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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Ceramic Culture

㈜ 이레벽돌은,

도시 건축이 기지개를 펴던 1962년도에, 서울 을지로에서 벽돌

유통업체인 삼선연와로 출발하여,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벽돌생산

업체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한결같이 한국 벽돌

산업의 발전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 이레벽돌의 제3대 대표로 취임한 본인은, 이러한 가업의 전통 

그리고 미술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예술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 벽돌건축문화의 세계화를 향한 비젼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 ㈜ 이레벽돌 구성원들이 펼쳐갈 벽돌문화의 새로운 미래는 

그동안 벽돌이 건축사에서 누려온 기능적인 수월성에 그치지 않습

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건축물들 가운데서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점점 더 빛날 그 심미적·친환경적 가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아름다운 삶 그 자체를 향해 있습니다.  

㈜ 이레벽돌 제3대 대표 

손 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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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제조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그려가는 세라믹 건축

문화 서비스업체로 도약합니다.

우리 건축 환경에 맞는 최적의 소재와 제조 방법, 형태를 

모색하면서 우리만의 건축미학을 일굽니다.

VISION 1

익스테리어 디자인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동시대 한국 벽돌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함으로써 서구·중국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벽돌

문화를 세계화합니다.  

VISION 2

벽돌문화의 세계화

공급 중심 제조업에서 개인·기업·공공기관 등 소비자나, 

혹은 유통 및 시공 관계자·건축디자이너 등 다양한 크라이

언트들의 니즈를 섬세하게 받드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업체

로 거듭납니다.

VISION 3

제조 + 서비스

비전브랜드

이레 세라믹벽돌 (IREH Ceramic Brick) 은,

부설 세라믹기술문화연구소에 의해  건축사적 전통과 

동시대의 건축 미학적 비젼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료와 

기술 실험과 공정을 거쳐 태어납니다. 

대지를 구성하는 천연의 재료 흙과 불의 예술인 이레 

세라믹벽돌은 내구성·방열기능·흡수율 등에서 뛰어나

면서도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아름다움과 친환경적 탁월

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또한, 원료인 흙 그리고 제작

기법과 공정에 따라 규격·형태·컬러·텍스쳐 같은 조형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감성

적인 건축 오브제입니다.  

㈜이레의 열정적인 연구 개발은 동시대 세계 벽돌문화를 

선도하는하이퀄리티 브랜드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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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 Collection

흙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철처히 탐구하여 

원료 선택부터 성형공정, 품질관리에 이르는 과정 등에서 

벽돌의 개념을 바꾼 예술이자 과학의 산물입니다. 

까다로운 원료 선택과 공정으로 제한된 생산 수량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벽돌건축을 향한 니즈를 충족시켜드릴 것입니다.

테라 콜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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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 Collection  
The Product Range

290×90×50mm /  54장(1㎡당) /  줄눈간격 12-15㎜

백자나 고급 화장품 제작용 희귀 고령토를 1,200℃이상의 고온에서도 철반점(iron spot) 현상 없이 백색도를 유지하고 높은 

강도로 소결시키는 과학이자 예술의 산물입니다. 백색의 델리케이트한 뉴앙스로 고품격의 내외장재로 적합합니다.

290×90×50mm /  54장(1㎡당) /  줄눈간격 12-15㎜

희귀 고령토를 IREH만의 제작기법을 통해 은색에 가깝게 그레이 컬러의 품격을 높였으며, 고온 소결로 변색·이색 현상은 크게 

줄였습니다. 은은한 회색의 테라-그레이는 트렌디한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에서 중후한 전통건축까지, 최근의 뉴트로 (Newtro) 

감각의 건축에 적합합니다.

