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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홈스는 1987년 창사이래 건축 자재 유통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데크재 브랜드인 '데크플러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페데스탈을 활용한 세라믹 데크 공법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미엄 합성데크재까지 

기존 데크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데크 시공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데크플러스'는 자재 선택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안하며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연 친화적인 건축, 조경 자재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데크플러스는 합성데크, 세라믹데크 시공을 전문으로합니다.

페데스탈 공법페데스탈 공법

◎ 시공법 비교

아연각관 공법아연각관 공법

세라믹 데크 시공시 비접착 방식의 가장 선진화된 시공방법
입니다. 빠른시공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간편
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높이 60cm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합성데크 시공법으로 아연을 흑관에 도금하여 제작한 아연
각관으로 기초기둥 멍에 장선을 만드는 기초작업 입니다. 
일반 철재에 비해 녹이나 부식에 강해 수명이 길며, 1층 및 
외부공간에 주로 사용됩니다.

아연 각관 공법아연 각관 공법 페데스탈 공법페데스탈 공법  습식공법 습식공법

하지
앙카/주춧돌/상하부 각관
50mm ~ 높이제한없음

페데스탈
10 ~ 600mm

사모래 + 시멘트
50mm ~

시공순서

1. 바닥레벨측정 (수평확인)
2. 기준점 지정
3. 앙카볼트작업 (콘크리트)
4. 주춧돌작업 (흙)
5. 하지설치 (각관용접)
6. 용접부위 방청작업
7. 데크설치

1. 바닥 레벨 측정 
2. 기준점 지정
3. 페데스탈 작업
4. 세라믹 데크 작업
시공 후 즉시 보행가능

1. 바닥레벨측정
2. 기준점 지정
3. 시멘트 모래 배합
4. 몰탈 깔기, 고름
5. 판석깔기
6. 양생 (2~3일 이상)
7. 줄눈시공

공사기간
10~30평기준

3~7일
시공부위 직보행 가능

2~4일 보행까지 일주일 이상

방수 하자보수 좋음 가장좋음 어려움

철거 및 폐기 철거 후 일부 재사용 가능 전체 재사용 가능 폐기

내구성
방부목 < 천연목 <

1차합성목재 < 2차합성목재
반영구적 하자발생시 재시공 필요



4 5

Wooden
Deck

에바라스트 2차 합성데크
1차 합성데크 
천연데크, 방부목

38 
48
52 

Ceramics
Deck 세라믹 데크

페데스탈 XSP / SP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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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o

Ceppo stone

Crosscut

Lagoon

Bluestone cat paw

Sparkle

Eureka

Basalt pro

Mars

Valley stone

Moorstone

Code62

Cottage

Kainos

Madison

Universe

Horizon

Ceramics
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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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O
10P 엔조

체크된 제품은 재고운용 제품입니다. 이외 제품은 Project Order로 예약주문이 가능합니다. 

세라믹 데크

VALLEY STONE
19P 밸리스톤

LAGOON
13P 라군 

COTTAGE
22P 코티지
* 2022 8월 단종

CEPPO STONE
11P 체포 스톤

MOORSTONE
20P 무어스톤

BlUESTONE 
CAT PAW
14P 블루스톤 캣 포

KAINOS
23P 카이노스

CROSS CUT
12P 크로스 컷

CODE62
21P 코드62

SPARKLE
15P 스파클

MADISON
24P 매디슨

BASALT PRO
17P 바살트 프로

UNIVERSE
25P 유니버스

HORIZON
26P 호리즌

MARS
18P 마스

EUREKA
16P 유레카

Moon Salt

Cinder Bone

Light Nero

Coal Bone Grey Shadow

Silver Moon Bone

Light Bone

Marfil Grey

Light

White

Light

Cream

Cinder

Grey

Sand Sand

Graphite Grey

Medium

Dark Noce Dark

Grey Noce

Almond Charcoal

Grey

Light

Beige

Dark

Graphite

Dark

Cinder Cinder

Coal Terracota Shadow

Dark

Taupe Argent

Coal Coal

Dark Graf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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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o 엔조

