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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우리나라도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내진점토벽돌의 대표 브랜드

내진벽돌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 -

특허(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제 0363531호)  

www.ksbrick.co.kr (한글도메인 : 내진벽돌)

Best of Best 2015

친환경 녹색기술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환경마크업체 INNO-BIZ기업 벤처기업

국내 최초 울트라 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Ultra Earthquake-Proof Clay Functional Brick 

※
 기

획
 및

 제
작

 :
 레

드
우

드
디

자
인

 T
e
l. 

0
2
-
2
2
6
9
-
8
9
2
3
~

4

Planning & Visual Making DONG KUK CERAMIC CO.,LTD. Design Laboratory

본 카다로그의 내용은 (주)동국세라믹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본 카다로그의 제품색상은 인쇄 특성상 실제 제품과 원토차이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허 및 의장 디자인 제품을 무단 복제 및 도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인산업도로

영동고속도로
(안산IC)

� 인천

� 부곡운동장 � 제일CC

� 면허시험장

� 시낭운동장

수원 ➜

(주)동국세라믹
본사

오시는 길

본사 및 전시장 

426-82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7-2    

Tel : 02) 573-8119    Fax : 031) 485-6704

공장 
742-862 경북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 604-3   

 Tel : 054) 533-1925  Fax : 054)534-9275

http://www.ksbrick.co.kr

내진·야광벽돌의 대표 브랜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연구개발로
신개념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동국세라믹 -             내진벽돌

※ 주문 생산과 기술상담은 가까운 전시장 또는 본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GT-12-00076호)(제 8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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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호흡하고
사람을 
닮은 

Ultra Brick

Brick for seismatic having high
cohemiveness with mortar

대표이사·회장

박 병 옥

  저희 (주)동국세라믹은 창업이래 자연과 공존하며 환경보존에 대한 기업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조적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꾸준한 연구결과 국내 최초로 새로운 

개념의 공법인 기능성 내진설계용 벽돌구조기술로 특허(제10-0623581호) 

성능인증(제13-060호), 의장등록(제0363531호)을 획득하고 기술혁신과 품질의 

우수한 제품으로 INNO-BIZ,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대한민국 좋은제품 

히트500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표창장 수상(제162호)으로 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을 가진 울트라(ULTRA BRICK)벽돌이란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트라 내진벽돌은 조적벽돌이 기온이나 일조의 영향으로 수축 팽창하여 벽체의 

균열이 발생하고 특히 지진 등 자연 재해에 약하다는 단점을 개선하여, 튼튼하며 

환경친화적인 완벽한 제품 녹색기술인증(제GT-12-00076호)을 개발한 동종업계 

대표 브랜드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내진점토벽돌 시장점유 1위로써 정부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제품인증 No 2008028>지정되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와 일본, 러시아 

등지에 수출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형 신개념 (핸드메이드 베네치아M/S

와 점보 시리즈, 점토타일, 고벽돌)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스페셜한 기능을 살리면서 

현대감각과 미래를 선도하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최상급 건축마감재를 개발하여 

정상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동국세라믹과 울트라 스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품위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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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Tel. 1588-6800) → ② 토목, 건축 → 

③ 경계석, 판석, 블럭벽돌 → ④ 미장벽돌 → 클릭 → (주)동국세라믹

친환경 유효자원 재활용 제품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인증받은 제품 벽돌

디자인등록증벤처기업확인서 의장등록증 국제환경규격(ISO 14001) 인증 국제품질규격(ISO 9001) 인증 품질보증업체지정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KS산업규격 인증서 환경표시인증서 

내진벽돌과 브라켓 특허증

반사코팅(야광벽돌)특허증 플라이애시(연료절감형)특허증

녹색기술 인증서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표창장 수상

숨쉬는 공간, 건강한 공간, 쾌적한 공간을

동국세라믹이 약속합니다.

▶  주문시 •조달청 나라장터 → 쇼핑몰 → 우수조달물품 → 토목·건축 → 

                경계석, 판석, 블럭벽돌 → 미장벽돌 → 클릭

              •(주)동국세라믹 또는 가까운 전국대리점에 신청하면 즉시 구입 가능 

▶ 울트라내진벽돌은 http://www.ksbrick.co.kr (한글도메인 : 내진벽돌)

▶ 대표전화 : 02) 573-8119, 공장 : 054) 533-1925 

2011 대한민국 건축대상 수상

지진에 강한 울트라 특허 내진벽돌 전자구매방법

1990. 11. 10  (주)아세아요업 회사 설립

1993. 2. 5  동국요업(주)로 상호변경

1994. 3. 14  공업진흥청 (KS마크 4201) 표시 인증서 획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Q마크 QA-1097) 품질 보증 획득