230×90×57mm / 60장(1㎡당) /  줄눈간격 12-15㎜

테라-화이트290과 제작기법이나 미적 효과에서 같으며 사이즈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쌓기 방식과 모르타르 사용으로 건축적 연출 효과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230×90×57mm / 60장(1㎡당) /  줄눈간격 12-15㎜

테라-그레이290과 동일한 컬러에 wirecut의 표면처리와 사이즈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양한 쌓기방식과 모르타르 사용으로 건축적 연출 효과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테라-화이트290

테라-그레이290

테라-화이트230

테라-그레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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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 Collection  
The Product Range

테라-화이트290 테라-화이트290

백색줄눈 / 농회색줄눈

테라-그레이290 테라-그레이290

백색줄눈 / 농회색줄눈

테라-화이트230 테라-화이트230

백색줄눈 / 농회색줄눈

테라-그레이230 테라-그레이230

백색줄눈 / 농회색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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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 Collection  
The Projects

테라-화이트290, 회색줄눈

아산, 근린생활시설 건물

테라-화이트290, 회색줄눈

진주,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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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 Collection  
The Projects

테라-화이트290, 회색줄눈

진주,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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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s

TERRA Collection  
테라-그레이290, 회색줄눈

화성, 단독주택

테라-그레이290, 농회색 줄눈

화성,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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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화이트230, 백색줄눈

오송, 공동주택

The Projects

TERR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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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Collection

세라믹 벽돌의 가치 중 하나는 시간성입니다. 

유로컬렉션은 벽돌의  Timeless한 매력을 유럽식 에이징(Aging) 성형 기법으로 구현한 제품들입니다. 

문화적 기억이 뿜어내는 매력에 취하게 하면서도 내구성과 강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겉보기에 유사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폐벽돌과 근본적으로 다른,

단 한 장의 동일한 모듈도 허락하지 않는 유럽스타일의 공예적 세라믹 벽돌입니다.

유로 콜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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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Collection  
The Product Range

290×90×48mm /  54장(1㎡당) /  줄눈간격 12-15㎜ 

기존의 고벽돌보다 고온에서 소성시켜 벽돌조직을 더욱 치밀하게 소결시켜 높은 내압강도와 낮은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은은한 회색톤의 느낌은 석재, 목재 등 어떠한 외장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건물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텍스츄어나 컬러에서 빈티지한 유럽 벽돌의 감성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290×90×48mm /  54장(1㎡당) /  줄눈간격 12-15㎜ 

유로 시리즈는 단 한 장도 동일한 제품이 없는 수공예적인 제품으로  점토 본래의 색채와 질감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시간성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테라코타와 같이 흙의 색깔과 느낌이 아름답게 표현된 제품입니다.

230×90×57mm / 60장(1㎡당) /  줄눈간격 12-15㎜

유로-그레이290과 제작기법이나 미적 효과에서 같으며 사이즈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쌓기 방식과 모르타르 사용으로 건축적 연출 효과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230×90×57mm / 60장(1㎡당) /  줄눈간격 12-15㎜

유로-스칼렛290과 제작기법이나 미적 효과에서 같으며 사이즈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쌓기 방식과 모르타르 사용으로 건축적 연출 효과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230×90×76mm / 42장(1㎡당) /  줄눈간격 15-20㎜

은은한 아이보리 색감이 특수한 성형기법의 텍스쳐로 표현된 전형적인 유럽스타일의 벽돌입니다.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과 스케일의 벽돌로 마치 유럽의 고성(古城)과도 같은 중후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합니다.

유로-그레이290

유로-스칼렛290

유로-그레이230

유로-스칼렛230

그랜드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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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Collection  
The Product Range

유로-그레이290 유로-그레이290

회색줄눈 / 농회색줄눈

유로-스칼렛290 유로-스칼렛290

회색줄눈 / 농회색줄눈

유로-그레이230 유로-그레이230

회색줄눈 / 농회색줄눈

유로-스칼렛230 유로-스칼렛230

회색줄눈 / 농회색줄눈

그랜드베이지 그랜드베이지

아이보리줄눈 / 농회색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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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Collection  
The Projects

유로-그레이290, 백색줄눈

오송, 공동주택

유로-그레이290, 백색줄눈

오송, 공동주택

유로-그레이230, 회색줄눈

여주,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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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Collection  
The Projects

유로-스칼렛230, 회색줄눈

남양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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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Collection  
The Projects

그랜드베이지, 아이보리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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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ollection

리니어는 스탠다드의 완고한 규격에서 벗어나 슬림하고 리니어한 형태로 

동시대적 모더니티를 풍기는 다양한 종류의 고벽돌·토석들로 구성됩니다. 