12 Faces Random

Moon 문 Cinder 신더Sand 샌드 Coal 콜

ENZO - Moon

Light 라이트 Dark 다크Medium 미디엄

CEPPO STONE -Dark

Ceppo stone 체포스톤

12 Faces Random

60 * 60 * 2cm
box=2ea(0.72㎡)

60 * 120cm
20/25/30T

60 * 90cm
20/25/30T

Projec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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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실버 Dark 다크

CROSS CUT - Dark

Cross cut 크로스컷

12 Faces Random

Cinder 신더 Coal 콜Graphite 그라파이트

RAGOON - Coal

Lagoon 라군

12 Faces Random

60 * 60 * 2cm
box=2ea(0.72㎡)

60 * 120cm
20/25/30T

60 * 90cm
20/25/30T

Projec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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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콜

BLUESTONE CAT PAW - COAL

Bluestone
cat paw 블루스톤 캣 포

12 Faces Random

Light 라이트 Taupe 타우페 Dark 다크Grey 그레이

SPARKLE -Taupe

Sparkle 스파클

12 Faces Random

60 * 60 * 2cm
box=2ea(0.72㎡)

60 * 120cm
20/25/30T

60 * 90cm
20/25/30T

Projec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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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 그레이 Dark 다크

EUREKA - Grey

Eureka 유래카

12 Faces Random

Marfil 마필 Grey 그레이 Charcoal 차콜Almond 아몬드

BASALT PRO -Charcoal

Basalt pro 바살트프로

6 Faces Random

60 * 60 * 2cm
box=2ea(0.72㎡)

60 * 120cm
20/25/30T

60 * 90cm
20/25/30T

Projec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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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라이트 Cinder 신더Beige 베이지 Graphite 그라파이트

MARS - Light

Mars 마스

12 Faces Random

Salt 솔트 Cinder 신더 Coal 콜Sand 샌드

VALLEY STONE -Coal

Valley stone 밸리스톤

12 Faces Random 60 * 60 * 2cm
box=2ea(0.72㎡)

60 * 120cm
20/25/30T

60 * 90cm
20/25/30T

Projec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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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o 네로

Moorstone 무어스톤

1 Faces

Moon 문 Bone 본 Dark 다크Noce 노체

CODE 62 -Moon

Code62 코드62

made in EU(SPAIN) / Faces Random

60 * 60 * 2cm
box = 2ea(0.72㎡)

60 * 60 * 2cm
box=2ea(0.72㎡)

60 * 120cm
20/25/30T

60 * 90cm
20/25/30T

Projec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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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cota 테라코타Grey 그레이Bone 본 Shadow 섀도우

COTTAGE - Terracota

Cottage 코티지

made in EU(SPAIN) / Faces Random

Grey 그레이 Shadow 섀도우Bone 본

KAINOS -GREY

Kainos 카이노스

made in EU(SPAIN) / Faces Random

60 * 60 * 2cm
box = 2ea(0.72㎡)

60 * 60 * 2cm
box = 2ea(0.72㎡)

* 2022 8월 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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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본 Argent 아젠트Noce 노체 Grafito 그라피토

MADISON - BONE

Madison 매디슨

made in EU(SPAIN) / Faces Random

Light 라이트 Grey 그레이

UNIVERSE - Grey

Universe 유니버스

made in EU(SPAIN) / Faces Random

60 * 60 * 2cm
box = 2ea(0.72㎡)

60 * 120 * 2cm
box = 1ea(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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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화이트

Cream 크림

Light 라이트

Dark 다크

HORIZON- Dark

Horizon 호리즌

made in EU(SPAIN) / Faces Random

60 * 120 * 2cm
box = 1ea(0.72㎡)

Made in Europe 가장 선진화된 완벽한 페데스탈!
페데스탈은 접착제 없는 친환경 시공으로 시간 단축과 비용까지 절감되며, 언제든 유지보수가 자유로운 가장 선진화된

프리미엄 데크 시스템 입니다. 최대 580mm까지 페데스탈 높이를 설정할 수 있으며 1,000kg 까지 저항이 가능합니다.

