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PONT™ TYVEK   PROTEC™ 
지붕용 합성 방수시트

· PP(폴리프로필렌)재질의 지붕방수시트(Roofing Underlayment)

· 표면 미끄럼 방지 처리로 시공성 향상

· 가파른 경사 지붕에도 적용 가능(2:12 이상)

· 쉬운 먹메김(Chalk)과 먹선유지

· 슁글, 금속 등 다양한 지붕재와 호환 가능

· 완벽한 방수를 통한 지붕 구조재까지 보호

·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구성

· 글로벌 No.1 건축자재 메이커 듀폰(DuPont)제품

지붕 구조에서 슁글, 기와, 메탈 등 최종 마감재 하단에 적용되는 지붕 언더레이먼트(Roofing Underlayment)는 비, 폭풍 등 

악천후로부터 지붕을 보호하는 최종 레이어(Lay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지붕언더레이먼트인 Tyvek Protec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이며, 특히 지붕용 

투습방수지인 Tyvek Supro  plus와 같이 적용시 완벽한 지붕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글라스 울 단열재 – Tyvek Supro plus – OSB – Tyvek Protec – 슁글 등 최종마감

DUPONT™ TYVEK   PROTEC™

표면은 수분과 먼지를 흘러내리게 함과 동시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 시공 편의성 도모

라미네이션(Lamination) 층으로 
방수역할

폴리프로필렌 직포층으로 내구성을 
강화시켜 줌

바닥면은 경사지붕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게 
미끄럼 방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음

4개의 기능층으로 구성(Four-layer)

®

®

  표면 미끄럼방지 처리

  쉬운 먹메김

  세가지 제품군



롤 사이즈(m) 1.2 * 76.2 1.2 * 76.2 1.2 * 76.2

롤 무게(Kg) 11 14 16

두께(mm) 0.248 0.379 0.419

투습도(Perms) <0.05 <0.05 <0.05

인장강도(MD/CD)  MD : 88.5 lbf
CD : 79.4 lbf

MD : 96.8 lbf
CD : 95.4 lbf

 MD : 113.9 lbf
 CD : 117.0 lbf

신장율(MD/CD) MD : 21.5%
CD : 19.9%

MD : 20.3%
CD : 19.4%

MD : 19.4%
CD : 22.1%

인열강도(MD/CD) MD : 25 lbf
CD : 40 lbf

MD : 30 lbf
CD : 35 lbf

MD : 67 lbf
CD : 47 lbf

보증 기한(년) 30년 40년 50년

온도 범위 -40~115°C -40~115°C -40~115°C

UV 노출 가능 기간 3개월 6개월 6개월

난연성(ASTM E108) Class A Class A Class A

적용 가능 지붕 마감재

아스팔트 슁글 O                       O                       O                       

목재 슁글 O                       O                       O                       

금속 O   O   O   

타일 및 기타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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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20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3층

Tel. 02 467 8740   I   Fax. 02 467 8778   I   homepage. www.koreacns.com

어떠한 기후환경에서도 미끄럼을 최대한 방지하여 시공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