2003. 1. 5 (주)동국세라믹(점토벽돌) 상호변경 박병옥 대표이사 회장취임

2004. 3. 2   실용신안등록 제0344663 특허청                                              

(요철면에 의한 자연석 무늬가 형성된벽돌)

2004. 9. 23   의장등록 (제0363531~7호                                                         

(로즈스톤, 기타벽돌 특허청의장원부등록)

2005.  1. 13 ISO 9001, 14001 획득(국제 품질, 경영시스템)

2005. 5. 13  친환경마크 획득(제2868호)

2005. 5. 19 조달청 공공기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2005. 7. 4   실용신안획득 제0389551호                                                

(모르타르와의 결합력이 우수한 내진설계용벽돌)

    실용신안획득 제0389552호 (반사코팅층을 갖는 조적용 벽돌)

2006. 6. 9 계룡대 환경상품전시출품 (육군본부주최)

2006. 6. 11   조적용 벽돌과 브라켓을 이용한 내진설계용 조적구조 특허획득     

(제10-0623581호)

2006. 11. 23  2007친환경상품전시회출품 (코엑스대서양홀)

2007. 2. 1  MBC건축자재전시 출품 (SETEC)

2007. 2. 28 경향하우징 건축자재전시 출품 (KINTEX)

2007. 4. 10  반사코팅층을 갖는 조적용 벽돌 및 그 제조방법 특허획득            

(제10-0708368호)

2007. 6.  조적용 내진벽돌과 브라켓을 이용한 내진성능 평가 시험 실시

   (한양대학교 건축 환경 공학과 내진 진동 연구실)

2007.  9.   국립상주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산학협력단 기술제휴 체결 및 

부설연구소 설치

2007. 10.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신기술 대전                                            

(친환경상품진흥원자격출품전시)

   2007 SEJONG-NEW TECH EXPO 참가

2007. 11. 8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취득 (중소기업청)

2007. 11. 9 벤처기업선정 (K1bo기술보증기금)

 12. 14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획득 (제 20084022호)

2008. 1.  23 2008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 (SETEC)

2008. 2.  22 2008경향하우징페어출품 (KINTEX)

2008. 4.  30 정부조달청 우수제품인증 (조달청장 지정번호 2008028)

2008. 11.  25 성능인증(제 13-060호 중소기업청)

2009. 1.  31 2009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 (SETEC)

2009. 2. 18 경향하우징 건축자재전시 출품 (KINTEX)

2010. 1. 28 2010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 (SETEC) 현무암. 로얄Q 출품

2010. 2. 20 경향하우징 건축자재전시 출품 (COEX) 현무암. 로얄Q 출품

2010. 3.  대한민국 좋은제품 HIT500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 2. 9  2011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 (SETEC) 

울트라옐로우투톤미니슈퍼, 울트라로얄브라운 출품

2011. 2. 23  경향하우징 건축자재전시 출품 (COEX) 울트라옐로우투톤미니슈퍼, 

울트라로얄브라운 출품

2011. 9. 1 친환경마크 획득 (제 8836호)

2011. 12. 20 2011 대한민국 건설문화 대상 수상 (건자재 부문)

   행정중심 복합 도시건설청장 표창장 수상 (표창장 제162호)

2012. 1. 27  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SETEC) 울트라 고벽돌, 알프스 시리즈, 

밀라노 M/S, 로체M/S, 

             베네치아 M/S 출품

2012. 2. 22  경향하우징 건축자재전시 출품(KINTEX)울트라 고벽돌, 알프스 

시리즈, 밀라노 M/S, 로체M/S, 베네치아 M/S 출품

2012. 4. 5 녹색기술 인증 (제GT-12-00076호)

2012. 11. 7 특허획득 (제10-1200849호)

2013. 1. 25  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SETEC) 울트라 고벽돌, 투산 시리즈, 

흑진주, 베네치아 M/S 출품

2013. 2. 21  경향하우징 건축자재전시 출품(KINTEX) 울트라 고벽돌, 투산 

시리즈, 흑진주, 베네치아M/S 출품

2014. 10. 22 친환경상품전시회출품 (코엑스대서양홀) 

   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 (SETEC)

   경향하우징 건축자재전시 출품 (KINTEX)

2015. 1. 22 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 (SETEC)

           1. 29  경향하우징 건축자재전시 출품 (KINTEX)

   2015 친환경상품전시회출품

   2015 대한건축사협회

   점보벽돌 시리즈 및 점토타일 출품

 4. 7 성능인증(제13-268호 중소기업청)

           4. 29 MBC건축자재전시회출품 (KINTEX)

                    베네치아(굴림) 오렌지타일 M/S 출품 

History 연혁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7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내진설계 조적시스템 시공팀 (TEL : 02-578-8119)

