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노 플러스

광폭으로 더 시원하게, 스크래치에 더 강하게 



에코노 플러스

광폭으로 더 시원하게, 스크래치에 더 강하게 



3mm(T) x 180mm(W) x 1,200mm(L)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메탈이 함유된 코팅을 적용하여 생활 스크래치에 강해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B1 = 스크래치가 없음 / B2 = 스크래치가 거의 없음 / B3 = 스크래치가 많음 / B4 = 아주 많은 스크래치 / 

B5 = 상하좌우로 복합된 스크래치가 아주 많음  

[Martindale test]  

en16094 : 2012

제품을 놓고 스크래치 패드

(Scotch Brite Fleece SB7440)로 

4N의 힘을 가하여 160회 회전

깔끄미 코팅을 적용하여 기존 타일대비 오염에

강하고 얼룩이 잘 지워져 유지 관리가 편리합니다.

에코노 플러스 기존 에코노 

기존 에코노 (B5) 에코노 플러스 (B1)

※ LG하우시스 연구소 자체 Test

※ LG하우시스 연구소 자체 Test

Metal shield

메탈 코팅

easy Clean

깔끄미 코팅

[오염성 TeST]

유성매직으로 칠한 뒤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관찰

향상된 기술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스크래치에 더 강하게

에코노 플러스

DecotileDecotile 0302 sPeC sPeC



3mm(T) x 180mm(W) x 1,200mm(L)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최신 디자인

the latest
design
trends

에코노 플러스  : 3.0mm(T) × 180mm(W) × 1,200mm(L)

기존 에코노 : 3.0mm(T) × 180mm(W) × 920mm(L)

280mm

0.22m2/pcs 

0.17m2/pcs 

기존 에코노 에코노 플러스 

기존 에코노 에코노 플러스 (고해상도 디자인)

광폭으로 더 시원하게

에코노 플러스

기존 에코노보다 약 30% 넓어져 

고급 원목의 크고 수려한 무늬를 

더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기존의 인쇄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고해상도 PhoTo QuaLiTy 수준의 인쇄를 

적용하여 소재의 ReaLiTy를 더욱 세밀하게 

표현하였습니다. 

* 신칼라에 적용

기존 에코노 에코노 플러스

에코노 플러스는 단순, 반복 디자인을 벗어나 

그라데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색상 차이를 구현하였습니다.

* 신칼라에 적용

Wide design

와이드한 디자인

Color Variation

자연스러운 색상 차이

high resolusion iMage

고해상도 이미지

*  에코노 플러스의 신규 디자인은  디자인 의장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의장등록 디자인은 해당 페이지에 표기하였습니다.

DecotileDecotile 0504 sPeC sPeC



구 분 규 격 포장단위

우드 3.0(T) × 180(W) × 1,200(L)mm 15pcs/Box(3.24m2)

600각 3.0(T) × 600(W) × 600(L)mm 9pcs/Box(3.24m2)

450각 3.0(T) × 450(W) × 450(L)mm 16pcs/Box(3.24m2)

①  고강도 표면처리층  
 (Metal Shield, Easy Clean)

②  디자인층 

③ Base층

④ Balance층

⑤ 데코풀 

제품구조 / 규격

Structure 
& Spec

에코노 플러스 제품 구조

에코노 플러스 제품 규격

인증마크

제품성능표시

French VOc Label 미끄럼저항계수(c.S.r) 

DecotileDecotile 0706 SPEC SPEC



3mm(T) x 180mm(W) x 1,200mm(L)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Visual touCh Wood  비주얼 터치 우드

deW2631
허니 오크 허니 오크 허니 오크 켄트 엘름

deW2632 deW2633 deW2620

deW2641
모던 파인 켄트 엘름

deW2619
모던 파인
deW2643

모던 파인
deW2642

deW2632  허니 오크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W2642  모던 파인 deW2619  켄트 엘름

❖ 디자인 의장 등록된 제품입니다. 

woodDecotileDecotile 0908 wood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Visual touCh Wood  비주얼 터치 우드

3mm(T) x 180mm(W) x 1,200mm(L) 

deW2653

deW2661
에이지드 프렌치 오크

에이지드 프렌치 오크
deW2662

deW2671
카빙 오크 카빙 오크 카빙 오크

deW2672 deW2673

deW2651
빈티지 쏘 마크 오크 빈티지 쏘 마크 오크 빈티지 쏘 마크 오크 

deW2652deW2661  에이지드 프렌치 오크

* 가구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RP45, RS127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W2672  카빙 오크

* 도어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PW108 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deW2652  빈티지 쏘 마크 오크

* 벽체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CW622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 디자인 의장 등록된 제품입니다. 

woodDecotileDecotile 1110 wood



3mm(T) x 180mm(W) x 1,200mm(L)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natural Wood   내추럴 우드

deW4206 오크

deW4608 워시드 오크

deW4709 체리 deW4787 대나무

deW4707 워시드 오크deW4385 오크

deW4206  오크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W4608  워시드 오크

woodDecotile 13DeCoTiLe12 Wood



3mm(T) x 180mm(W) x 1,200mm(L)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deW4717 파인deW4792 티크 deW4713 파크 티크

deW4792  티크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W4752 티크

natural Wood   내추럴 우드

woodDecotile 15DeCoTiLe14 Wood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det6203 비안코 det6208 피렌체 마블

det6207 피렌체 마블 det6209 피렌체 마블

det6207  피렌체 마블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t6203  비안코

det6204 비안코

❖ 디자인 의장 등록된 제품입니다. 

