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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영업지점

서울_02) 6930-0439	 특판_02) 6930-0438	 경남_051) 801-2629	 경북_053) 722-2230	
경인_031) 8016-9502	 창원_055) 713-7766	 강원_033) 748-0644	 호남_062) 360-3672
중부_042) 721-5635	 전주_063) 253-4583	 C/S_080-005-4000

※ 본 카다로그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LG하우시스의 사전 허락없이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사 및 
상담문의

- 본사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ONE IFC)   마케팅팀 : 02) 6930-0318
- 상담문의처 LMG (엘엠지모자이크)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150-17
                                                        TEL : 031-765-1870, 1872      FAX : 031-765-1871



공간에 자연과 예술을 담은 - 

2021~2023 
LMG Mosaic Actual
Image System

내오염 HPU 코팅층
일체형 표면 필름(0.5T)

특허번호
제10-1780678호

특허명
승화전사 인쇄 기법을
이용한 건축장식재 및
이의 제조방법

고휘도 인쇄 / 3D 엠보

Base층 / 치수 안정층

Balance층 (일체형)

ACTUAL
MOSAIC 
TILE

특수 실사 이미지 방식 
(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적용)
고객의 요청 디자인을 특수 실사이미지 방식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인쇄타일과 차별되는 
뛰어난 선명도를 자랑합니다.
모자이크 전체가 일체형으로
기존 모자이크 조각과 같은 바닥틈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Balance층을 통한 뛰어난 치수안정성과
특수표면 가공처리를 통한 우수한 내오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고내구성 / 내오염성 
0.5mm 표면필름으로 기존 인쇄타일 대비 4~5배 이상의 
내구성을 지녔으며 특수 HPU코팅으로 오염이 잘 안되고,
쉽게 오염이 제거됩니다.

자연을 닮은 친환경 소재 
친환경 가소재를 사용하여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동시에, 자율 안전 확인 안전기준(KS규격)을 통과한 친환경 
바닥재 입니다.

Free size
1200mm x 1200mm 대형 사이즈의 인쇄방식으로
900 ~ 1200mm의 다양한 사이즈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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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 

0.5T 

Mosaic Tile

ACTUAL MOSAIC COLLECTION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PREMIUM

AMC-702 AMC-704AMC-703

AMC-705 AMC-707AMC-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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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오염방지 미끄럼방지 디자인 고강도 반영구적 일체형

AMC-701



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emosaic.kr PREMIUMPREMIUM

EL 712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08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07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28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13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17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19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33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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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emosaic.kr PREMIUMPREMIUM

EL 744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03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56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06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41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26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43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05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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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emosaic.kr PREMIUMPREMIUM

EL 753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46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52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47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50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48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45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742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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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오염방지 미끄럼방지 디자인 고강도 반영구적 일체형 친환경 오염방지 미끄럼방지 디자인 고강도 반영구적 일체형



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emosaic.kr PREMIUMPREMIUM

AMC 304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9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3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7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6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5-2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6-2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5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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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프리미엄 모자이크 엘리베이터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emosaic.krPREMIUM

AMC 301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2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708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AMC 307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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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PICTURE COLLECTION 
최고의 품질과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PREMIUM

실사이미지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실사이미지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실사이미지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실사이미지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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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특수제작 디자인 엘리베이터 
고객님의 요청에 의한 맞춤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일체형 특수제작 디자인 엘리베이터 
고객님의 요청에 의한 맞춤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emosaic.kr SPECIAL PRODUCTIONSPECIAL PRODUCTION

푸르지오 APT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대덕대학교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자이 APT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천안서북경찰서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롯데캐슬 APT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푸르지오 APT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레미안 APT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태왕하이츠 APT
친환경, 고내구성, 
일체형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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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디자인 엘리베이터
화려한 디자인과 일반적인 가격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일반형 디자인 엘리베이터
화려한 디자인과 일반적인 가격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emosaic.kr NORMALITY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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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031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36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32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37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46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81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47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82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보급형 디자인 엘리베이터 
심플한 디자인과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www.emosaic.krINEXPENSIVE

EL 011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12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51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52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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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디자인 엘리베이터 
심플한 디자인과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합니다.

INEXPENSIVE

EL 071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72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41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L 042 
고내구성 친환경
엘리베이터 전용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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