XSP & SP



2928



3130

XSP
구조 구조

SP엘라스토머 패드엘라스토머 패드 엘라스토머 패드엘라스토머 패드

헤드헤드 헤드헤드

높이조절/잠금높이조절/잠금 잠금장치잠금장치

플로링 너트플로링 너트 플로링 너트플로링 너트

바디바디 기둥 (부싱)기둥 (부싱)

오토 레벨링 베이스 (220mm)오토 레벨링 베이스 (220mm) 수동 레벨 베이스 (160mm)수동 레벨 베이스 (160mm)

미끄럼 방지 및 충격, 진동, 소음을 개선합니다. 미끄럼 방지 및 충격, 진동, 소음을 개선합니다.
(악세사리)

4mm 스페이서 헤드 4mm 스페이서 헤드

높이 조정키로 높이조절 잠금이 가능합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움직임을 방지)

이중 잠금 장치로 시간경과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움직임을 방지합니다.

높이를 조절하여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높이를 조절하여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에 조정 가능한 높이를 제공합니다. 90mm씩 추가하여 원하는 높이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악세사리)

바닥의 경사와 방향에 맞게 3~5%의
기울기로 자동 조절됩니다.
레벨링을 통해 중량이 받침대 중심 축에
머물 수 있어 하중의 편심을 방지합니다.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 배출구.
바닥에 있는 구멍은 바닥에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 2.5% 수평조절대로 수동 레벨링합니다.
1개 추가시 2.5%씩 조절되며,
최대 4개 1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2.5% 수평조절대 (SLOPE REGULATOR)

헤드에 불필요한 스페이서를 제거합니다.베이스 절단 가이드를 사용해 베이스를 절단합니다.

잠금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로 조여 고정합니다.
(향후 원치 않는 움직임을 이중잠금)

플로팅너트를 회전시키면서 수평을 조절합니다

2.5% 수평 조절대를 사용하여 레벨링 합니다.
(1개 추가시 2.5% 조절) 10%까지 조절됩니다.

헤드에 불필요한 스페이서를 제거합니다.

벽면용 클립 사용시 건물구조상의수축팽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벽면용 클립 사용시 건물구조상의 수축팽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확인하고 각 받침대의 플로팅 너트를
돌려 각 지지점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오토 레벨링으로 0~5% 수평이 자동 조절됩니다.

완벽한 페데스탈 시공 완성!정렬된 위치에서 90도 회전시키면 높이를 고정시
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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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P0

SP

XSP2

SP1

XSP4

SP3
SP2+기둥1 SP2+기둥3SP2+기둥2 SP2+기둥4

XSP6

SP5

XSP1

SP0

XSP3

SP2

XSP5

SP4

XSP7

SP6

XSP8

높이조절(mm)

페데스탈 무게

하중

셀프레벨링

조정키

높이조절

높이잠금

UNITS/BOX

높이조절(mm)

페데스탈 무게

하중

기둥추가

잠금너트

UNITS/BOX

34-40

215g

620kg

0~3%

80-130

230g

1000kg

-

○

48

82-125

380g

780kg

0~5%

220-310

390g

1000kg

+1 (90mm)

○

-

20-27

200g

1400kg

0~3%

37-50

135g

1000kg

-

×

96

조정기능 없음

베이스 회전

조정기능 없음

25

조정키 포함

설명서 또는 키회전, 플로링 너트

높이 잠금 가능

25

40-59

300g

500kg

0~3%

130-220

315g

1000kg

-

○

40

120-165

400g

860kg

0~5%

310-400

470g

1000kg

+2 (180mm)

○

-

27-34

205g

930kg

0~3%

50-75

160g

1000kg

-

×

72

58-82

320g

720kg

0~5%

160-205

420g

810kg

0~5%

400-490

550g

1000kg

+3 (270mm)

○

-

200-245

450g

830kg

0~5%

490-580

630g

1000kg

+4 (360mm)

○

-

XSP 제품사양

20 - 245mm

SP 제품사양

37 - 5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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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스탈 페데스탈 SPSP, 전용 악세서리, 전용 악세서리페데스탈 페데스탈 XSPXSP

XSP0XSP0

XSP3XSP3

SPSP

SP3SP3 SP4SP4 SP5SP5 SP6SP6

SP2SP2

XSP6XSP6

XSP1XSP1

XSP4XSP4

SP0SP0

XSP7XSP7

XSP2XSP2

XSP5XSP5

SP1SP1

XSP8XSP8

상단 패드상단 패드 2.5% 수평 조절대2.5% 수평 조절대

기둥 (부싱)기둥 (부싱)

