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경글로텍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2길 71-52
대표전화 043-213-3376 / 팩스 043-213-337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2길 71-50
대표전화 043-211-8558 / 팩스 043-211-8228

The Space Only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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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조대리석 전문 밀레온은
우수한 가공성·다양한 색상
고급스러운 질감 그리고 탁월한 성형성으로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으로
당신만을 위한 최고의 공간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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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저희 MILEON은 인조대리석의 특화된 제품 브랜드입니다.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선행적으로 예측하여 그간 축적된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Launching 하겠다는 자신감과 신념의 결과물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그 신념의 출발은 2005년입니다.
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적용, 시도함으로써
다양성을 접목하여 생산하는 소재임과 동시에 사용처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실내 화장품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구현하는 소재로 확대되고 있고,
무한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뛰어난 소재입니다.
하여 건축물의 고급 실내 인테리어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제작 등에 그 용처 확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은 지속적인 원재료 개발과 신제품 개발로 시장과 고객의 니즈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늘 새롭고 앞선 디자인의 제품으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글로벌시장,
고객님들께 보답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4

ENJOY YOUR DREAM, LIFE⋯!

당사 제품의 특징(광폭제품 특화 생산/ 사양 다양화)
분류(Item)

두께(Thickness)

폭(Width)

길이(Length)

비고(Remarks)

당 사

20T, 15T, 12T, 9T, 6T

760 ~ 930

2,490~3,680

광폭, 두께

타 사

12T, 9T, 6T

760

3,680

일반폭

길이: 2,490~3,680

·당 사

“무접착”으로 하자 없는 상판 제작

폭: 930

·타 사

폭: 760

길이: 3,680

·당사 두께
20T

15T

9T

6T

12T

9T

12T

·타사 두께
6T

당사 광폭제품의 장점
• 아일랜드 키친에 적용하여 “무접착”으로 하자 없는 상판 제작
• 안내데스크 등 높이가 760mm 가 넘는 현장 적용
• 2단 카운터
• 벽 판넬 : (일반 규격 760mm) 1 + α (광폭 930 - 일반폭 760) _안내데스크, 2단카운터, 벽 판넬 의 경우는 9T 제품 적용 용이
•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길이를 다양화함으로 Loss를 줄이는 장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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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대리석이란?

제품설명
MMA(Methyl Methacrylate)의 아크릴계 수지에 무기물질을 혼합해서 만드는 유기계
인조대리석으로 MMA(Methyl Methacrylate) 수지와 같은 유기물에 ATH(Aluminium Trihydroxide)와 같은 충진제와
표면처리제, 가교제, 경화제, 분산제, 착색제 등의 첨가제를 넣은 후 열가소성 아크릴계 수지로 경화시킨 후 압축하여 판상으로
제조함. 그리고 연마, 절단 등의 후 가공 과정을 거처 다양한 질감과 디자인을 지닌 제품을 만들어냄.

제품특징
인조대리석은 천연대리석에 비하여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색깔과 모양, 디자인면에서 다양한 패턴이 가능하며
항균처리를 통한 세균 번식 억제효과, 뛰어난 가공 성형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사용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인조대리석의 제품용도
가공성

■구부림, 접착, 절단 등의 가공이 쉬워 고급스러운 천연대리석의
느낌을 살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가능
■내열성, 내열수성, 내후성, UV안정성 등의 열안정성을 지님

안전성

■산, 알칼리, 유기용재 변색이나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화학적 안정성 지님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쉽게 변색되지 않는 내오염성 지님

균일성

용이한
관리
및 보수

■표면과 단면 모두 균일한 물성의 자재로 마모 되어도 무늬는 그대로이므로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손상시에도 같은 외관으로 복구 가능

■라미네이팅이나 코팅재를 사용한 소재와 달리 방수성이 뛰어나고 표면과 내부가 균일함.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며 청소가 용이하고, 표면 손상이나 스크래치도 처음 상태로 복구가 가능함.
<자료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품용도
각종 상판재료, 드레싱 테이블, 세면대, 테이블, 벽재, 바닥마루 재료, 가구, 내장재, 간접조명패널,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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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대리석의 종류

솔리드(Solid) _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단색 제품
친환경 건축자재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방출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가공성과 디자인성
뛰어난 가공성으로 열성형을 통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여
디자이너들이 유명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상업용 공간연출
단색의 심플함으로 주방, 욕실 등의 주거용 공간뿐만 아니라
은행, 프렌차이즈, 병원, 놀이방 등 상업용 공간 등에서 각광받는
제품입니다.

그라나이트(Granite) _ 다양한 천연대리석에 가까운 제품
친환경 건축자재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방출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가공성과 디자인성
뛰어난 가공성으로 열성형을 통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여
디자이너들이 유명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모던한 디자인
작은 칩이 들어간 제품으로 모던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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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Index

Granite Index

_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단색 제품

_ 다양한 천연대리석에 가까운 제품

본 카다로그에 있는 색상은 실제 색상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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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다로그에 있는 색상은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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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interior design

의 인조대리석은
단색의 심플함으로 실내분위기를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과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 등
다양한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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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단색 제품

ENJOY YOUR DREAM, LIFE⋯!

밀레온,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The Space Only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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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ite interior design

의 인조대리석은
모던함과 자연친화적인 느낌으로
정갈함과 밝은분위기를 표현해주며
어떤 공간에서도 조화있는
아름다움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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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다양한 천연대리석에 가까운 제품

ENJOY YOUR DREAM, LIFE⋯!

밀레온, 오직 당신만을 위한 웰빙문화를 만듭니다.

Well-being Culture Only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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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적용사례

➑
➐

➎

➋
➌
➍
➏

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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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➊ 욕실: 세면기, 선반, 창틀, 욕실장상판, 벽체

➎ 현관: 출입구 굽도리, 내부벽체, 손잡이 Molding

➋ 주방: 벽체, 싱크대 상판, Door 뒷선반

➏ 내부 거실 벽체 인테리어

➌ 식탁: 식탁상판, 홈바(Homebar)상판

➐ 베란다 굽도리 Sill

➍ 테이블 상판

➑ 침실 및 욕실 재료용 분리대, Door 후레임(바닥), 창대석, 창틀

ENJOY YOUR DREAM,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