URS 내진설계용 앙카SET 형상

C형 내진 SET L형 비틀림형 SETL형 내진 SET I형 비틀림형 SET

※  본 제품은 조적 치장벽체의 URS연결보강제 시스템을 사용시는 내진 성능수준에서 특히 인명안전(Life Safety) 성능 수준과 재해 감소. 즉시 
거주성능 수준이 강진에 준하는 PGA0.9g(규모7~8)의 지진에도 내진점토벽돌의 효과가 큰것으로 확인 되었다.  
(2007. 4~6월 한양대 내진·진동 연구팀)

※  본 제품은 조달청 국가사업법률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임. (조달청장지정번호 2008028)

일반 적벽돌과 브라켓 보강된 내진점토벽돌을 이용한 
조적벽체의 조적상세도

 내진설계용 기능성 벽돌 조적 상세도 내진점토벽돌 

(특허 제 10-0623581) 시공의 예

●   내진벽돌                                                   
내진점토벽돌 조적시 벽돌과 벽돌사이의 기둥이 
만들어져 강한  충격에도 안전성을 유지한다.

A. 내진벽돌

 일반벽돌 시공의 예

●   일반벽돌                                                   
일반벽돌 조적시 벽돌과 벽돌사이의 유착관계가 
약하므로 충격에 다소 약할 수 있다.

 일반벽돌 조적 상세도

B. 일반벽돌

1. 콘크리트 벽체의 외다열 일 때 설치한다. 

2. 내벽이 시멘트 벽돌(조적상태)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3. 설치간격은 상하 400m~800m까지 선택할수 있다.

(특허 제 10-0623581)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특허 (제 10-0623581호) / 성능인증 (제 13-060호) 

“안전한 건축물의 힘”

성능평가시험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기간

조적용 벽돌과 브라켓을 이용한 내진설계용 조적벽체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요홈이 형성된 내진점토벽돌 및 내진브라켓
  Earthquake - block & earthquake - bracket shaped groove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SUSB) 내진·진동 연구실

한상환(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교수)외 연구조원 다수 박사·석사과정 참가

2007년 4월 2일 ~ 2007년 6월 1일 (2개월)

구  분 내  용

최대하중비교표

신공법에 사용되는 내진점토벽돌은 수직내진요홈을 갖고 내진요홈내부로 모르타르가 충분히 충입되어 
벽돌과의 결합력을 증대시킨다. 또한 내진요홈내에 삽입되는 수직브라켓은 구조체와 일체화가 되게하므로 면외. 
면내하중과 최대상대변위에서도 브라켓 보강된실험체 SH-RM-0.63-0는 PGA 0.9g에서 미세한 균열을 
보였으나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강진에 준하는 PGA 0.9g(규모 7~8)의 지진에 대해서도 내진점토벽돌 시스템의 효과가 매우 큰것으로 
확인되었다.

결 

론

(출처 : 한양대학교 진동대실험보고서)최대상대변위비

국내 최초 한양대학교

진동대 내진 성능평가 연구보고서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98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8000 (290×90×75mm)·M2당:36장 평당:118장

 Jumbo Q
점보Q  UT-8000

75㎜

90㎜

290㎜

■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7-5 / 시공 : 정철영 010-3539-2599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1110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80J (290×90×75mm)·M2당:36장 평당:118장

 JBY Twotone
점보옐로우투톤  UT-7080J

75㎜

90㎜
290㎜

■ 경기도 양평 개인주택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1312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9000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Venezia Round

베네치아(굴림)  UT-900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9001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Tucson White Round
투산화이트(굴림)  UT-9001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9002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Tucson Black Round
투산블랙(굴림)  UT-9002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9003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The Black Pearl Round
흑진주(굴림)  UT-9003

210㎜

90㎜

75㎜

210㎜

90㎜

75㎜

210㎜

90㎜

75㎜

210㎜

90㎜

75㎜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1514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Mini Super Series
미니슈퍼 시리즈 사전 20일전 담당자와 협의 요청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11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 UT-711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1

투산  UT-7011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15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 UT-715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3

투산 블랙  UT-7015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81MS (230×9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 UT-3081-1 (230×11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주문생산  

● UT-3081-2 (210×90×57mm) ·M2당:61장 평당:201장  주문생산  

5

고벽돌  UT-3081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83MS (230×9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 UT-3083-1 (230×11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주문생산  

● UT-3083-2 (210×90×57mm) ·M2당:61장 평당:201장  주문생산  

7

고화이트  UT-3083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70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9

베네치아  UT-307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82MS (230×9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 UT-3082-1 (230×11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주문생산  

● UT-3082-2 (210×90×57mm) ·M2당:61장 평당:201장  주문생산  

6

청고벽돌  UT-3082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84MS (230×9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 UT-3084-1 (230×11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주문생산  