방음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2.5mm 엘라스토머 소재의 패드 1개 사용시 2.5% 레벨조절, 최대 4개 1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제품당 90mm가 추가됩니다.
SP2에 추가하여 최대 580mm까지 추가하여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게 : 85g / 100 units

+90mm +180mm +270mm +360mm

(03040112C)

(03040120Z)(03040121Z)

20-27mm

40-59mm

120-165mm

27-34mm

58-82mm

160-205mm

34-40mm

37-50mm 50-75mm 80-130mm 130-220mm

82-125mm

200-2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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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 후크운반용 후크

유동식 지지대 12~20mm유동식 지지대 12~20mm

마감클립 세트(상/하)마감클립 세트(상/하)

웨지웨지
벽면용 클립 5mm/10mm벽면용 클립 5mm/10mm

시공시 혹은 시공된 타일을 이동할때 타일에 손상없이 효율적으로
타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400~600mm 30kg까지)

12~20mm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지지대로
단독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지지대 및 패드, SP 모델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모래, 흙, 자갈, 잔디 등에 직접 설치가능한 고정용 슬랩 스페이서로
전용 나사로 고정 할 수 있습니다. 

페데스탈 전용 측면 마감재 입니다.

플로어 고정용 웨지. 
치수: 높이 5.5mm, 길이 45,75mm. 포인트 0.3mm

벽면용 클립을 사용하여 5mm or 10mm의 공간을 주며,
슬래브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악세서리 추가 상품악세서리 추가 상품고정형 페데스탈고정형 페데스탈

10 페데스탈 (고정식)10 페데스탈 (고정식)

15 페데스탈 (고정식)15 페데스탈 (고정식)

(03040000A)

(03040001A)

(50unit / 03030101BA)

(45mm=50unit / 03030420B)
(80mm=50unit / 03030410B)
(130mm=50unit / 03030400B)

(03040002A)

(03040150Z)

(03040122N)

(03040134Z)

(03040133Z)

슬랩스페이서 10슬랩스페이서 10mmmm

슬랩스페이서 전용 나사슬랩스페이서 전용 나사 (45/80/130mm)

▶
8 mm 높이조절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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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내구성과 안전성으로 세계 최초 25년 품질보증!최고의 내구성과 안전성으로 세계 최초 25년 품질보증!

Bamboo - plastic composite core

대나무60% 플라스틱40%의 이상적인 배합으로 고밀도 압출 처리
BPC 기술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독성 화학물질 및 방부제등의
유해 화학 물질은 일체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보드입니다.

프리미엄 폴리머 보호캡은 얼룩, 퇴색, 긁김방지
기능에 뛰어나며, 표면 브러싱 처리로 천연 나뭇결 무늬를
구현하였습니다.

EVA-LAST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합성목재 전문 브랜드입니다. 2007년부터 전세계EVA-LAST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합성목재 전문 브랜드입니다. 2007년부터 전세계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합성목재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합성목재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Infinity는 EVA-LAST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I빔 구조의 제품입니다.Infinity는 EVA-LAST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I빔 구조의 제품입니다.

Protective co-extruded cap

네츄럴 우드스킨

견고한 BPC 기술

속이 꽉 찬 구조로 강도가 강해
충격으로 인한 파손 및 휘어짐이 없으나
구조적인 특성상 무겁고,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솔리드형
Solid Type

중공형
Hollow Type

에바라스트
인피니티

가운데 중(中) 빌 공(空) 뜻의 중공형은
솔리드형에 비해 저렴하고 가볍지만

가운데 홈에 물고임 으로 인한 수축, 팽창률이
높아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솔리드형과 중공형의 단점이 보완된
에바라스트 인피니티는

물고임이 생기지않는, 가볍고 가성비 좋은
합성데크 최상의 I빔구조입니다.

