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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DELEGATION 
TO SOUTH KOREA

OCTOBER 14 - 18, 2019

초대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리석을 생산하는 터키 수출업체들과의 
상담회에 귀사를 초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
행사 : 터키 자연석 무역사절단 상담회
주최 : 이스탄불광물수출협회(IMIB), 주한터키대사관
주관 : 맵스컨설팅(MABS Consulting)
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장소 :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 라온(지하1층)

[상담회 진행]
참석대상 :  터키 수출업체 17개사 및 한국 대리석 수입/수요 기업 

40개사
진행 : 통역 제공되며 사전 배정된 일정에 따라 일대일 상담

[참가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19년 10월 10일(목), 좌석 한정으로 조기마감 유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등록확인 : 신청 마감 후 미팅 배정 확인 연락 
기타 : 참가비 무료, 중식 제공, 무료주차 가능
문의 :  맵스컨설팅 최유리 매니저  

(010-4352-8085, pm@mabsconsulting.com)

[참가신청 하기]      [오시는 길]

http://www.mabsconsulting.com
https://forms.gle/FzaWP3j7Pg5mbLr8A
https://www.ambatel.com/novotel/dongdaemun/ko/main.do#location-1
http://www.mabsconsulting.com


NATURAL STONE INDUSTRY
IN TURKEY

ISTANBUL MINERAL EXPORTERS’ ASSOCIATION CONTACT

Address :

Phone : +90 212 454 00 00

E-mail : maden@immib.org.tr

Fax : 0212 454 01 50

Web site : http://www.imib.org.tr/en/

이스탄불광물수출협회는 광물 부문의 모든 수출활동을 다루는 전문 비영

리 단체입니다. 이스탄불광물수출협회는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8월 현재 4,787개 회사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MIB의 주요 사업 분야는 천연석, 붕산염 및 농축산염, 크롬 광석, 구리 광

석, 마그네사이트, 아연광석 및 장석 제품입니다.

비전: 

천연석을 포함한 광물 분야의 지속 가능한 수출 향상을 위해 사업 영역의 

모든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미션: 

• 글로벌 시장에서의 터키 광물 수출업자의 경쟁력 제고

•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수출 조언 및 지원 제공

•  무역 박람회, 구매 및 무역 사절단, 프로젝트 및 간행물을 통해 광물 부

문 촉진

• 연구 및 조사를 통한 수출 관련 정보 제공

• 회원들의 이익 유지를 위해 국제 기구와의 관계 설정 및 개발

이스탄불광물수출협회   
[ISTANBUL MINERAL EXPORTERS’ 
ASSOCIATION (IMIB)]

터키 자연석 산업
터키는 자연석과 트래버어틴의 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대리석 침전물이 발견되

는 고산대에 위치한 터키는 마르마라 (Marmara) 

섬에서 시작한 4천년의 생산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천연석 생산국 중의 하나입니다. 마르마

라(Marmara)와 에게 (Aegean) 지방을 선두로 

하여, 트라키아 (Thrace) 에서 동부 아나톨리아 

(Eastern Anatolia)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

에서 4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칼라 텍스쳐와 패

턴의 천연석이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번째 장소에 있는 대

리석과 트래버어틴, 화강암, 오닉스(줄대리석), 

석회암, 현무암, 안산암, 그리고 화성암은 터키에

서 생산되는 석재의 종류입니다. 

터키는 또한 산업 발전과 생산기술을 가진 세계

에 가장 중요한 자연석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터키의 자연석 부문은 높은 다양성, 풍부한 매장

량과 부문 경험, 풍부한 원료, 해상 운송의 선적 

용이성, 역동적인 부문 구조, 다양한 활용 기술 

광범위한 칼라 스펙트럼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 입니다. 오늘

날, 터키는 천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채석장을 가

진 자연석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

입니다.

터키 대리석의 일반적인 품질 특징
>품질 - 갈라짐과 손상이 없음

>색상 -  넓은 폭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색상 범위를 가지고 있음

>크기 - 큰 블록을 만들기에 충분함

>균일성 - 품질의 일관성

>패턴 -  색상의 장식 배열과 크리스탈 구성이 가

능함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 외에도 모든 대리석은 터키 

대리석은 고유한 제품 생산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고유의 색상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터키 스톤의 독특한 매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urkishstones.org/ts/

터키 생산
1,500개 이상의 대리석 채석장, 2,000 개 이상의 

공장과 9,000 개 이상의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습

니다. 채석장의 90%는 아나톨리아(Anatolia)의 서

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 에게(Aegean)와 마

르마라 (Marmara)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키 자연석 생산은 지난 십 년간 빠른 성장을 이

루었습니다. 대형 민간 회사들이 통합 가공공장

에 투자하였으며 이는 지역 시장 발전을 가져왔

습니다. 현대 생산 장비와 방식의 도입과 함께 터

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석 생산국 중 하

나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터키 전체 자연석 

생산 규모는 1990만 톤에 이르렀습니다. 터키는 

세계 3대 생산 국가입니다. 이러한 석재와 대리

석 가공 기술은 터키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와 지역 박람회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수출
터키는 대리석과 트래버어틴에 대한 세계 제1의 

