자재입니다. EQUITONE 자재는 
큰 패널 크기로 제공되며 작업장이나 현장에서 어떤 크기나 모양
으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디자인을 하시든, EQUITONE
의 색상은 선명하고 흠이 없는 디테일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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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시 다른 색상, 최소 주문 수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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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ONE [pictura]는 무광택 마감이 된 이터닛 섬유 시멘트 외장
재입니다. 요청에 따라 수천 개의 맞춤식 무광 색상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QUITONE 자재는 큰 패널 크기로 제공되며 작업장이나 
현장에서 어떤 크기나 모양으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
재는 관통을 시키거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디자인을 하
시든, EQUITONE의 색상은 선명하고 흠이 없는 디테일을 보장합니
다.



크기

EQUITONE [linea] 

EQUITONE [tectiva] 

EQUITONE [materia] 

EQUITONE [natura] 

EQUITONE [pictura]

두께 폭 크기

10 mm 1220 mm 2500 - 3050 mm

8 mm 1220 mm 2500 - 3050 mm

8 mm - 12 mm 1250 mm 2500 - 3100 mm

8 mm - 12 mm 1250 mm 2500 - 3100 mm

8 mm - 12 mm 1250 mm 2500 - 3100 mm

이 색상표는 사용 가능한 다양한 색상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색상을 100% 정확하게 표현
하는 것은 이 개요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색상의 최종 선택은 샘플에 기초
해야 합니다. www.equitone.com.에서 샘플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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