● UT-3084-2 (210×90×57mm) ·M2당:61장 평당:201장  주문생산  

8

고블랙  UT-3084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16MS (210×90×57mm) ·M2당:58장 평당:191장

10

폼페이  UT-7016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00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4

흑진주  UT-700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13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 UT-713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2

투산 화이트  UT-701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투산(UT-7011)

■ 경기도 화성시 팔달면 율암리 / 고벽돌(UT-3081) / 시공 : 010-3665-8474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171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75㎜

90㎜

21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11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 UT-711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Tucson

투산  UT-701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04-7 / 시공 : 전화수 010-2399-6381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1918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13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 UT-713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75㎜

90㎜

210㎜

 Tucson White

투산 화이트  UT-7013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380-6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2120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15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 UT-715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75㎜

90㎜

210㎜

 Tucson Black

투산 블랙  UT-7015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0-1 / 시공 : 김민수 010-6577-7424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2322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00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75㎜

90㎜

210㎜

 The Black Pearl

흑진주  UT-7000

■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 시공 : 정철영 010-3539-2599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2524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81MS (230×90×57mm)·M2당:58장 평당:191장

● UT-3081-1 (230×110×57mm)·M2당:58장 평당:191장  주문생산

● UT-3081-2 (210×90×57mm)·M2당:61장 평당:201장  주문생산

57㎜

90㎜

230㎜

Old Style Brick

고벽돌  UT-3081

■ 안산시 상록구 이동 672번지 / 시공 : 정철영 010-3539-2599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272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82MS (230×90×57mm)·M2당:58장 평당:191장

● UT-3082-1 (230×110×57mm)·M2당:58장 평당:191장  주문생산

● UT-3082-2 (210×90×57mm)·M2당:61장 평당:201장  주문생산

57㎜

90㎜

230㎜

Old Style Brick

청고벽돌  UT-308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65 / 시공 : 한이남 010-4603-6938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2928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83MS (230×90×57mm)·M2당:58장 평당:191장

● UT-3083-1 (230×110×57mm)·M2당:58장 평당:191장  주문생산

● UT-3083-2 (210×90×57mm)·M2당:61장 평당:201장  주문생산

57㎜

90㎜
230㎜

 Old White

고화이트  UT-3083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59-1 / 시공 : 정기호 010-2010-3499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3130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84MS (230×90×57mm)·M2당:58장 평당:191장

● UT-3084-1 (230×110×57mm)·M2당:58장 평당:191장  주문생산

● UT-3084-2 (210×90×57mm)·M2당:61장 평당:201장  주문생산

57㎜

90㎜

230㎜

 Old Black

고블랙  UT-3084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3332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70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75㎜

90㎜

210㎜

 Venezia

베네치아  UT-3070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리 251-53 크라운빌 / 시공 : (주)대아건설 010-3508-1382

    베네치아 (UT-3070) + 투산화이트 (UT-7013)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3534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16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75㎜

90㎜ 210㎜

 Pompeii

폼페이  UT-7016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373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Royal Series Color Bricks
로얄시리즈 칼라제품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0B 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 UT-304B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1

로얄 썬  UT-304B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E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3

레인보우  UT-304E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002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 UT-502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5

로얄 전돌  UT-502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N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7

밀라노 실버  UT-304N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Q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9

로얄 Q  UT-304Q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3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11

화이트 오톰  UT-303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0G 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 UT-304G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2

로얄 블랙  UT-304G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6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4

알프스 실버  UT-706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M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6

밀라노 골드  UT-304M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5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8

알프스 골드  UT-705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5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10

옐로우 오톰  UT-305

울트라 내진점토 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녹색기술인증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주택 / 로얄 썬(UT-304B)

■ 경기도 부천시 상동 519-7 / 로얄블랙(UT-304G) + 현무암 개미굴석 

사전 20일전 담당자와 협의 요청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3938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0B 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 UT-304B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57㎜

90㎜

190㎜

 Royal Sun

로얄 썬  UT-304B

A

B

■ 수원시 영통구 신동 384-8번지(삼성타워)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4140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0G 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 UT-304G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57㎜

90㎜
190㎜

 Royal Black

로얄 블랙  UT-304G

A

B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327 주택 / 시공 : 대성건설 010-9232-9155 / 로얄블랙(UT-304G) + 로얄전돌(UT-502)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4342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E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57㎜

90㎜

190㎜

 Rainbow

레인보우  UT-304E

A

B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736 주택 / 시공 : 010-7900-7050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4544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6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Alps Silver

알프스 실버  UT-706

57㎜

90㎜

190㎜

■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 188-4(전의성당 옆) / 시공 : 대성건설 010-5213-7344 알프스실버(UT-706) + 아이보리(UT-510)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474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UT-5020MS (230×90×57mm)·M2당:49장 평당:162장
● UT-5002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 UT-502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Royal Jundol (black)