개인주택은 물론 오피스빌딩·공공기관 같은 다양한 건축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컬러·텍스쳐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제품들입니다.

리니어 콜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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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ollection  
The Product Range

290×90×48mm / 54장 (1㎡당) / 줄눈간격 12-15㎜

은은한 회색 톤의 조합으로 건축물의 중후함과 깊이를 더하는 벽돌. 

색상과 표면의 차이로 자연스러운 기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290×90×48mm / 54장 (1㎡당) /  줄눈간격 12-15㎜

흙이 가진 본래의 붉은색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벽돌.

밝고 선명한 레드톤으로 건물을 생동감있게 만들어줍니다.

 290×90×48mm / 54장 (1㎡당) / 줄눈간격 12-15㎜

생생한 레드톤과 광택감있는 표면질감을 가진 벽돌. 

적벽돌을 보다 고급스럽게 표현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290×90×48mm / 54장 (1㎡당) / 줄눈간격 12-15㎜ 

따뜻한 미색의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의 벽돌.  

미색의 깔끔한 이미지가 다양한 소재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입니다.

290 미고

290 토석

290 청고

 290×90×48mm / 54장 (1㎡당) /  줄눈간격 12-15㎜ 

흙의 결을 최대한 살린 독특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벽돌. 

고유의 질감과 색감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90 레드파벽

 290×90×48mm / 54장 (1㎡당) / 줄눈간격 12-15㎜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고풍스러운 느낌의 벽돌. 

이색적인 배치로 빈티지하면서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290×90×48mm / 54장 (1㎡당) /  줄눈간격 12-15㎜  

깊이있는 블랙컬러로 빛의 각도에 따라 은색과 먹색이 감도는 벽돌. 

현대적이면서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290 전돌

290 미장

290 고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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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ollection  
The Product Range

290 미고

290 토석

290 미장

290 고벽돌

290 레드파벽

290 전돌

290 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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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ollection  
The Projects

290 전돌,  회색줄눈

양평,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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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ollection  
The Projects

290 미고, 회색줄눈

춘천, 단독주택

290 청고, 농회색줄눈

청주,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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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ollection  
The Projects

290 토석, 회색줄눈

강남구 자곡동,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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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Collection  
The Projects

290 미장, 농회색줄눈

파주, 단독주택

290 고벽돌, 농회색줄눈

남양주, 베이커리 & 카페 건물

290 레드파벽, 회색줄눈

평택,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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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스탠다드 플러스

190 표준사이즈부터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230, 경제성을 고려한 미니슈퍼까지 

표준화된 제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물론 오피스빌딩·공공기관 같은 다양한 건축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격·컬러·텍스쳐에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벽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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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The Product Range

230×90×57mm 

60장 (1㎡당)

줄눈간격 12-15㎜

230×90×57mm 

60장 (1㎡당) 

줄눈간격 12-15㎜ 

230×90×57mm  

60장 (1㎡당)  

줄눈간격 12-15㎜ 

230×90×57mm  

60장 (1㎡당)  

줄눈간격 12-15㎜ 

230 토석 230 고벽돌붓칠

230 청고 230 청고붓칠 

230×90×57mm 

60장 (1㎡당) 

줄눈간격 12-15㎜ 

230 전돌

230×90×57mm 

60장 (1㎡당) 

