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er-Adjustable Pitch

Options

팬텀 어닝 시리즈의 암브라켓은 유동적인 기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암의 각도를 5~50까지 손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팬텀(FANTOM) 어닝 시리즈는 아래 

옵션들로 보다 손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 Motion Sensor

▶ Sun and Wind Sensor

▶ Radio Remote Control

ALL GOOD THINGS COME 
FROM ABOVE WITH A VALANCE.

팬텀(FANTOM) 시리즈 어닝은 설치 현장에 맞게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 사용하기 쉬운 차양 제품으로, 어떠한 주택지와 상업지에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FANTOM 시리즈는  BASIC, FORTE, FLEX로 
구성되어있으며, 어떠한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높은 내구성과 견고함을 보장합니다.

FANTOM FLEX
Pitch Adjustable Folding Arm Awning



FANTOM FORTE

System Technical Features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각도 고정용 암브라켓이 적용된 
팬텀 포르테(FANTOM FORTE)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FANTOM 시리즈는 아래의 요소를 기반으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

▶

▶

▶

▶

닫힌 상태의 세미 카세트 타입 어닝으로, 삼면이 커버가 되며 

이는 외부의 직,간접적 오염과 충격으로부터 원단과 내부 

메커니즘을 보호합니다.

더블 챔버 형식의 전방 프로파일의 사용으로 자체 물받이 시스템

타업체보다 강한 강도와 재질의 아연 합금 사각바

스테인리스 스크류, 볼트, 너트와 특수 다크로도금을 기반의 

파트를 사용함으로서, 녹으로 부터 높은 저항력을 가집니다.

상단 Rain Cover Profile은 제품으로 유입되는 비와 먼지로 

부터 제품을 보호하여 원단과 내부 메커니즘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TYPE

WIDTH

PROJECTION

OPEN - HOODED

1160cm

150/200/250/300/350/400cm(Possible arm Lengths)

Drive

Scope of supply,
attachment

Motor drive (electric motor)
crank drive (bevel gear) possible on request 
(reduced price)

- Incl.wall consoles for Concrete
  B25 C20/25 (for anchor Bolts : FAZ II M 12)

Framework
Colours

- 10 Standard Colours
- System can be custom powder coated 
  at extra cost

Awning Fabrics - Can be made with a variety of materials
- Please call us for more details

Valance - Supplied as standard with valance(Height 18cm) 

Accessories** 1. Sun & Wind sensor
2. Radio remote control / electric motor
    with integral radio control
3. Motion Sensor

Centimetre-accurate manufacture in all intermediate widths!

** Combination options and restrictions can be found in the current 
GS world pric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