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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납품실적 리스트

미래의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창의력 공간의 내일을 약속하는 신뢰의 기술력 

건축의 진화, 공간의 가치



토파즈,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원석에 버금가는 천연 석영(Quartz) 93%로 탄생한 비아테라. 

우아한 컬러와 견고함, 자연의 웅장함과 복제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조화로 본연의 원석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완성합니다. 

천연 석영과 고성능 폴리머 수지를 사용하여 천연석 고유의 자연스럽고 미려한 외관은 유지하고, 

천연석의 단점인 수분흡수와 약한 강도를 개선한 최고급 인테리어 석재 비아테라와 만나십시오.

빛나는 자부심, 공간의 재창조 - 비아테라

공간에 아름다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비아테라와 만나면 가능합니다.



Why 
Viatera quartz?

비아테라 쿼츠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에 이어

4번째로 경도가 높은 석영을 93%이상 함유하고 있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Why 
Viatera marble?

비아테라 마블은 천연 대리석의

은근한 멋을 품고 있어, 더욱 그 자태가 돋보이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마블링으로 공간에

우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우수한 기계적 물성

비아테라 쿼츠는 천연석보다 기계적 강도가 월등히 높아 

잘 깨어지지 않으므로 취급이 용이하고 가공 시 Loss가 적

어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인 가격

비아테라 마블은 천연대리석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으실 수 있습니다.

우수한 내 Scratch성

비아테라 쿼츠는 우수한 내 Scratch성을 지녀 우수한 

마모 특성이 요구되는 용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아테라의 93%를 차지하고있는 석영(Quartz)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에 이어 4번째로 강하며, 

긁힘이 나거나 쉽게 부서지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연대리석의 단점보완

비아테라 마블은 천연대리석의 자연스러운 외관을 

더욱 아름답게 구현하면서, 천연대리석의 단점인

높은 수분흡수율과 오염성, 낮은 강도를 보완한 제품으로, 

각종 상판용도 및 벽체, 바닥용도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수성 및 내오염성

천연 무기물과 Resin의 진공 / 진동 / 압축 Press 
성형 공법으로 생산되는 비아테라 쿼츠는 치밀한

화학 결합으로 내부 공극이 없어 수분 흡수를 방지합니다. 

천연석의 단점을 보완하며 세균 번식과 얼룩, 오염 등에 강

력한 저항성을 가진 우수한 엔지니어드 스톤입니다.

자연스러운 마블링

비아테라 마블은 천연 대리석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우수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천연대리석에서 찾기 힘든 새로운 칼라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비아테라 마블만의 

특별한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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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테라 쿼츠

용도

상판 : 주방상판, 카운터 탑, 세면대 상판  

벽체 : 주거용 / 상업용 내벽

바닥재 : 호텔, 관공서, 교육시설 등

주원료 쿼츠 칩, 쿼츠 분말,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

비아테라 마블

용도
상판 : 카운터 탑, 세면대 상판 (주방상판 X)

벽체 : 주거용 / 상업용 내벽

주원료 대리석 칩, 대리석 분말,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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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테라 칼라 인덱스

MO010 플로렌스

MOnO

MO011 골든 코스트 MO012 그레이 모노 MO013 시크 그레이

MU216 파수비오

nB810 실버 데이라이트 nB811 실버 트와일라잇

*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자재간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블은 화학약품에 의한 변색, 표면질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주방 및 화장실 세면대 사용을 제한합니다.

쿼츠 천연의 빛으로 품격을 완성, 새로운 감각의 비아테라 쿼츠는 더욱 풍부한 표면입체감과 

선명한 외관효과로 우아한 분위기 연출은 물론 공간의 가치를 한층 높여 드립니다.

M014 크레테

M015 사이프러스

M019 앙카라

M001 톨레도 M003 알리칸테

M005 그라나다

M006 코르도바

M007 시실리

M008 말라가 M011 카디즈

M013 아테네

마블 섬세한 마블링으로 실현된 공간의 미학.  비아테라 마블은 천연대리석의 세련된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마블링으로 다양한 공간에 우아한 미를 선사합니다.

