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안전한  
공간 창조®

Prowler Proof  보안 도어 및 윈도우 스크린은 호주 최상의 외관 및 최고의 강력한 성능의 제품입니다. 본 제품들은 세계적 수준의 완전 자동화된 

공장에서 제조되고 동종업계에서 최단 기간 생산 및 배송이 될뿐만 아니라 10년간 완전 교체 보증을 지원하는 유일한 보안 스크린 제품입니다.  

Prowler Proof을 선택하시면 가족을 위해 ‘보다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모서리 용접
Prowler Proof는 유일하게 모서리를 용접하는 독특한 

브랜드로 훨씬 견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외관도 더  

뛰어납니다. 용접은 두 부분을 결합시키지만 나사나 리벳은 

두 부분을  서로 지지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용접은 사실상 

서로 맛댄 두 부분 보다 견고성이 뛰어나고 나사나 리벳보다 

외관도 좋습니다. 

최고의 부식 저항력
두 가지 금속이 상호작용하는 부위에는 부식 위험이 

있습니다. 접합하기 위해 죔쇠나 나사 혹은 리벳으로 

프레임과 철망을 뚫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식 위험은 

Prowler Proof  보안 스크린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본사의 

스크린은 강력 알루미늄 프레임과 철망으로 조립되며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 접착으로 결합하여 사실상 부러지지 않고 

두 금속 사이에 완전한 결합구조를 제공하여 부식 원인을 

제거합니다.

증명된 성능
Prowler Proof 제품은 시장의 어떤 다른 보안 스크린 

브랜드보다 더욱 독립적인 검증 심사를 거쳤습니다. 본사의 

보안 제품은 호주 모든 관련  기준에 합격 혹은 월등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엄격한 일부 국제 기준도 충족합니다.

ForceField®

ForceField의 해양등급 스테인리스 철망은 보안성, 투명성 및 통풍성이 
뛰어납니다. 

Protec의 천공 철강은 견고한 알루미늄 시트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안전성 
외관성이 뛰어나고 저렴합니다.

Protec

스테인리스 철망 천공 알루미늄



추가 선택사항

색상

Prowler Proof ForceField®는 가정 맞춤형으로  여닫이 문, 슬라이드 도어 및 윈도우 스크린으로  제작됩니다. Prowler Proof 제작 옵션 범위로 가정의 
주요 입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윈도우 스크린
Prowler Proof 

포트홀

교차 버팀대 중간 설주  애완동물 출입구

경첩 경첩슬라이딩 슬라이딩

도어
Prowler Proof 

애완동물 입구

Petway 애완동물 

입구

미드레일 견고한 판넬

Prowler Proof 보안 도어 및 윈도우 

스크린은 호주에서 유일한 10년간 완전 

교체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수 대신에 

완전 신제품을 받게 됩니다. 

Prowler Proof는 유일하게 50가지 표준 색상 및 250여가지 선택 색상을 제공하는 스크린 
제조업체입니다. Prowler Proof는 유일한  호주 10대 Qualicoat 인증 분말 코팅 적용업체 중 
하나이며 유일한 보안 스크린 제조업체입니다. Qualicoat의 엄격한 기준을 인증받았다는 것은 
Prowler Proof 제품의 분말 코팅은  영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사이트: www.prowlerproof.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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