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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natural stone tile Oasis Stone design eco-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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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natural stone tile Oasis Stone design eco-friendly  

Brand Name: GS Stone 
Weight : 28-31/18-23 kg/box 
Size : 870*570 /590*290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052053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870 * 570 / 90 * 290mm 
2.모델 번호:052053 
3.Size: 870 * 570 / 90 * 290mm, 870 * 570 / 90 * 290mm 
4.재료: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오아시스 스톤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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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mm Thin modified clay natural flexible culture stone  

Brand Name: GS Stone 
Weight : 12-16kg/box   55-60kg/box 
Size : 600*300mm  1200*600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309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600*300mm 1200*600MM 
2.모델 번호:052053 
3.Size: 300 x 600mm, 600*1200mm, 600*300mm 1200*600MM 
4.재료: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오아시스 스톤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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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tile striped stone 
indoor/outdoor wall decoration  

3D Natural Stone  



Brand Name: GS Stone 
Weight : 19-23kg/box 
Size : 560*60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Flexible tile striped stone indoor/outdoor wall decoration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560 * 60 
2.모델 번호: 
3.Size: 560 * 60mm, 560 * 60mm 
4.재료: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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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ed rock natural stone flexible 
clay non slip granite tile 

Brand Name: GS Stone 
Weight : 24-27kg/box 
Size : 580*280mm/1120*560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ON812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2.모델 번호: ON812 
3.Size: 580 * 280mm / 1120 * 560mm 
4.재료:천연 화강암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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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cological Saving Energy 
Waterproof Flexible Clay  

Brand Name: GS Stone 
Weight : 15kg/box 
Size : 580*280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2.모델 번호:  
3.Size: 580*280mm, 580*280mm 
4.재료:천연 화강암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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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stone soft concerto stone light 
flexible clay wall  

Brand Name: GS Stone 
Weight : 32-33kg/box 
Size : 1200*600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2.모델 번호:  
3.Size: 1200*600mm 
4.재료:천연 화강암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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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Install Flexible Decorative Outdoor 
Soft Clay Mosaic Wall  

Brand Name: GS Stone 
Weight :  
Size : 1500*600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2.모델 번호: Coarse Leather 
3.Size: 300*600mm/1500*600mm 
4.재료:천연 화강암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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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stone series lightweight 
fireproofing wall cladding ston 

Brand Name: GS Stone 
Weight : 12-16kg/box   55-60kg/box 
Size : 575X286 1150X575 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2.모델 번호:  
Ink Painting Stone 
3.Size: 575x286 1150x575 mm 
4.재료:천연 화강암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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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shed Light Color Gemstone Granite 
Flexible Wall Tiles  

Brand Name: GS Stone 
Weight : 18-20kg/box  39.65kg/box 
Size : 300X600 1190X595 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2.모델 번호: MG802 
3.Size: 300X600 1190X595mm 
4.재료:천연 화강암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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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elling new design leather pattern 
series 3D soft tile  

Brand Name: GS Stone 
Weight : 19-23kg/box/64-69kg/box 
Size : 300*600mm/1500*600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2.모델 번호: Coarse Leather 
Ink Painting Stone 
3.Size: 300*600mm/1500*600mm 
4.재료:천연 화강암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3D Natural Stone  



Brand Name: GS Stone 
Weight : 20-21kg/box/62-68kg/box 
Size : 300X600 600X1200 1500X600 mm 
Material : modified clay with stone powder 
Color : Beige, gray, white, cream, ivory, red, yellow, black 
Usage : Flooring, Feature Wall, Celling 
Type : Interior, Exterior 
Model Number : 

<제품 세부 사항> 
1.규격(단위 : ㎡) :  
2.모델 번호: 089C 
3.Size: 300X600 600X1200 1500X600 mm 
4.재료:천연 화강암 점토, 천연 석재 가루로 수정 점토 
5.용도: 외장 타일, 바닥재, 피처 벽, Celling 
6.기능:내산성, 항균, 단열, 미끄럼 방지, 내화 벽돌, 내마모성 
7.표면 처리: 전신 타일 
8.타일 유형 :테두리, 바닥 타일, 벽 타일 
9.수분 흡수 :6-12 % 
10.상품명: 
11.색깔: 베이지, 회색, 흰색, 크림, 아이보리, 빨강, 노랑, 검정 
12.유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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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으로 가는  Green Solution 

사업 분야 Business Areas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불연 자재 및 에너지·녹색환경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녹색·환경 건축을 통해 양질의 자연 환경과 미래지향적인 녹색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Housing 
construction 

comprehensive 
solution 

녹색 건설 부문 친환경 건축 자재부문 



● www.thegs.net  ♠www.fuanboard.co.kr ▶www.bhome.com.cn ▶ www.bhouse.com  ♣www.sfljkj.com 

(주)더지에스 

●본사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80-3(ONE B/D 3F) 
TEL : +82-2-711-1617 ~8 / FAX : +82-2-711-1619 

E-mail : koreafry@naver.com 

We Create A Better World 
Engineering & Construction 

Startup 

New Era New Standard Wall decoration 

revolution Redefining the concept of future 

reno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