줄눈간격 12-15㎜ 

230 미고

190 토석

190 청고

190×90×57mm 

75장 (1㎡당)

줄눈간격 12-15㎜

190×90×57mm 

75장 (1㎡당)

줄눈간격 12-15㎜

190 전돌

190×90×57mm 

75장 (1㎡당)

줄눈간격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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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The Product Range

230 전돌230 토석

230 미고

190 청고230 청고

190 전돌230 청고붓칠

190 토석230  고벽돌붓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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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The Projects

230 토석,  농회색줄눈

송산, 상가주택

230 고벽돌붓칠, 회색줄눈

천안, 빌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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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The Projects

230 고벽돌붓칠,  백색줄눈

고양, 상가건물
230 청고붓칠,  회색줄눈

여주, 단독주택

230 청고붓칠, 회색줄눈

천안,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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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The Projects

230 미고,  회색줄눈

여주, 단독주택

①

230 전돌,  백색줄눈

동두천, 단독주택

230 청고,  회색줄눈

연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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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The Projects
① 190 청고, 회색줄눈

② 190 토석, 백색줄눈

③ 190 청고, 회색줄눈

④ 190 고벽돌, 회색줄눈

⑤ 190 전돌, 백색줄눈

① ② ④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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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  SERVICE

액티비티&서비스

조적보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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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벽돌은 규격화된 벽돌제조를 넘어 각 현장과 상황

에 적합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벽돌건축

에 대한 설계 및 시공상의 기술지원은 물론 벽돌 주문

제작에서 하자보수에 이르는 벽돌건축의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액티비티&

서비스 주거용 건축에서부터 사무실, 학교, 종교시설, 관공서 등 공용 

건축용 벽돌을 제조, 공급합니다. 대량 주문뿐 아니라 소량도 

탄력적인 생산시스템으로 빠르게 서비스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현장에 적합한, 개별 주문으로 특화된 벽돌 제작

- 이형벽돌, 무공벽돌, 비규격 벽돌 등 맞춤 제작

- 벽돌타일, 수공예 벽돌 등 가공 서비스 제공

1. 주문 제작

용도에 따라 적합한 형태·컬러·텍스쳐 등 벽돌건축의 스타일 

디자인 전반에 대해 컨설팅해 드립니다. 

조건과 환경에 최적화된 벽돌 건축 실행 솔루션 제공

-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장 시연

- 실행 사례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료 제공

- 콘크리트, 대리석, 목재 등 타자재와 조합 연출 

2. 디자인 컨설팅

설계디자인·시공·보수 등 벽돌건축 관련 업무 전반의 기술 지원

을 합니다. 조적보강시스템으로 건축물의 내진성을 강화하고, 

고층 벽돌건축의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벽돌 건물의 미학적&구조적 최적화를 위한 설계 솔루션 제공 

- 조적 시공 사례 제시

- 하자보수 솔루션 제공

- 고층화를 위한 조적보강시스템 제공

3. 엔지니어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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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벽돌 시공시 이와 같은 조적보강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내진성을 강화하고 벽돌로 시공된 고층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벽돌 건축물의 고층화를 실현하는

조적보강시스템

‘ㄷ’형 고정 철물

콘크리트 벽체에 외단열 건물 조적시 설치

‘i’형 고정 철물

콘크리트 벽체에 단열재가 없거나 내단열 건물 조적시 설치

조적용 연결 보강재  조적보강시스템 시공에 사용되는 보강재입니다. 

01  연결 보강재

02  구조재

03  백화방지제

‘ㄷ’형 고정 철물

‘L’형 고정 철물

아연용 융도금 L형 앵글

통풍구

타격 앵커

‘i’형 고정 철물

#408 셋트

셋트 앵커

몰탈 네트

타정못

아이클립 셋트 연속형

슬립 셋트

말굽 와셔

3중 방수지

아이클립 셋트

EXP 조인트

LW 인서트

알루미늄 밴드

대형

하단 상단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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