로얄 전돌  UT-5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국립국악고등학교 / 시공 : 보훈산업개발 010-3322-4706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4948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M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Milano Silver

밀라노 실버  UT-304N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N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Milano Gold

밀라노 골드  UT-304M

■ 충북 증평군 읍 초중리 576-4  ■ 충청북도 청주시 성모병원 근처 신도시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5150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Q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Royal Series Color Bricks    로얄시리즈 칼라제품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705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Alps  Gold

알프스 골드  UT-705

 Royal Q

로얄 Q  UT-304Q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97-7 / 썬복합(UT-304B·P) + 로얄Q(UT-304Q)■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24-3 주택 / 시공 : 김순한 010-4755-8568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5352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3(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5(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White Autumn

옐로우 오톰  UT-305

 White Autumn

화이트 오톰  UT-303

■ 충청북도 보은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고등학교 / 시공 : 홍성일 011-356-5893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5554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10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90㎜

57㎜

190㎜

 Kaolin Color Bricks
고령토 벽돌 칼라제품 

 Ivory Flashing

아이보리 후레싱  UT-51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1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1

아이보리 후레싱  UT-51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9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3

로즈 스톤 I  UT-59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37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5

파스텔 내진벽돌  UT-537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39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7

파스텔 내진벽돌  UT-539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1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9

골드 토석  UT-301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38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6

파스텔 내진벽돌  UT-538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06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8

아이보리 백토 수공예  UT-506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10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10

꽃변(환원)  UT-10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8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4

로즈 스톤Ⅱ  UT-58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35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2

핑크 신토석  UT-535

사전 20일전 담당자와 협의 요청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575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35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57㎜

90㎜

190㎜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169-13 주택 / 로즈스톤 I(UT-59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9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747-4 신양 초등학교 / 로즈스톤Ⅱ(UT-580)

● UT-58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Pink Shintosuk

핑크 신토석  UT-535

 Rose Stone I
로즈 스톤 I  UT-590

 Rose Stone II
로즈 스톤 II UT-580

■ 경기도 양평 양근성당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5958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06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57㎜

90㎜ 190㎜

UT-537
■ 내진설계용 벽돌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성능인증 제 13-060호)

● UT-537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UT-538
■ 내진설계용 벽돌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UT-538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UT-539
■ 내진설계용 벽돌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UT-539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57㎜

90㎜

190㎜

 Pastel Tone Eathquake Brick

파스텔 내진벽돌
 Ivory Clay Handicraft

아이보리 백토 수공예  UT-506

■ 서울시 미아리성당

■ 경기도 양평 양수리 주택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6160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1(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100(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Gole Tosuk

골드 토석  UT-301

 kkotbyeon

꽃변(환원)  UT-100

■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6362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D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3

로얄 브라운  UT-304D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노동지청

    시공 : 함성우 011-336-9307

■ 인천시 소래 전원주택 

Made to Oeder Bricks

주문 생산 품목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3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의장등록 제 0363531호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6030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주문생산

●  UT-603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12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5

아이보리 투톤  UT-512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B·B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7

로얄썬 블랙  UT-304B•B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700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주문생산     

● UT-57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4

울트라 그레이  UT-57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B·W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6

로얄썬 화이트  UT-304B•W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304B·P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8

로얄썬 복합  UT-304B•P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53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1

로얄 옐로우  UT-530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6030MS (210×90×75mm) ·M2당:49장 평당:162장  주문생산     

● UT-603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주문생산  

2

설화 玉벽돌  UT-603

 Royal Yellow
로얄 옐로우 UT-530

 Narrative Jade Brick

설화 玉벽 UT-603

※ 주문생산은 사전 20일전 담당자와 협의 요청

■  내진설계용 벽돌 
(특허 제 10-0623581호 / 의장등록 제 0363531호 / 유사디자인 등록 제 0398499호 / 성능인증록 제 13-060호)  

● UT-110 (190×90×57mm) ·M2당:75장 평당:248장

9

오지유약  UT-110

울트라 내진점토 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녹색기술인증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6564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주택 / 로얄브라운(UT-304D) ■ 경기도 용인시 보라지구 행복한교회 / 울트라그레이(UT-570)

■ 서울시 미아리 주택 / 아이보리 투톤(UT-512)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 로얄썬화이트(UT-304B·W)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34-1 주택 / 로얄썬블랙(UT-304B·B)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로얄썬복합(UT-304B·P) + 로얄Q(UT-304Q)

■ 경기도 안산시 일동주택 / 오지유약(UT-110)  

●  UT-304D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  UT-5700MS (210×90×75mm)·M2당:49장 평당:162장
●  UT-570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Royal Brown
로얄 브라운 UT-304D 주문생산