M017 제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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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014 브레다 MO015 엡솔루트 나이트

MO016 인디안 화이트

New

MR410 툰드라 스타더스트

MO019 사하라 베이지

New

PU610 울트라 화이트

PU611 브루노

nB812 그린란드

New

MR412 네로 스타더스트

MR411 베이지 스타더스트

MR413 모벤픽 스노우

New

MR414 빙햄 밸리

New

MU214 솔라노 MU215 트레비

MR415 핀토 밸리

New

MO017 보라카이 화이트

New

VE710 아발란쉬 크릭

그린란드 NB812 울트라 화이트 PU610 브루노 PU611 루이 PU612PU612 루이

PU613 시다모 브라운

New

PU614 포르타 니그라

New

PU615 블루 마운튼

New

VE711 베르데 올리브VE712 데저트 스톰

New

VE713 썬더 스톰

New

MUlti

MiRROR

VEin

nOBlE

PURE

Usa

Us910 에베레스트 Us980 인터메조

New

Us970 아리아

New

Us950 미뉴에트

New

Us930 치러스

*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자재간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00     X
  1,400    

X   20 (15, 30 주문생산)
   

 1,600   

길이 너비  두께(mm)

     

3,000     X  1,200    
X   20 (12, 30 주문생산) 

  

2,400     X 1,600   

길이 너비  두께(mm)



LG하우시스
Application: 인포데스크, 회의테이블

Material: Viatera Marble, M001 톨레도

오피스
자연스러운 공간의 연결

섬세하고 은은한 마블무늬가 바닥공간을 한층 시원하고 넓어 보이게 합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사무공간에 세련되고 정갈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삼성생명 본사
Application: 바닥

Material: Viatera Marble, M005 그라나다,          

M013 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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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 전시쇼룸
늘 한결 같은 느낌

자연스러운 마블의 아름다움으로 최상의 공간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천연의 마블 느낌을 그대로 재현한 벽과 기둥은 공간 전체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김포 스카이파크 롯데몰
Application: 기둥, 내벽

Material: Viatera Marble, M001 톨레도

김포 스카이파크 롯데몰
Application: 테이블, 배식대 상판

Material: Viatera Marble, M014 크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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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남동금융센터
Application: 벽체, 바닥

Material: Viatera Marble, M024 가르다 (벽),      

Viatera Quartz, *Q382, *Q383 (바닥)

기아자동차
Application: 벽체, 바닥

Material: Viatera Marble, M006 코르도바

*주문생산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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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위생적인 공간의 완성

표면에 공극이 없는 무공질 소재인 비아테라는 낮은 수분흡수율과 우수한 

내후성으로 레스토랑을 더욱 위생적이고 오래 사용해도 새것처럼 빛나는 공간을 연출해줍니다.

Egg Talks
Application: counter-top

Material: M005 그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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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시간을 초월한 빛나는 공간

수 많은 인파가 오가는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구성. 

비아테라는 천연석영을 9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스크래치에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아름다움을 간직합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Application: 벽체, 바닥

Material: Viatera Marble M024 가르다 (벽),     

M005 그라나다 (바닥) 

김포공항 연결통로
Application: 벽체

Material: 그라나다

V
IA

T
E

R
A

design proposal  7978  Hi-MaCs & ViaTera



편의공간
천연 대리석의 아름다움 그대로 천연 대리석의 풍부한 입체감과 

마블의 우아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피곤한 하루의 숨을 고르게 하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완성합니다.

강서 NC백화점
Application: 세면대, 파우더룸 테이블

Material: Viatera Marble, M015 사이프러스

LG하우시스 전시장(평택)
Application: 세면대, 파우더룸

Material: Viatera Marble, M019 앙카라

삼성전자 기흥 연구소
Application: 세면대

Material: Viatera Marble, M011 카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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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공간

금호건설 모델하우스
Application: 파우더룸 상판

Material: Viatera Marble, M002 세비아

금호건설 모델하우스
Application: 욕실선반, 현관 디딤판

Material: Viatera Marble, M011 카디즈

생활 곳곳에 부여하는 영롱한 아름다움

비아테라는 화장대 상판, 욕실 선반, 젠다이 등 우수한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생활공간 곳곳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반짝이는 영롱함으로 고급스러운 공간 디자인을 연출해 줍니다.

현대 남양주                           

힐스테이트모델하우스
Application: 욕실선반

Material: Viatera Marble, M017 제노바

SK View 주택전시관
Application: 신발장선반, 욕실장

Material: Viatera Marble, M013 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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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천연 대리석의 아름다움 그대로

천연 대리석의 풍부한 입체감과 마블의 우아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피곤한 하루의 숨을 고르게 하는 편안한 공간을 완성합니다.

