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적인 가격, 다양한 스타일 -

GUIDE BOOK



제품 용도

RESTAURANTS
EDUCATIONAL 
FACILITIES

EXHIBITION 
HALLS

MEDICAL
FACILITIES

ONEROOM &
OFFICETEL

SHOP & 
SERVICE SPACEOFFICES

식음료공간 
교육시설 전시공간의료시설

원룸 &
오피스텔

판매 &
서비스 공간 

사무공간

제품 특징

탁월한 인테리어성
나무, 대리석, 화강암, 세라믹, 카펫 등 다양한 소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에 적용됩니다. 

손쉬운 유지 관리
찍힘 및 긁힘에 강한 특수표면 가공처리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품의 변화가 적습니다.

뛰어난 경제성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롭고 품격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한 실용적인 바닥재입니다.

제품 사양

우드타일

W187 X L935 X 3T mm
Packing (1박스 = 19PCS = 3.32㎡)

제품 구조

주요역할

UV처리한 상지층으로 내마모성을 결정하는 층

다양한 색상 및 무늬 연출이 가능한 장식층

제품의 두께를 결정하는 층

제품의 휨(Curling)을 방지하는 층

구분

표면 보호층

표면 장식층

Base층

Balance층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 사진에 적용된 벽재는 동화 디자인월 입니다.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타일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화자연타일 : MS1253 디자인월 : 모로코 마사리

실용적인 가격, 다양한 스타일 - 

SHOP & 
SERVICE SPACE

판매 &
서비스 공간 

사각타일

W470 X L470 X 3T mm
Packing (1박스 = 15PCS = 3.31㎡)



BW1214 BW1215 BW1216

BW1217 BW1218 BW1219

BW1220 BW1221 BW1222

BW1223 BW1224

RW1200 RW1201 RW1202

RW1203 RW1204 RW1205

RW1206 RW1207 RW1208

RW1209 RW1210 RW1211

RW1212 RW1213

Basic Wood _ 베이직 우드 WOOD TILE
W187 X L935 X 3T mmRustic Wood _ 러스틱 우드 WOOD TILE

W187 X L935 X 3T mm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타일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적인 가격, 다양한 스타일 - 

RESTAURANTS

식음료공간 EXHIBITION 
HALLS

전시공간

동화자연타일 : RM1211 동화자연타일 : BW1216



MS1250 MS1251 MS1252 MS1253

MS1254 MS1255 MS1256 MS1257

GS1258 GS1259 CS1261 CS1262

GS1260 CS1263 CS1264

Granite _ 화강석 SQUARE TILE
W470 X L470 X 3T mm Carpet _ 카펫 SQUARE TILE

W470 X L470 X 3T mmMarble _ 대리석 SQUARE TILE
W470 X L470 X 3T mm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타일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적인 가격, 다양한 스타일 - 

SHOP & 
SERVICE SPACE

판매 &
서비스 공간 

EDUCATIONAL 
FACILITIES

교육시설

동화자연타일 : MS1251 동화자연타일 : CS1263 / CS1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