Ultra Grey
울트라 그레이 UT-570 주문생산

●  UT-512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   UT-304B·W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Ivory Two Tone
아이보리 투톤 UT-512 주문생산

Royalsun white
로얄썬 화이트 UT-304B•W 주문생산

●  UT-304B·B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  UT-304B·P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Royalsun Black
로얄썬 블랙 UT-304B•B 주문생산

Royalsun Complex
로얄썬 복합 UT-304B•P 주문생산

●  UT-110 (190×90×57mm)·M2당:75장 평당:248장

Come Glaze
오지유약 UT-110

울트라 내진점토 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녹색기술인증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676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Old Style Tile
고벽돌타일  UT-3080T

 Old Style Tile  Ivory
고벽돌타일 아이보리  UT-5100T

●  230×57×22T·M2당:60장 평당:198장 ●  230×57×22T·M2당:60장 평당:198장

 King Tile
킹타일  UT-3080TK

 King Tile Ivory
킹타일 아이보리  UT-5100TK

●  230×114×22T·M2당:30장 평당:99장 ●  230×114×22T·M2당:30장 평당:99장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6968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고벽돌 | BRICK ● 내화벽돌 | BRICK

UST-009 (고벽돌)

URS   STONE

Size
•240 X 110 X 55mm 

   (M2당: 55장 / 평당: 181장)

•230 X 110 X 60mm

   (M2당: 55장 / 평당: 181장) 

UST-008 (SK 32.34)

URS   STONE

Size

•230 X 112 X 66mm

   (M2당: 64장 / 평당: 211장)

※내화몰탈 25Kg 별도주문 (1포당 :65장)

UST-012 (현무암경계석)

URS   STONE

Size

•120 X 120 X 500mm (보·차도용)

•120 X 150 X 500mm (무게25㎏)

•100 X 120 X 1,000mm (무게30㎏)

※ 별도 Size   주문생산

UST-003 (구들장)

URS   STONE

Size

•300 X 300 X 50mm 

   (M2당: 12장 / 평당: 40장)

•500 X 500 X 50mm  구들장전용

   (M2당: 4장 / 평당: 13장)

•500 X 1000 X 80mm 이맛돌                        

   (M2당: 2장)

UST-010 (현무암타일) 
URS   STONE

Size

•100 X 100 X 12~20mm 

   (M2당: 100장 / 평당: 330장)

•300 X 100 X 12~20mm

   (M2당: 33장 / 평당: 109장)

•300 X 600 X 12~20mm

   (M2당: 5.5장 / 평당: 18장)

※ 두께 20mm이상은 별도   주문생산

UST-007 
URS   STONE

Size

•240 X 110 X 55mm

   (M2당: 55장 / 평당: 181장)  

UST-011 (고타일)

URS   STONE

Size
•240 X 55 X 25mm

   (M2당: 55장 / 평당: 181장)

•230 X 60 X 25mm

   (M2당: 55장 / 평당: 181장)

UST-004 
URS   STONE

Size

•240 X 55 X 25mm

   (M2당: 55장 / 평당: 181장) 

● 청고벽돌 | BRICK ● 경계석 | EDGERS

500㎜ 120㎜

150㎜

300㎜

A형

100㎜

12㎜

100㎜

D형

● 청고타일 | TILE ● 타 일 | TILE ● 고타일 | TILE ● 바닥재 정형 | PLATES 

25㎜

230㎜ 60㎜

■ 판교 운중동 주택

 Basalt  Brick
현무암 수입벽돌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캐나다 국외학교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충남 보령시 명천동 373-2 W (부티크) 호텔 내부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7170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30×114×50/60/76mm  

핑크투톤(토석)UTP-1300

●230×114×50/60/76mm  

그레이투톤(토석)UTP-1500

●230×114×50/60/76mm  

아이보리투톤(토석)UTP-1600

●230×114×50/60/76mm  

핑크미장UTP-1700

●230×114×50/60/76mm  

그레이(미장)UTP-1800

●230×114×50/60/76mm  

아이보리(미장)UTP-1400

●300×300×50/60mm  

                 유도형블럭UTP-2500

●300×300×50/60mm  

                 점형블럭UTP-2600                  장애인 점형

●300×300×50/60mm  

UTP-2700                  장애인 선형

●300×300×50/60mm  

UTP-2800

● UT-5007A

Ⓐ 다크그레이

● UT-5007B

Ⓑ 아이보리

Ⓒ 울트라 트리플 아이보리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327 주택
로얄블랙(UT-304G) + 코너트리플(다크 그레이 UT-5007A)

●  코너트리플
● Size:192X192X98mm

Ultra Corner Triple
울트라 코너 트리플

 UT-5007

Ultra Clay Pavers Type
울트라 점토 바닥 벽돌

                 계단용
(핑크, 그레이, 아이보리)