대전 도안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Application: 주방 상판

Material: Viatera Quartz, Q056 세르비니아

LG하우시스 전시장(평택)
Application: 주방 상판

Material: Viatera Quartz, MU2014 솔라노

에넥스 전시장
Application: 주방 상판

Material: Viatera Quartz,                                                                      

VE710 아발란쉬크릭 (상), HU215 트레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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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시공방법

비아테라 시공법

구

조

벽

체

비아테라(20T)

잉카셋트/sUs 304

50X50X50XsT앵글

50X50XsT조정핀

Backup제

5~6mm

코킹 6 X 6

미 

장

에폭시 바름

비아테라(20T)

구

조

벽

체

02 일반 건식공법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볼트 및 앙카 철물로 시공 부착하는 것으로, 

풍압 및 하중에 강하여 외부에 주로 적용됩니다. 천연석재의 건식시공방식을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1 붙임재료

 - 품목 : 에폭시 본드, 재료 : KSM 3734에 적합한 본드를 사용

2 시공방법

 - 앙카 및 철물은 구조 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공 상세 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눈 폭(6mm)이  일렬이 되도록 석재를 배열합니다.

 -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에 따르며 수직 줄눈 시공 후 수평 줄눈을 설치합니다.

 - 비아테라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를 설치합니다.

01 접착공법(에폭시 접착)

석재용 에폭시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가 충분히 배합된 에폭시 접착제를 

준비된 바탕의 전면에 3mm 정도 바르고 수직, 수평을 맞추어 비아테라를 압착시킵니다.

1 붙임재료

 - 품목 : 에폭시 본드, 재료 : KSM 3734에 적합한 본드를 사용

2 시공방법

 - 시공 면에는 크랙이나 기타 접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요철이 없이 수평이 일정해야 합니다.

 - 에폭시 접착제는 주제와 경화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공 시에는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충분히 믹싱 한 후, 

  시공 면 및 비아테라 뒷면에 바릅니다.

 - 비아테라를 벽면이나 바닥 면에 압착, 수평을 보면서 설치합니다. 에폭시 본드가 경화되기 전에는 제품의 처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여 처짐을 방지합니다.

 - 바탕 면이 구조벽체와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바탕 면이 빗살 형태로 긁혀져 있으면 접착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 본 시방서는 비아테라 전용 시방서이므로 시방 규준에 준수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비아테라 깔기

1 모르타르를 시방에 준하여 깔기 작업을 해 바탕을 고르게 합니다.

 - 바탕고름작업시 전용 하지몰탈 사용을 권장합니다. 

2 천연석 일반시공 (하지몰탈위 제품을 얹고서 수평을 잡은후 다시 들어낸 후 페이스트를 첨가하는 형태) 과 같이 

 시멘트 몰탈시공을 하여도 무방하나 제품의 특성상 흡수율이 낮은 관계로 접착강화제

 (예:쎌다인,몰다인등등의 접착증강제류) 등을 혼합사용 하여야하고 사용접착강화제의 시방에 따라야 합니다.

 ❶ 표준배합비는 적용 접착강화제의 시방에 따라야 하고,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시멘트 량은 다소 증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❷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가 가라앉지 않도록 사용 전 충분히 혼합하여야 합니다.

 ❸ 시멘트 페이스트가 지나치게 묽으면 하지 모르타르에 바로 스며들어 접착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타르 표면에 잠시 머무를 정도의 상태에서 깔기 작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❹ 시멘트 페이스트를 뿌릴 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뿌려 모르타르 표면에 패인 곳이 있으면 제품의 뒷면에 공극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❺ 제품의 부착 시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충분한 다짐작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품 뒷면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제품이 추후에 떨어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❻ 성의 없는 다짐작업은 제품이 떨어지는 주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전면에 고루 행한다는 느낌으로 

  여유를 갖고 충분히 타격하여야 합니다.

3 일단 자리를 잡아 시공한 제품은 움직임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접착 후 움직일 경우에는 

 접착력의 저하로 제품이 추후에 떨어지거나 들뜰 수 있습니다.