수출국가 입니다.  천연석 수출은 지난 10년간 빠

르게 발전했습니다. 터키 산 석재는 세계 200여 국

가의 건물과 보도블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연석 

수출 총액은 2018년도 19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TURKISH STONE
TRADE MISSION TO SOUTH KOREA
PARTICIPANT COMPANIES

T01  ADK MARBLE

T02  AKGRANİT MARBLE

T03  CANEL MUNİP MINING

T04  CK MARBLE

T05  ESMER MARBLE

T06  GÜLMER MARBLE

T07  GÜREL MARBLE

T08  İLKTAŞ MINING

T09  KARTAL MARBLE

T10  LEONARDO MARBLE

T11  MEDOS MINING

T12  NATUR MINING

T13  ÖZERLER MARBLE

T14  STONE INDEX

T15  TMG MARBLE

T16  UĞUR MARBLE

T17  VEZİR MARBLE

방한 터키 자연석 수출업체 명단TURKISH STONE
TRADE MISSION TO SOUTH KOREA
PARTICIPANT COMPANIES

상담 신청 안내

1. 터키회사 개별소개 참조

2.  관심회사 고유번호 기억  
(T02, T15 등)

3. 5개회사 상담신청

상담신청 하기 (클릭)

https://forms.gle/FzaWP3j7Pg5mbLr8A


 

 
 
 

 

KIVANÇ TÜNAY

   ADK MARBLE

제품

대리석 블록, 슬래브 및 타일;
트래버어틴 슬래브 및 타일

수출시장

Far East Countries Such As China,
Indonesia And Singapore.
Middle East Countries Such As The UAE,
Saudi Arabia, Qatar, Kuwait …Etc
Europe Such As Spain And The
Netherland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ami
And Bahamas.
Caucasian Countries Such As Georgia,
Azerbaijan...Etc

생산능력

25000 Sqm /Month 

참가 전시회

Xiamen International Stone Fair;
Izmir Marble Fair; Marmomacc

채석장 보유

Yes O• 
Burdur Beige Quarry / Burdur - Turkey
Empire Beige Quarry / Isparta - Turkey

ADK MARBLE ADK MARBLE은 초 현대식 공장인 개인 소유의 
2개의 채석장을 보유한 터키 최고의 대리석 공급업체입니다. 
주로 수출 지향 회사로서 현재 4대륙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T01



 

 
 
 
  

MUSTAFA TALHA ÇELİK

Abdurrahmangazi Mah.

  AKGRANİT MARBLE      

제품

대리석, 화강암, 석회화, 석영, 사암, 
석회암, 세라믹

수출시장

Spain, Qatar, Libya,
Lebanon, Kuwait Etc.

생산능력

140,000 m2 

참가 전시회

Izmir, Bangalore, Jaipur

채석장 보유

Yes O• 

당사는 대리석과 화강암 수출입 업체입니다. 이스탄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당사 창고와 사무실을 산작테페(Sancaktepe)/ 
이스탄불(Istanbul)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02



 

 
 
 
  

 TEVFİK AKÇİN

www.canel.com

  CANEL MUNİP MINING      

제품

비 회색(rain gray), 
돌체 비타(dolce vita), 
트로이 헬렌(helen of troy), 
크레마 바라(crema barla), 
부르사 베이지(bursa beige), 
카레시 네로(caressi nero), 
비앙코 카레시(bianco caressi)

수출시장

Mexico, Canada, USA, UK,Holland,
Belgium, Italy, Spain, Lebanon, China,
India, Germany, Thailand, UAE, South
Africa, Puerto Rico

생산능력

350.000 m2 

참가 전시회

Izmir Marble, Verona, Xiamen

채석장 보유

Yes O• We Have 7 Quarries

Canel Mining은 7개의 채석장과 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당사는 대리석 타일, 슬라브를 생산하고 있고, 작업
에 적합한 규격으로 절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 회색(rain 
gray), 돌체 비타(dolce vita), 트로이 헬렌(helen of troy), 크레
마 바라(crema barla), 부르사 베이지(bursa beige), 카레시 네
로(caressi nero), 비앙코 카레시(bianco caressi)에 대한 채석
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4개의 갱 톱 폴리싱 라인, 에폭
시 수지 라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교량 절단기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T03



 

 
 
 
  