●230×114×50/60/76mm  

UTP-2100

●230×114×50/60/76mm  

                 울트라 빨래판
(그레이, 아이보리) 미끄럼방지용 벽돌

UTP-2200                  배수로용
(Red Channel) 

●230×114×50/60/76mm  

UTP-2300                  경계용
(레드 / Red Kerd Brick) 

●230×114×50/60/76mm  

UTP-2400

Corner Application Products
모서리 응용제

Handicapped Guidance Block
장애인용 유도블럭

● UT-5007C

● Size:290X190X90mm   주문생산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7372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울트라 내진점토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리 251-53 크라운빌 / 베네치아(UT-3070) + 투산화이트(UT-7013) / 시공 : 대아건설 010-5464-0041시공사례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7574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울트라 내진점토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 충청북도 증평읍 초중리 594-5 / 고벽돌(UT-3081)시공사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 레인보우(UT-304E)시공사례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777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울트라 내진점토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도청 옆 신도시) / 투산 화이트(UT-7013) + 투산 블랙(UT-7015)시공사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002-1 / 베네치아(UT-3070)시공사례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7978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울트라 내진점토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 / 핑크 신토석(UT-535)시공사례 ■ 경기도 안양시 관양지구 LH공사 보금자리 아파트 / 파스텔 내진벽돌(UT-538) + 핑크 신토석(UT-535)시공사례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8180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울트라 내진점토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성모병원옆 신도시 / 고벽돌(UT-3081)시공사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327 주택 / 로얄 블랙(UT-304G) + 코너 트리플 다크그레이(UT-5007A) 시공사례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8382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울트라 내진점토벽돌(고령토)은 녹색기술 인증 (제 GT-12-00076호) 특허 제품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신도시(유리섬박물관 앞) / 레인보우(UT-304E) + 알프스 실버(UT-706)시공사례 ■ 경기도 파주시 내유동 빌라 / 로얄썬(UT-304B)시공사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180-4 / 점보Q(UT-8000)시공사례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8584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URS 내진 설계용 조적보강재의 현상 및 용도

백화방지제

제품명 형 상 용 도
소요량  
단  위

통풍구

조적조와 골조 사이에 습기와 

수분으로 생기는 

수막 현상을 방지하며 백화를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1M  

3EA

몰탈네트

조적조 중골벽의 최하단부에 

설치하여 몰탈이 

뒷면으로 떨어져 하단에 설치한 

배수구 및 통풍구의 

막힘을 방지하여 백화현상을 

예방하는 역활을 한다.

10.M

3층방수지

중공벽사이에 침투한 물이 

내부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백화방지 역활도 한다.

M

신축줄눈재

EXP조인트

계절의 온도에 따른 벽체의 수축 

팽창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인트재

1M

슬립SET

내·외벽 크로스 형태의 벽체를 

연결할 때 설치 온도의 변화 및 

풍압에 의한 수직 수평 수축

운동에 영향을 받는 벽면을 

보호한다.

SET

보조재

LW형 

인서트

골조에 삽입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후 L형강과 #408을 

연결하는데 사용하고 하중을 

분산시킨다.

60㎜ 

간격설치

16㎜ 

앵글앵커

골조용 콘크리트 벽체에 

타설하여 L형강(앵글) 구골조를 

연결 하는데 사용한다. 

EA

(상단) (하단)

내진설계용 조적 보조재

제품명 형 상 용 도
소요량  
단  위

URS 

L형

비틀림형 

SET

콘크리트, 미장, 또는 철골조 

바탕연결 철물

(내진벽돌 + 단열재 + 콘크리트)

 설치 : 수직·수평방향 600㎜ 

× 1,000㎜ 이내 엇갈리게 설치

* Ø5㎜ 콘크리트 못, 또는 

앙카볼트 사용한다.

1M  

3EA

URS 

L형

내진SET

콘크리트, 미장, 또는 철골조 

바탕연결 철물

(내진벽돌 + 단열재 + 콘크리트)

 설치 : 수직·수평방향 600㎜ 

× 1,000㎜ 간격

※ Ø5㎜ 콘크리트 못, 또는  

강력제 또는 앙카볼트용

10.M

URS

C형

내진SET

콘크리트벽 또는 골조에 

고정하여 조적조에 연결 시키는 

고정철물이며 콘크리트 벽체의 

외 판넬 일 때 설치한다. 

M

URS

I형

내진SET

콘크리트벽 또는 골조에 

고정하여 조적조에 연결 시키는 

고정철물이며 콘크리트 벽체의 

외 판넬 일 때 설치한다. 

M

구조재 

앵글 

(L형강)

긴 개부구의 보강 창방인상용 

또는 고층건물의 하중

분단용으로 사용하는 앵글이다.