4 작업 중 표면에 묻은 접착제나 시멘트는 즉시 닦아 내어야 하며, 닦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표면 탈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시공 후 최소 3일간은 보행을 절대 금지시켜야 하며, 최소 2주간 통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6 시공 완료 후“단차”,“들뜸”,“탈착 (떨어짐)”의 주요 요인은 모르타르가 완전히 양성되지 않거나, 

 충분한 보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 및 중량물의 이동 및 설치가 이루어져 대부분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7 기타 : 라티크리트(Laticrete) 등 전용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습식바닥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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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눈 처리 하기 전에 최소 1주일 이상, 설치된 비아테라를 양생시켜야 합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으로 접착제품의 배면에 포함된 수분이(시멘트의 경화진행과정)줄눈을 통하여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접착과 동시에 줄눈작업을 하게될 경우, 제품배면의 수분등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여 

 간혹 제품의 표면에 물먹음현상과 줄눈부위에 알카리수가 모세관현상을 통하여 빠져나와 (통상, “alkali flood” 이라는

  불량으로 불리워짐)제품의 색상을 탈색혹은 변색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줄눈 사이에 들어간 이물질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 통상 줄눈의 간격은 팽창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제품간 2~3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넓은 면적의 시공시 40 square meter마다 5mm정도의 팽창줄눈을 설치하여 팽창 스트레스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3 바탕에서 표면까지 줄눈이 완전하게 채워지도록 전용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 속에 꾹꾹 눌러 줄눈재를 채웁니다.

  여분의 줄눈재는 주의하여 제거 합니다.

4 처음 줄눈재를 설치한 후, 표면은 약간 축축하게 적시고 필요에 따라 줄눈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줄눈재를 재시공 합니다. 마른 줄눈재 사용은 금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젖은 스펀지로 전체 표면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5 줄눈 작업은 팽창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줄눈재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비아테라는 흡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모르타르가 경화되고 남은 수분이 줄눈 사이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7 사용 줄눈제는 수축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합니다.

줄눈 작업 1 콘크리트 하지 및 배면 모르타르 등의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줄눈재는 탄성이 있는 재료 

 (석재용 실리콘 씰란트, 수축 및 팽창에 견딜 수 있는 재료 등)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시공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M X 4M 또는 6M X 6M 간격으로 

 10mm 정도의 신축 줄눈을 반드시 설치 합니다.

신축 줄눈

비아테라15mm
1~2mm

40mm

줄눈 : 최소 3mm 이상

비아테라 전용 본드를 

이용한 시멘트 페이스트

1 시공 후, 3일간은 일체 진동이나 보행을 금합니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풍막 또는 적절한 보호막으로 보양해야 합니다.

3 시공 면을 스티로폼 및 합판을 사용하여 보양하고, 겨울 공사 때에는 약 20cm 두께의 톱밥 등으로 보호하여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환경을 설정합니다. 기온이 2℃이하가 되면 가설난방이나 

 보온설비 등으로 보양해야 합니다.

4 시공직후 3일내, 나무판 및 팔레트 등을 시공 면에 깔고서 보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에는 제품의 처짐 등으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5 PE필름 등으로 바닥을 보양할 경우 줄눈 부위는 피하여야 하며, 줄눈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공방법 : 압착식 본드공법, 건식(Access Floor) 공법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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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방법을 보통 월 1~2회 시행하면 깨끗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왁스청소를 다시 할 경우 기존 왁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합니다.

3 담뱃불로 인한 표면 청소는 아세톤으로 부위별 청소하면 됩니다.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인한 

    낙서는 알코올, 아세톤, 중성세제로 청소하면 됩니다.

미려한 외관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실시 간격은 

사용환경(보행자 수, 중량물 이동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면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소 및 유지

비아테라의 아름다운 색상과 질감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려면 올바른 유지 관리 방법으로 

꾸준한 관리가 팔요합니다.

비아테라 유지관리법

일반 
유지관리법

01 일상관리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보행에 의해 유입된 잔모래 등을 제거합니다. 스크래치를 일으킬 수 있는 모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매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얼룩이 생긴 즉시 축축한 천을 이용해 얼룩을 닦아주되 

 표백제나 연마제를 함유한 세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표면을 닦을 경우 일반 물걸레질 경우처럼 많은 물을

  사용하여서는 닦아서는 안되며, 가능한 물을 사용하지 말고 중성세제 및 왁스등으로 닦아 주어야 합니다. 

