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cases
시공사례

Product Information
제품소개서

Porcelain Tiles
포셀린 / 인조대리석 제품군

시공년도

건설사

2015–12 대우건설

현장명

주소

품명

성남시

성남 수진역 오피스텔 관리사무동

APC–HT

2016–03 대우건설

화성시

화성봉담 푸르지오 근린 상가

APC–HT

2016–08 선인건축

동탄시

동탄 근린 상가

173I–HT

2017–01 개인

강릉시

강릉펜션

6504

2017–01 이에스인베스트먼트

세곡동

강남구 율현동 단독주택

ACC–HT

2017–01 뜨레아미

광주 오포

광주 오포 다세대주택

ACF–HT

2017–04 금정건설

일산

일산

173I–HT

2017–06 세명티엔에스

한남동

Y맨션

173K–HT

2017–06 웰크론한텍

성남 금광동

바른마디병원

173K–HT

2018–01 개인

용인

용인서천 세인트 캐슬

ACC–HT

2018–04 대원건설

청주

대원 청주 칸타나빌

ATC–HT

2018–05 동원석재산업

수원

수원 C.C 골프연습장

173K–HT

2018–10

파주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ACF–HT

금정건설

2018–12 준아트건설

방배동

방배동 914–07

ACC–HT

2019–02 토모피엔디

한남동

한남동 르가든 (오피스텔)

AIK–HT / ARK–HT

2019–02 보경종합건설

논현동

강남구 강남대로 11길 25

ACC–HT / ARK–HT

2019–02 상지카일룸

잠실

삼전동 22–8 상지카일룸

121K–HT / 6NF654 / SUPER WHITE

2019–03 도시공감

하월곡

성북구 하월곡동 27–119

AIK–HT / ACC–HT

2019–04 르가든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 386

AIK–HT / ACE–HT / ACF–HT

2019–07 르가든

방배동

방배동 734

AIK–HT / ACE–HT / ACF–HT

2019–09 한화건설

여수

여수 테라스 (발코니)

ARK–HT

2019–10 라움건축

상도동

상도동 169–51번지 (단독주택)

뉴마천석 (G684) / SUPER WHITE

2019–10 모아미래도

시흥

단독주택

UN21000

2019–12 더지드건설

자양동

자양동 227–83 (단독주택)

SUPER WHITE

2cm 건물 외부 및 바닥 마감재

유니퍼 외벽 /바닥 마감재는 많은 시공현장에서 채택한 검증된 제품을 공급합니다.

고객상담실
제휴, 입점 , 납품, 제품 등과 관련된 모든 궁금점은 아래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
공휴일, 토 / 일요일 휴무
월요일 — 금요일: 09:30—17:30
전자우편: info@unifur.co.kr

주식회사 유니퍼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67번길 29 (교문동)
대표전화
031–554–0073
대표팩스
031–554–0075

Copyright Notices / 저작권 명시
© 2020 by Unifur Inc. All rights reserved.
© 2020 주식회사 유니퍼 모든 권리 보유

법적 절차에 의하여 사용한 당사자와 단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Unifur Inc.
29, Achasan–ro 367beon–gil, Guri–si,
Gyeonggi–do, South Korea
Postcode 11954
Telephone +82 31–554–0073
Facsimile +82 31–554–0075
www.unifur.co.kr

www.unifur.co.kr

사용된 도안과 사진은 법률 제9785호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사전 동의 없는 사진, 시각적 구성요소 , 글의 사용은

All content is property of Unifur Inc. Any content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All other company names and
product name ar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모든 내용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유니퍼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허가 없이 복사해갈 수 없습니다. 표시된 다른 모든 회사명과 고유상표 도안 및 제품명은
해당 회사가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소개서는 주식회사 유니퍼의 제품 홍보 및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제품의 외관 및 사양 등은 제품 향상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소개서의 모든 내용과 구성은 주식회사 동성사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무단 복제 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유니퍼

Products
제품

유럽 지역의 대형 건축물 마감재로 사용된 Medium

Grey 계열의 포셀린 마감재 .
너무 어둡거나 밝지 않아서 오래도록 건물의 중후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Medium grey—W6213AIK—HT

유럽 지역의 중소형 주택 마감재로 사용된 Dark Grey
계열의 포셀린 마감재 .
어두운 포셀린 제품은 바닥 마감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으며 사계절 내내 청결한 외관으로
유지됩니다.

W6213ARK–HT

W6213173I–HT

W6213173K–HT

Sizes
1200 × 600 / 600 × 600
Thickness 5.5 / 10 / 20 (mm)

Sizes
1200 × 600 / 600 × 600
Thickness 5.5 / 10 / 20 (mm)

Sizes
1200 × 600 / 600 × 600
Thickness 5.5 / 10 / 20 (mm)

Dark grey—W6213ARK—HT

유럽 지역의 중소형 건축물의 마감재로 사용된 Warm

Grey 계열의 포셀린 마감재 .
따뜻한 색감과 고운 표면의 포셀린 제품은 건물 외벽
마감시 온화하고 밝은 느낌을 주며 오래도록 고급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Warm grey—W6213AIE—HT

W6213ACF–HT

W6213ACC–HT

W6213APC–HT

Sizes
1200 × 600 / 600 × 600
Thickness 5.5 / 10 / 20 (mm)

Sizes
1200 × 600 / 600 × 600
Thickness 5.5 / 10 / 20 (mm)

Sizes
1200 × 600 / 600 × 600
Thickness 5.5 / 10 / 20 (mm)
Beige grey—W6213AED—HT

대우건설 푸르지오 근린 상가
W6213APC–HT
포셀린 외벽재를 채택하여 시공된 근린
상가 입니다. 밝고 따뜻한 색감의 마감재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우면서 단정한 건물의
외관을 만들어 냈습니다.

동탄 근린 상가 2차 ↑
——— 제품번호 입력 ———
베이지계열의 포셀린타일로 마감된 따듯한
디자인의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금정건설 파주 신우메디플러스

목동프라자

W6213APC–HT / W6213ARK–HT

W6213ARK–HT

지상 7층 높이의 의료서비스 분야 건축물인 금정건설 신우메디 플러스는 짙은

밝은검정색 포셀린 외벽재와 자연석 조합으로 마감된 보편적인 디자인의 대형상가 입니다.

W6213ARK–HT 과 밝은 W6213APC–HT 제품을 채택하여 시공된 건축물 입니다.
저층부의 무게감있는 도회적인 색감의 마감재와 상층부의 밝고 깨끗한 색감이 어어러져서
의료분야 건축물로서 신뢰감 가는 건물의 외관을 만들어 냈습니다.

동탄 근린 상가 →
W6213173I–HT
그레이계열의 포셀린 외벽재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근린 상가입니다.

세곡동 개인주택

양평 단독주택 지음재

(知音齋)

W6213ACC–HT
W6213ACF–HT

W6213121K–HT

밝은베이지와 브라운계열의 포셀린

검정색의 포셀린 외벽재로 마감된

외벽재로 마감된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기하학적인 외관의 단독 주택입니다.

디자인의 단독 주택입니다.

용인 서천 세인트캐슬
W6213ACC–HT
밝은 베이지의 포셀린 외벽재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공공 주택 입니다.

오포 다세대 주택
춘천 전원주택
——— 제품번호 입력 ———
그레이계열의 포셀린타일 마감재가 적용된 현대적인 디자인의 전원주택입니다.

W6213ACF–HT
브라운계열의 포셀린 외벽재로 마감된
현대적인 디자인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