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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AMP(바캠프)는 천연슬레이트 세계1위 스페인 CUPA의 브라질 자회사 입니다.   CUPA에서 
철저히 품질을 검증한 고품질 BARCAMP천연슬레이트는 독특하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두껍고, 크기가 큰 제품, 원하는 표면가공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건축의 내외장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천연슬레이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공급합니다. Brazilian Slate

다양한 브라질산 천연슬레이트

천연슬레이트 매장량 세계 1위인 브라질은 스페인에 이어서 세계2위의 천연슬레이트 수출국입니다. 
브라질산 천연슬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매우 단단하고 풀질이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붕재뿐만 아니라  내외장 바닥재, 벽체 등 다양한 시공분야에 
적합토록  크기, 두께, 표면가공으로 제각기 특색있는 천연슬레이트를 생산하여 북미 및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검증받은 건축자재로서 브라질산 천연슬레이트의 제품의 다양성은 고객에게 
적용범위와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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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itti Black Grey Green Multi Color



Roofing

선택 옵션이 많은 천연슬레이트 지붕재

아름답고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최고의 지붕재로서 천연슬레이트의 특성을 
브라질산 천연슬레이트 지붕재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색상과 대형지붕에 어울리는 커다란 크기/두꺼운 두께 및 Sawn타입의 모서리 
가공까지 천연슬레이트 지붕재의 폭넓은 선택의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 natural finish / black, grey, multi-color / 5-10 thickness / beveled, s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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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용 빅사이즈
천연슬레이트



Wall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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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내외장 벽체용 천연슬레이트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색상톤이지만, 한장 한장이 조금씩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천연슬레이트의 특성을 브라질산 천연슬레이트도 가지고 있으며, 내장 및 외장 
벽체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BARCAMP 천연슬레이트는 평활도가 우수하고,
크기와 두께가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매우 정밀합니다.     

* Natural Finish, Sawn Edge, 300X300 ~ 900X900, 10T~30T 

슬레이트스트립 
(Slate Strip)

롱브릭타입의 
천연슬레이트

600X100X10T
600X150X10T



Flo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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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내외장 바닥용 천연슬레이트 타일

천연석 타일 천연슬레이트는 변치않는 색상으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실내 또는 
실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두께, 크기, 표면상태 등 다양한 가공으로  
전체적으로는 공장생산타일 또는 저가 천연석 타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딤석, 석재데크, 욕실, 현관 등 활용이 가능합니다.    

* Finish : Natural, Brushed, Honed
* Size : Standard 300X300 & 300X600, Order 200X200 ~ 900X900
* Thickness : 10T, 15T, 20T, 25T, 30T 
* Calibrated - not calib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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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코리아     02-337-5586     www.slat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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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zil BARCAMP

SLATE KOREA

HIGH QUALITY BRAZILIAN 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