 지나친 물을 사용할 경우, 줄눈사이로 물이 침투되어 줄눈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표면 광택저하, 

 제품탈락 등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02 정기적관리

 비아테라 마블은 천연 대리석과 유사한 표면 강도를 갖으므로 일상관리와 아울러 정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닥 용도에 사용시 정기적으로 울형태의 바닥용 광택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청소해 준 다음 실란트 또는 왁스로 

 최종 광택 작업하도록 합니다. 오염 상태에 따라서는 매달 수차례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표면이 심하게 오염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천연대리석과 마찬가지로 연마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연마(버핑 및 폴리싱)한 다음 실란트, 왁스 등 광택제로 표면을 마무리 합니다. 

 상기 표면 연마 작업을 통하여 처음 시공한 것과 같은 미려한 외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강알카리,산성세제

포장, 보관
운송법

비아테라를 생산 시와 같은 깨끗한 상태로 보관, 운송하시려면 충격, 열화 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LG하우시스가 권장해 드리는 포장, 보관, 운송방법을 사용하시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유지관리법

01 주의사항

 1 비아테라는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기는 하나,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이나 냄비, 뚝배기 주전자 등의 

  조리 기구는 제품 면에 직접 열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그릇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아테라 표면을 날카로운 칼이나 중량물로 타격할 경우,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3 비아테라 가공 시에는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여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4 청소용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거나 알칼리성의 세제는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비아테라 마블은 천연대리석과 유사한 표면 경도를 가지고 있어 스크래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6 비아테라 마블은 세면대 상판으로 사용 시, 표면코팅을 권장하며,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01 포장 및 운송

 1 Cut to Size

  규격제품, 300X300, 300X400, 300X600, 400X400, 600X600mm의 경우는 포장 박스를 이용하여 포장합니다.

  포장 박스의 적재는 기준에 준한 목재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2 Random Size

  비규격제품의 포장은 목재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02 보관방법

 1 제품은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지면에서 떨어지게 하여 

  보관하고, 보관 중에 유해한 요소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합니다. 

 2 제품의 표면 또는 모서리가 깨지거나, 긁히지 않게 보호합니다.

 3 제품은 보관 중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택 면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택면을 보호하여 보관하고, 야외 보관시에는 

 천막 등을 이용하여 광택 면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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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및 기본 물성

비아테라 01 제품규격

 쿼츠 : 1400X3000, 1600X3000 (12~30T)

 마블 : 1200X3000, 1600X2400, (12~30T)

02 타소재와의 비교
 비아테라는 천연석 대비 수분흡수율이 낮으며 기계적 물성 치는 대리석 대비 2~3배 높습니다. 

 천연석 대비 월등히 높은 강도를 지녀 오랜 시간 사용하여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지관리가 간편하며, 

 높은 가공성으로 작업시 손상이나 Loss가 현저히 낮아 경제적입니다.

03 비아테라 쿼츠/마블 VS 타소재

구분 비아테라 마블 비아테라 쿼츠 천연 대리석 A 천연 화강석

수분 흡수율(%) 0.02 0.015 0.3 0.35

비중 2.40 2.40 2.7 2.65

굴곡강도 (MPa) 24 40 12 15

압축강도 (MPa) 150 200 110 150

마모율 (mm³) 150~250 125~150 150~350 100~250

* 모오스 경도 3~4 6~7 2~5 7~8

열팽창 계수 15x10-6 15x10-6 3.8 x 10-6 8.5 x 10-6

동결융해 절대안정 절대안정 안정 안정

04 비아테라 쿼츠/마블 VS 천연석

인증서

한국산업표준
KS인증 

(쿼츠, 마블)

미국 
국립위생
규격센터
NSF 51

시험성적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제도(HB)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 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미국 국립위생 규격센터 nsF 51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HB인증 마크는  

건축자재 표면에 오염물질 방출 정도에 따라

5가지 등급이 매겨지며당사는 시험결과 

최우수등급인 네잎 클로버 다섯개를 

획득하였습니다.