합성데크 최상의 합성데크 최상의 II빔 구조빔 구조

○
미끄럼 방지

시공의 용의성

친환경 인증제품

스크래치 방지

화재 안전인증 소재

UV 차단

유지보수가 필요없음

온도변화에 강함

얼룩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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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데크

컬러컬러

페이샤 보드페이샤 보드

[DEG03]  엣지 보드 (스타트/엔드)

[FST01]  챌판 150mm

데크 측면과 계단식 시공을 마감하는 데크 마감재

[DEG02]  데크 보드 (연결)

[FST05]  챌판 70mm

I-Series 인피니티 합성데크재는 데크 시작과 끝부분을 마감하는 Edge Board 와 
가운데 부분을 연결하는 Deck Board로 스타트 - 연결 - 마감까지 깔끔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135×25.5×2440mm (2.88kg /m)

150×12×2,200mm (2.34kg /m)

135×25.5×2440mm (2.88kg /m)

71×11×2,200mm (0.97kg /m)

Infinity 연결 (Deck board)Infinity 연결 (Deck board)

Eva-last 챌판 150mmEva-last 챌판 150mm

C06  월넛 (Walnut)

C07  방킬라이 (Bangkilai)

C76  티크 (Teak)

C94  그레이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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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와 데크를 연결 고정하는 제품으로데크와 데크를 연결 고정하는 제품으로

연결 클립이 외부에 노출되지않아 완벽한 마감 처리가 가능합니다.연결 클립이 외부에 노출되지않아 완벽한 마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체 높이가 23전체 높이가 23~~27mm 인 보드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27mm 인 보드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종류 : 철제용 / 목재용 (클립+스크류 Set)

제품 : 스크류 -18×38×9mm, 클립 - 4.2×40mm

색상 : 스크류 - Black, 클립 - Dark brown

용량 : 1팩 (350set) / 약 15헤베 시공

20~25mm 두께의 데크를 미리 드릴로 천공하지 않고 20~25mm 두께의 데크를 미리 드릴로 천공하지 않고 

목재 프레임에 고정하는데 사용 가능합니다.목재 프레임에 고정하는데 사용 가능합니다.

고밀도의 경목 프레임의 경우 사전 드릴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밀도의 경목 프레임의 경우 사전 드릴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색상 : 방킬라이(C07), 그레이(C94), 티크(C76), 월넛(C06)

사이즈 : 5×63mm

용량 : 1팩 (75pcs)

HIDDEN DECK FASTENER KIT FOR STEEL

STAINLESS STEEL

HULK S9 클립+스크류

탑픽스용 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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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AST Infinity  C06 WalnutC06 Walnut

EVA-LAST Infinity  C07 Bangki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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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AST Infinity  C76 TeakC76 Teak

EVA-LAST Infinity  C96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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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데크 (양면홈) ▶ 23T 합성데크 (벤치용)

▶ 평판 10T 96×2400

색상

전용 부속품

전제품 안내

▶ 코너몰딩 ㄱ자

WPC 합성데크 WPC 합성데크 ((1차 합성데크)1차 합성데크)
친환경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재생우드 화이버와 플라스틱(폴리에틸렌)을 합성한 제품입니다.
내마모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랙, 박리, 저비용의 유지비, 내구성, 고하중, 저항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 수영장, 식당, 호텔, 도로, 복도, 화분 선반, 조경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께

20T 합성목재 (양면홈)

23T 합성목재 - 벤치용

24T 합성목재 (양면홈)

25T 솔리드 합성데크(양면홈) 

평판 10

코너몰딩 (ㄱ자)

규격(mm) 색상

라이트브라운, 다크브라운, 체리, 그레이

다크 브라운

다크브라운

라이트브라운, 다크브라운

라이트브라운, 다크브라운, 체리, 그레이

라이트브라운, 다크브라운, 체리, 그레이

라이트 브라운 다크 브라운 체리 그레이

※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콤브면/나뭇결면)

20T×132×2400 (0.324㎡/장)
20T×132×3000 (0.405㎡/장)

25T×150×2400 (0.367㎡/장)
25T×150×3000 (0.459㎡/장)

24T×138×2400 (0.338㎡/장)
24T×138×3000 (0.423㎡/장)

23T×88×2400

10T×96×2400

40×45 ×2400

스타트 클립 미들 클립 스텐도장피스
(다크브라운)

클립전용피스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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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데크는 친환경 수지류와 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압축한 제품입니다. 
기존 합성목재와 달리 목분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미네랄을 첨가, 혼합하여 무을 전혀 흡수하지 않으며, 
수분에 의한 치수 변화가 전혀 없는 특허제품 입니다.

