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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윤현상재는 

타일을 중심으로 한 건축 마감재 전문 유통회사입니다.

Achieving constant fame with ceramic tiles, 
YOUNHYUN leads the nationwide building material market.

윤현상재는 세계의 타일 시장을 선도하는 이태리 타일을 중

심으로 한 최고급 타일에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트랜드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중국 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전

시 판매합니다. 

또한 핸드메이드 타일, 빅 사이즈 우드, 고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의 감성을 고려한 차별적이고 만족도가 높

은 마감재를 제안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주력하

고 있습니다. 

윤현상재는 마감재의 질감, 색상 등 재료가 가지는 시각적이

고 촉각적인 특성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디자인에 적

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21세기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감성디자인

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티스트, 디자이너와의 

교류를 통한 문화 컨텐츠 개발을 통해 디자인 트랜드의 선두 

기업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With a broad range of high-end ceramic tiles made in 

Italy recognized No. 1 in the world, and economical Chi-

nese items, YOUNHYUN serves the whole community 

also offering handcrafted tiles, wooden board in big size 

and old articles. 

All are selected and developed to fulfill the diverse 

people's satisfaction and to give them special and fresh 

ideas. Moreover, the characters of the building materials 

such as texture and color are comprehensibly advised in 

order to deliver both visual and tactile design to an end-

user. 

To keep up with the needs of Emotional Design and 

enhance the contents, as a front-runner, YOUNHYUN is 

collaborating with the valuable architects and designers.



B1F

Tile Showroom

윤현상재의 메인 타일 매장입니다. 이

태리, 스페인,포르투갈의 유럽타일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급부상하는 중

국 타일,모자이크 및 수공으로 만들어

지는 핸드 메이드 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타일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3F

Space B-E Gallery

윤현상재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입니

다. 건축가 및 각 분야의 디자이너와 아

티스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고 실험적인 전시 기획을 통해 새

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니다. 전시공간 자체는 변화하는 실체

로서 다양한 특성의 패러다임을 담아

낼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FLOOR INFORMATION

1F

Information

윤현상재의 전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

는 Information 층입니다. 하나씩 구워

서 만드는 핸드메이드 타일을 집중적

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한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는 시공된 핸드메이드 

타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F

YH Multipurpose Showroom

윤현상재에서는 타일 이외에도 인도

네시아 고재를 포함하여 건축 내외장

재가 될 수 있는 모든 머티리얼 개발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한 지구 환경 보호 차원으로 Recycling 

Material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

어 새로운 건축 소재를 발굴하여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2F

Tile Showroom

지하 메인 매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

로운 사이즈의 타일과 고급 소재의 트

렌디한 타일들을 따로 모아 전시합니

다. Designer와 Client분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

어, 다른 장소로 이동할 필요없이 미팅

장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F

Display Showroom

타일만 보고 공간을 떠올리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분들을 위해 부스형태로 

공간을 구성하여 공감대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컨셉의 감각적인 욕

실 부스와 더불어 욕실용품 브랜드들

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ALL TILES
스톤같은 느낌의 네추럴함, 혹은 콘크리트같은 시크함을 선호하실 때 많이 
찾으시는 그레이 타일과 다양한 형태의 벽 타일입니다. 물론 모든 타일은 바
닥 시공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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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ID: design2tone_



Instagram ID: carminedesign_Instagram ID: carminedesign_

Instagram ID: minsun_song73



Instagram ID: coolcookie79



Instagram ID: sketch1993_official Instagram ID: adballoon_jjo



Instagram ID: minsun_song73

Instagram ID: minsun_song73



FLOOR TILES
주거 공간에 거실부터 방까지 타일 시공이 많아지며 급 부상하는 바닥 타일
입니다. 바닥 타일 시공에 대한 장점이 많이 부각되며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가격대의 바닥 타일이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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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ID: casoymilkInstagram ID: 817designspace_hj



Instagram ID: hyerimigu Instagram ID: 817designspace_hj

Instagram ID: ramm.k

Instagram ID: _leesso_ Instagram ID: sketch1993_official





MARBLE TILES
현재의 인테리어 키워드 마블 타일입니다. 특히 백색 마블의 인기는 상당합
니다. 천연 대리석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움을 담으면서 관리가 힘든 부분
을 커버하는 마블 타일은 가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미적, 기능적인 면에서 
선택을 불러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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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 hansungid_official

Instagram ID: the_hsid





SUBWAY TILES
북유럽 타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직사각형의 서브웨이 타일은 최 스칸디나
비안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매우 좋아 쉽게 선택하실 수 있고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타일입니다. 디스플
레이에 따라 잡지에 나오는 연출컷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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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ID: womenstandard Instagram ID: wooks_lee

Instagram ID: i_vori Instagram ID: hansungid_official  Instagram ID: hyerimigu Instagram ID: hyerimigu

Instagram ID: hansungid_official





Instagram ID: design2tone_

Instagram ID: inmaumInstagram ID: jangyoonyoung

Instagram ID: jungmin_emilyInstagram ID: shop_kindableu

HERRINGBONE TILES
청어의 뼈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헤링본. 패브릭의 직조 방법으
로 알려졌던 이 패턴은 타일을 붙이는 시공 방법으로 마루, 타일 재료를 망
라하고 인기 최고의 인테리어 키워드로 급 부상했습니다. 타일을 헤링본으
로 시공하면 패브릭의 느낌이 나며 차가운 타일을 한결 따뜻하게 만들어 줍
니다. 

Instagram ID: phs4190

Instagram ID: hby_angie 

Instagram ID: designef_studio
Designed by 김혜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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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ID: saladbowl_design

Instagram ID: crevetteseoji Instagram ID: crevetteseoji Instagram ID: carminedesign_ Instagram ID: carminedesign_

Instagram ID: r.e.t.o.u.c.h.e.r Instagram ID: the_hsid 



MOSAIC&PATTERN TILES
모자이크 타일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기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그냥 타일만 
보고 사용하기엔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온라인의 정보
가 넘쳐나며 저희도 상상 못했던 멋진 패턴들의 타일 시공사례가 많아졌답
니다. 타일계의 패셔니스타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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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ID: merci_isu



Instagram ID: carminedesign_

Instagram ID: sther0806Instagram ID: mellowtempo

Instagram ID: hby_angieInstagram ID: sther0806 Instagram ID: wspace70



Instagram ID: eemovement_suyu

Instagram ID: hby_angie 



Instagram ID: _urbanframe_Instagram ID: jungmin_emily Instagram ID: jungmin_emily

Instagram ID: design2tone_



Instagram ID: carminedesign_

HEXAGON TILES
벌집 모양의 육각타일은 현재를 이끄는 인테리어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자
연의 형태에서 나온 허니콤 모양은 특별한 듯 세련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멋
진 형태랍니다. 

Instagram ID: jin_sim
Designed by @geo_logic_lab Instagram ID: hby_angie

Instagram ID: knopf_people
Designed by @_urbanfram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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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 & TEAK PANEL
윤현상재에는 타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벽 소재의 우드 판넬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인기 최고인 오크와 티크 판넬. 붙이기만 하면 마술처럼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stagram ID:minsun_song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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