Marble  마블

3mm(T) x 600mm(W) x 600mm(L) 

SQUARE 600DecotileDecotile 1716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Marble  마블

det6256 크랙 마블

det6258 크랙 마블

det6257 크랙 마블

det6257  크랙 마블

* 벽체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PW120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의장 등록된 제품입니다. 

3mm(T) x 600mm(W) x 600mm(L) 

SQUARE 600DecotileDecotile 1918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Metal ConCrete  메탈 콘크리트

3mm(T) x 600mm(W) x 600mm(L) 

det6235 메탈 콘크리트 det6236 메탈 콘크리트

det6236  메탈 콘크리트

* 벽, 천장면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PW117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det6242 메탈 콘크리트det6243 메탈 콘크리트det6244 메탈 콘크리트

det6244  메탈 콘크리트

det6242  메탈 콘크리트det6243  메탈 콘크리트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SQUARE 600DecotileDecotile 2120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exPosed Mass ConCrete  노출 콘크리트

3mm(T) x 600mm(W) x 600mm(L) 

det6252det6251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det6238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det6254

det6237

det6238  노출 콘크리트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SQUARE 600Decotile 23DeCoTiLe22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rustiC steel  러스틱 스틸

3mm(T) x 600mm(W) x 600mm(L) 

det6304 파켓 스틸 det6312 에이지드 스틸

det6311 에이지드 스틸det6305 파켓 스틸 det6313 에이지드 스틸

det6312  에이지드 스틸

* 벽체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PL006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t6305  파켓 스틸

* 벽체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ML67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 상기 제품은 타일 형태로서 장간 무늬 맞춤은 되지 않습니다.  / * 교차시공을 권장합니다.

❖ 디자인 의장 등록된 제품입니다. 

SQUARE 600Decotile 25DeCoTiLe24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sParkling Metal  스파클링 메탈

3mm(T) x 600mm(W) x 600mm(L) 

det6245 스파클링 메탈

det6247 스파클링 메탈

det6246 스파클링 메탈

det6248 스파클링 메탈
det6245/6246/6247/6248  스파클링 메탈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SQUARE 600DecotileDecotile 2726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3mm(T) x 600mm(W) x 600mm(L) 

ParQuet Wood  파켓 우드

det6521 파켓 우드

det6523 파켓 우드

det6522 파켓 우드

det6523  파켓 우드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은 타일 형태로서 장간 무늬 맞춤은 되지 않습니다.  / * 교차시공을 권장합니다.

❖ 디자인 의장 등록된 제품입니다. 

SQUARE 600DecotileDecotile 2928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Modern  모던

3mm(T) x 600mm(W) x 600mm(L) 

det6264 모던 det6265 모던

det6263 모던det6262 모던

det6262/6263/6265  모던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은 타일 형태로서 장간 무늬 맞춤은 되지 않습니다.

SQUARE 600Decotile 31DeCoTiLe30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det6009 솔리드 카펫 det6014 솔리드 카펫

det6031 콘크리트 카펫

CarPet  카펫

3mm(T) x 600mm(W) x 600mm(L) 

det6032 콘크리트 카펫

det6014  솔리드 카펫

* 벽체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CW557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t6032  콘크리트 카펫

det6008 솔리드 카펫

SQUARE 600Decotile 33DeCoTiLe32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CarPet  카펫

3mm(T) x 600mm(W) x 600mm(L) 

det6065 패턴 카펫det6064 패턴 카펫

det6053 패턴 카펫det6050 패턴 카펫

det6075 det6076패턴 카펫 패턴 카펫

det6066 패턴 카펫

det6075  패턴 카펫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t6064  패턴 카펫

det6053   패턴 카펫

SQUARE 600Decotile 35DeCoTiLe34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det6326 우븐

WoVen  우븐

3mm(T) x 600mm(W) x 600mm(L) 

det6207  Firenze Marble  피렌체 마블

det6341 det6330라인 우븐 우븐det6340 라인 우븐

트윌 우븐 det6325  우븐det6324

det6323 트윌 우븐

det6323/6326/6330  우븐 det6324  트윌 우븐

det6336   패턴 우븐

패턴 우븐

det6336 패턴 우븐

det6337

* Pattern Woven 시공시 필히 90도 교차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품은 타일 형태로서 장간 무늬 맞춤은 되지 않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제품입니다.

det6340/6341  라인 우븐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SQUARE 600Decotile 37DeCoTiLe36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fabriC  패브릭