KS인증이란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비아테라 쿼츠는 Ks규격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결과가 전 

항목의 기준치 이상을 검증받아 Ks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쿼츠, 마블)

모오스경도

쿼츠

쿼츠

마블

마블

MMa계

MMa계 천연 대리석

천연 대리석

천연 화강석

천연 화강석

8
7
6
5
4
3
2
1

0.6

0.5

0.4

0.3

0.2

0.1
0.015

3-4

0.02

2-3

0.02

2-5

0.3 0.35

Flexural Strength(MPa) 굴곡강도

Compressive Strength(MPa) 압축강도

쿼츠

쿼츠

마블

마블

MMa계

MMa계

천연 대리석

천연 대리석

천연 화강석

천연 화강석

60

50

40

30

20

10

300

250

200

150

100

50

40

200

24

150

60

65

12

110

15

150

Water Absorption by Weight(%) 수분흡수율

7-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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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납품실적 리스트

프로젝트 명 코드 패턴명

신도림 디큐브시티 Q307 파수비오 세면대 상판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M013 아테네 바닥

M005 그라나다 바닥

LG인화원

M002 세비아 세면대 상판

M008 말라가 세면대 상판

M010 마벨라 세면대 상판

M014 크레테 세면대 상판

M012 메르케즈 세면대 상판

M007 시실리 세면대 상판

삼성 기흥연구동 M011 카디즈 세면대 상판

행신고등학교 Q354 마이에미 세면대 상판

엠코 안양블루몬테 로비 M003 알리칸테 벽체

삼성화재 부산사옥 VIP실
M005 그라나다 벽체

M010 마벨라 벽체

두산 창원메카텍 M008 말라가 벽체

삼성화성 16BL M011 카디즈 벽체

삼원 성남아트센타 Q410 플로렌스 카운터 상판

이랜드 대전사옥 Q434 브레다 벽체

LG전자 창원2공장 R&D센터

M004 알메리아 벽체

M010 마벨라 벽체

M006 코르도바 벽체

M017 제노바 벽체

M019 앙카라 벽체

하이마트 M005 그라나다 계단실

기흥 GES공장동 M011 카디즈 세면대 상판

판교 보평초교

Q437 팔레르모 벽체

Q046 피사 세면대 상판

Q338 사하라 세면대 상판

두산 칸리조트 Q402 네로스타더스트 세면대 상판

강서 NC백화점
M015 사이프러스 세면대 상판

M017 제노바 세면대 상판

김포 스카이파크

톨레도 M001 벽체

M012 메르케즈 벽체

M014 크레테 벽체

M006 코르도바 벽체

김포공항 지하철 연결통로 M012 메르케즈 벽체

청주공항 M005 그라나다 벽체

프로젝트 명 코드 패턴명

충주 요양병원
M005 그라나다 세면대 상판

M013 아테네 세면대 상판

부산 농심호텔 M006 코르도바 벽체

신한은행 대한상공회의소
M014 크레테 세면대 상판

M015 사이프러스 카운터 상판

기아자동차

M006 코르도바 바닥

M007 시실리 바닥

M006 코르도바 바닥

Q234 트레비 바닥

M005 그라나다 바닥

M015 사이프러스 바닥

퇴촌 도수초등학교 M001 톨레도 배식대 상판

광주하남교육청
Q337 팔레르모 세면대 상판

M001 톨레도 세면대 상판

일룸가구
Q408 아마로네 가가 상판

Q410 플로렌스 가가 상판

이화여대
M004 알메리아 벽체

M011 카디즈 벽체

고등검찰청 M005 그라나다 세면대 상판

우리인재원
M008 말라가 세면대 상판

M005 그라나다 세면대 상판

신세계푸드 에그톡스 Mo014 브레다 배식대 상판

잠실 제2롯데월드
pU610 울트라화이트 세면대 상판

 M005 그라나다 세면대, 젠다이

청주공항 M005 그라나다 화장실 벽체

시스템 R&D사옥
M003 알리칸데 로비 벽체

M011 카디즈 로비 벽체

수원 노보텔 M015 사이프러스 배식대 상판/조리대 상판

센트럴시티
pU615 블루마운틴 세면대 상판

Mo014 브레다 세면대 상판

신라 스테이 호텔 pU610 울트라화이트 세면대 OR 테이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R5  M011 카디즈 세면대

 롯데 수원몰 
 M012 메르케즈 세면대

 M023 베로나 세면대

울진원자력발전소
M005 그라나다 계단, 벽체

M021 카우아이 계단, 벽체

에몬스가구
M002 세비아 가구 상판

M012 메르케즈 가구 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