※ 케미칼 앵카를 600㎜이내 

간격 설치한다.

1M

상인방  

#408SET

긴 개부구나 참상인방에 설치된 

URS 앵글에 연결 내진 벽돌의 

처짐이나 이탈을 방지하는 

앵커이다.

※앵글에 400㎜간격으로 

설치한다.

SET

보조재 

와이어 

연결판

삼각철물과 와이어의 연결고리 

수직하중의 분산 조적조를 

잡아주는 철물이다.

60㎜ 

간격설치

타격앵카
콘크리트에 L자와 I자를 

고정시키는 역할이다. 
EA

■ 점토 바닥재 / 울트라 자연석 투수 바닥재 / 점토벽돌 시공 단면도울트라 점토 바닥 벽돌 시공사례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울트라내진점토(고령토) 기능성 벽돌 2015   8786   Best Collection of Ultra brick   ※ 본 제품과 실제 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URS 내진 설계용 앙카 SET 

시공 상세도

URS 조인트 및 슬립 SET 

시공 상세도

▶  설치목적                                                                                                                                  
콘크리트와 차장벽돌 사이의 공간에 발생하는 습기와 수분을 외부로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백화를 방지하며 습기로 인한 외벽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 설치방법                                                                                                                                

 1.  통풍구의 설치간격은 600㎜로 한다.

 2.  상부통풍구는 층별 상단부에 설치하며 하단통풍구는 층별하단 첫번째 단에 

설치한다.

 3.  상부통풍구, 하부통풍구는 줄눈 사이에 설치하며 몰탈이 구멍을 막아서는 

절대 안된다.  

URS 통풍구 

시공 상세도

URS 수직브라켓과 I자 연결철물 

설치방법 및 용도

▶  설치방법                                                                                                                                        
1.  콘크리트 내부 단열 구조일때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상하600㎜, 좌우600㎜를 기준으로 구조에 따라 

400㎜~800㎜까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3. 내진설계 조적 구조에 설치한다.

내진 고정철물 설치방법  

통풍구 상부/ 하부 설치방법 및 목적 

▶  설치목적                                                                                                                                  
기온의 변화에 따른 벽돌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벽체의 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 설치방법                                                                                                                                

 1. 최소 9mm 간격으로 조인트를 설치한다.

 2.  창문과 기둥사이가 9m이내 일때, 창문열에 조인트를 설치한다.

 3.  슬립세트는 조인트를 설치할 경우 스판과 스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4.  조인트 설치 후 외벽에 실리콘 코킹을 하여 습기의 침투를 막는다.  

▶  설치방법                                                                                                                                               
1. 내벽을 시멘트 벽돌 조적할 때 사용한다.                                                                                                      

2.  설치간격은 상하600㎜, 좌우600㎜를 기준으로 구조에 따라 

400㎜~800㎜까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3.  창문에서부터 200mm를 띄우고 내벽의 시멘트 벽돌 조적시 URS I자 

연결철물을 설치한 후 외부의 미장벽돌을 조적시공 할 때 핀틀, 수직브라켓과 

와이어를 써서 고정한다.

설치방법
(내진점토벽돌 + 단열재 + 시멘트벽돌)  

URS L형 내진 SET 

설치방법

URS I형 내진 SET 

설치방법

URS C형 내진 SET 

설치방법

URS 앵글 

시공방법

▶  설치목적                                                                                                                                  
1. 콘크리트 벽체의 외다열 일 때 설치한다.   

 2.  내벽이 시멘트 벽돌(조적상태)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3.  설치간격은 상하 600mm를 기준하되 구조에 따라 400mm~800mm까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4.  벽체에 고정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타정용 건(GUN) 혹은 시멘트용 피스, 못 

등을 사용한다.

L형 내진 수직브라켓 설치방법  

핀틀 고정철물 C형 세트 설치방법 

▶  설치방법                                                                                                                                        
1.  콘크리트 미장 또는 철골조 바탕연결 철물이다.

 2.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방향 상하600㎜, 좌우600㎜를 기준으로 하고,  

구조에 따라 400㎜~800㎜까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3.  내진설계 조적 구조에 설치한다.

 4.  벽체에 고정하는 방법은 Φ5mm 콘크리트 못 또는 타격앙카 등을 사용한다.

핀틀 고정철물 I형 세트 설치방법  

▶  설치방법                                                                                                                                
1. 콘크리트 벽체의 외다열 일 때 설치한다.   

 2.  내벽이 시멘트 벽돌(조적상태)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3.  설치간격은 상하 600mm를 기준하되 구조에 따라 400mm~800mm까지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상하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4.  벽체에 고정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타정용 건(GUN) 혹은 시멘트용 피스, 못 

등을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