3mm(T) x 600mm(W) x 600mm(L) 

det2992 패브릭

패브릭

det2991 패브릭

det2984 패브릭det2983 패브릭

det2981 det2982패브릭

det2981/2982/2983/2984  패브릭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SQUARE 600Decotile 39DeCoTiLe38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marble  마블

3mm(T) x 600mm(W) x 600mm(L) 

DeT6227 마블

DeT6272 마블

DeT6228 마블

DeT6271 마블

DeT6229 마블

DeT6273 마블

DeT6271  마블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SQUARE 600DecotileDecotile 4140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terrazo / traVertine / granite  테라조 / 트라버틴 / 그라니트

3mm(T) x 600mm(W) x 600mm(L) 

det6282 테라조det6281 테라조

det6292 그라니트det6291 그라니트

det6276 트라버틴det6275 트라버틴

det6281   테라조

det6292  그라니트det6275  트라버틴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SQUARE 600Decotile 43DeCoTiLe42 sQuare 60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exPosed Mass ConCrete / CeraMiC  노출 콘크리트 / 세라믹

det2493

det2415 세라믹

det2904

det2402 세라믹

det2905

det2418 세라믹

det2494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det2407 세라믹

det2494  노출 콘크리트

3mm(T) x 450mm(W) x 450mm(L) 

det2407  세라믹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cotile 45DeCoTiLe44 sQuare 450 sQuare 45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det2116 그라니트

Marble / laWn / granite  마블 / 잔디 / 그라니트

det2116  그라니트 det2109/2125  그라니트

det2987  잔디

det6240 마블 det2251 마블 det2252 마블det6239 마블

det2245 마블 det2246 마블 det2987 잔디det2258 마블

det2125 그라니트 det2127 그라니트 det2109 그라니트

3mm(T) x 450mm(W) x 450mm(L) 

det2109/2116  그라니트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cotile 4746 DeCoTiLesQuare 450 sQuare 450



* ��인덱스�색상은�실제�제품�색상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반드시�원장�샘플을�확인하십시오.�(부분별�색상�차이가�있습니다.)

all oVer CarPet / Pattern CarPet   올 오버 카펫 / 패턴 카펫 

3mm(T) x 450mm(W) x 450mm(L) 

det2871 올 오버 카펫

det2822 패턴 카펫

det2872 올 오버 카펫

det2821 패턴 카펫 det2823 패턴 카펫

det2870 올 오버 카펫

det2862 패턴 카펫

det2870  올 오버 카펫

* 벽체 시공은 인테리어필름 PW112로 코디 연출하였습니다.

det2862  패턴 카펫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cotileDecotile 4948 sQuare 450 sQuare 450



aCtual MosaiC tile  실사 모자이크 타일

시공이미지 aMC-307aMC-304

el708   엘리베이터 전용

el717   엘리베이터 전용

el733   엘리베이터 전용

el712   엘리베이터 전용

고객 주문 디자인

el719   엘리베이터 전용

el705   엘리베이터 전용

el728   엘리베이터 전용

eleVator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바닥재는 고내구성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표면이 강합니다.

*  모자이크 조각이 분리 및 박리되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체형 모자이크 실사 이미지 방식으로 선명도가 뛰어납니다.

*   일체형으로 기존 모자이크 조각과 같은 바닥 틈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모자이크 센터 

tel.  031) 765-1870 / fax   031)765-1871 

e-mail  lgmosaic@chol.com / www.emosaic.co.kr

aMC-302aMC-701aMC-308 C17

aMC-705 aMC-707 M29dM02

M11C14 dM05 dM728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제품과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DecotileDecotile 5150 MosaiC eleVator



주의사항

사용 시

•   물, 기름, 모래 등은 미끄러질 수 있으니 즉시 제거하십시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는 주의하십시오.

•  시공 후 초기에는 접착제 및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시키십시오.
•  실제 제품 색상은 샘플 색상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명의 종류 및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샘플북에 수록된 인덱스 및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소 색상 및 무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자연스러움을 구현하기 위하여 디자인적으로 제품 간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 간 그라데이션 적용)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LG 서울역 빌딩

공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3로 9

경기(북부) 031)790-1536

경북 053)722-2230

특판 02)6930-0359

경기(남부) 031)8086-7819

경남 051)801-2629

서울 02)6930-0453

중부 042)721-5635

호남 062)360-3672

본사 전국 영업지점

※ 본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을 금합니다.

시공시

•   시공 전 LG하우시스 바닥재 시공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해주십시오. 

(LG하우시스 바닥재 시공가이드의 시공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시공한 제품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생산 LoT별로 구분하여 시공해주십시오.

① 무거운 제품입니다. 취급할 때 조심하십시오.

② 시공 후 제품의 들뜸방지를 위하여 롤러 등으로 충분한 압착을 하십시오.

③ 시공 후 필요시 보양해주십시오.

 ④ 접착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냄새를 맡지 마시고 환기를 잘 시켜주십시오.

⑤ 접착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재에 유의하십시오.

⑥ 바닥난방 공간에 시공 시 수축팽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바닥난방 전용타일을 이용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