표면은 고목나무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여 나무보다 더 나무같은 질감을 구현한 당사의 독창적인
신기술 신제품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가격 대중화를 실현한 제품입니다.

3) 치수 안정화 및 질감

원료배합 시 목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수분에 의한 치수변화가 
전혀 없는 안정적인 제품이며, 표면을 나무질감 그대로 표현하여 
시각적 미각적 효과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2) 고강도의 경량자재

자재 비중이 1.0으로 가벼워 물에 뜨며, 뒤틀림성이 기준치의 1/10 
밖에 되지않는 고강도의 경량 제품으로 수변지역 시공에 적합합
니다.

150×20T×2400

200×25T×2400

150×25T×2400

1) 안전한 논슬립

표면은 코팅가공 되어 우천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제품으로 KS기준 0.4 이상의 두배 가까운 결과치인 0.65를 얻은 
미끄럼방지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4) 가격 대중화

고가의 합성목재와 달리 신기술로 원가를 대폭 절감하여 일반 목
재 가격 수준의 저렴한 공급가로 가격 대중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솔리드 미네랄데크 20T 솔리드 미네랄데크 25T

오픈형 미네랄데크 미네랄 마감재

미네랄 데크 장점 (200×25T)

표면 음양각 모던 디자인

클립 체결 홈

본체 [수지+미네랄류]

색상 

종류

우드 브라운 다크 브라운 골드 그레이

미네랄 데크미네랄 데크



52 53

방킬라이

멀바우

꾸메아 다크발라우

이페

말라스

천연목 중에도 강도가 강하며, 중저가의 가장 보편화된 데크.
국내 천연데크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

무겁고 단단하며 나무결은 거친편이나 광택성을 지닌다. 
내구성이 매우높아 고급바닥재 데크 구조재 등으로 사용됨.

적갈색에 나뭇결이 곱고 은은한 광택이 도는 목재. 단단하고 무
거우며 내구성이 높아 부식 및 병충해에 강한 데크목재.

천연목 중 가장 튼튼한 목재로 고급 주택 데크재 용으로 사용되
며, 변형이나 갈라짐이 없어 외장재로는 천연목중 최고로 손꼽힘.

오렌지색을 띄며 나뭇결이 정교하고 광택이 있다. 병충해와 습기
에 강하고 구조용 선박용재 조경재 교량재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검은색 결을가진 유니크한 색상의 자재.

천연 데크재천연 데크재

자연그대로의 목재로 옹이가없고 밀도가높아 내구성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질감에 고급스러운 분위기연출에 좋습니다. 

천연 데크재천연 데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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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데크재

방부목

라티스캡

방부라티스

15*95*3600
21*120*3600
25*140*3600
27*140*3600

38*38*3600
38*89*3600
38*140*3600
38*184*3600
38*235*3600
38*286*3600
90*90*3600
120*120*3600
140*140*3600

38*38*3600

16T*1200*2400

자연에서 채취한 목재를 수분, 해충, 목재부후균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방부처리를 한 목재입니다.

방부데크방부데크

썩고, 내려앉고, 갈라지고…부실투성이 목재 데크
| 대전·충남지역 수변·공원 보행 데크 '골칫거리'

방부목과, 천연데크는 자연 소재인 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되지 않을 경우 데크 휨, 부식, 수축 또는 배부름 현상, 색바램 등이 생기며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1년에 1회 정도 오일스테인 관리하며 오래도록 자연 그대로의 질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해 주세요.

※ 천연목재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충남 공주시가 지난 6월 철거한 부실 목재데크 모

습. 천연 목재로 만든 충남 공주시 금벽로 데크길

(길이 1.7㎞)은 2009년 시가 21억여원을 들여 만

든 산책길 데크다. 이 시설은 보호막 처리가 제대로 

안 돼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썩어 가라앉아 보행자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모두 철거됐다.

(공주시 제공)

2014-11-10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