 CENGİZ KARAMAN

        CK MARBLE

제품

타일 슬래브 및 모자이크

수출시장

Europe, USA

생산능력

15,000 m2 Per Year

참가 전시회

Izmir Marble Fair And Coverings Usa

채석장 보유

Yes O• We Have

2003년에 설립되어 수출을 시작한 KARAMAN NATURAL 
STONE은 아피온(AFYON)에 위치한 첨단 기술을 갖춘 공장과 
생산시설을 통해 터키와 해외 모두에서 생산능력과 제품 품
질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아피온(AFYON) 지방의 대리석 채석장; 시브리히
사르(Sivrihisar)와 이스파르타(Isparta)에 위치해 있으며, 영
업부와 전시장은 이스탄불에 위치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춘 생산시설에는 30명의 직원이 있으며, 타일, 모자이크, 
2-3cm 두께의 슬래브 및 원자재를 수출합니다. 타일, 슬래브 
및 가공 절단뿐만 아니라 Paver Stone, Versaille Pattern, Split 
Face(Exploded Surface), Chiseled Edge(Edge Crushing) 그리
고 KARAMAN DOGALTAS VE MERMER TIC LTD. 가 생산하는 
최대 60cm 까지의 광범위한 제품들은 이 부문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터키 산 석재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목
적을 위해 터키 국내외 모든 전시회를 참여했던 KARAMAN 
DOGALTAS VE MERMER TIC LTD.는 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T04



 

 
 
 
  

CAN EMRE KARA

can@esmarble.com www.esmarble.com

        ESMER MARBLE

제품

살로메, 실버 화이트, 보르도 그리지오, 
골든 클라우드 오닉스, 골든 베인 오닉스, 
스타일리시 그레이, 선셋 핑크, 
비앙코 푸오모, 눈 덮인 숲, 골든 칼라카타, 
올리브 마론, 비앙코 돌로마이트, 
엠페라도 라이트, 파타라 베이지, 
멜레니 베이지, 크레마 누오바

수출시장

USA, Canada, UAE, Kasakhstan,
Russia, India, China, Avurturalia,
Europe, Africa, Singapure, UK, Egypt

생산능력

400 Sqm For Tiles Per Day,
200 Sqm For Slabs Per Day,
St Capacity 210 Sqm Per Day,
For Salome 5O0 Ton Block Per
Month,
For Onyx 100 Ton Block Per Month

참가 전시회

Izmir Marble Fair, Verona Marble Fair

채석장 보유

Yes O• 4 Quarries: Salome, Silver
White, Sunset Pink, Honey Onyx

터키 최고 기업 중 Esmer marble은 자사 보유 채석장에서 고
품질의 표준 재료를 가공할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습
니다. 당사는 자체 첨단 기술 장비로 규격에 맞게 절단된 슬
래브, 타일 그리고 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UAE, 중국, 인도, 러시아, 이집트 및 그 외 국가를 포함하여 
30여 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 젊은 경영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05



 

 
 
 
  

ÖMER IRMAK 

+90 212 652 0916

info@gulmermarble.com www.gulmermarble.com

        GÜLMER MARBLE

제품

브르드르 베이지, 크레마 카르마, 크레마 
알랴, 크레마 리바, 마야그레이 선드라그
레이, 엠페라도, 소피타 베이지, 스파이더 
베이지

수출시장

China, S.Arabia, Dubai, Qatar, India,
Egypte

생산능력

Factory +-25.000 m2 p/Month
Quarry +- 3.500 Tons p/Month

참가 전시회

Xiamen, Verona, Izmir, Dubai, Jaipur

채석장 보유

Yes O• Burdur beige quarry

GULMER MARBLE은 무역, 채석장 및 생산 분야 업체입니다. 

GULMER MARBLE은 무역회사로서 대리석 사업을 시작했으
며, 터키 여러 채석장의  원료 대리석 블록을 여러 국가에 판
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는 시장에 적합한 종류의 대리석
을 찾는 경험이 풍부한 검사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와 
터키의 다른 모든 유명한 채석장의 많은 색상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2011년, 당사는 우리가 Crema Kamra/Crema Liva 그리고 
Crema Alya라고 부르는 3개의 제품인 Burder 베이지를 위해 
부르드르(Burdur)에 당사 자체 채석장을 오픈 했습니다.

당사의 현대식 대리석 공장은 25,000㎡  부지의 연면적 8,500
㎡으로 201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모든 공장은 Simec과 Promotec 기계를 포함하여 이
탈리아 기술로 설립되었습니다. Glumer Marble 은 블록, 슬
래브 및 타일 형태의 대리석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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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L BAHAR

+90 272 221 2022
+90 505 040 4002
info@gurelmarble.com www.gurelmarble.com

        GÜREL MARBLE

제품

대리석 및 석회암, 타일, 슬레브, 블록

수출시장

North America, Europe, Australia,
China, India

생산능력

50.000 m2

참가 전시회

Marmomacc, Xiamen

채석장 보유

Yes O• 

Gurel Mermer A.S. 은 그레이 모카 (Grey Mocha), 살렘 그레
이 라임스톤(Salem Grey Limestone), 살렘 골드 석회암(Salem 
Gold Limestone), 마야 그레이(Maya Grey), 리나 화이트 (Lina 
White) 등 독점적이고 유일한 채석장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터키 아피온 (Afyon)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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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ĞUR KALENDER 

        İLKTAŞ MINING

제품

안티코 오닉스, 
블랙 월넛, 카포디시아 그린

수출시장

USA, some Europe countries

생산능력

150.000sqm/year

참가 전시회

izmir Marble exhibition

채석장 보유

Yes O• 

İlktaş Madencilik은 201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 채석장 
및 공장은 아바노스(Avanos) /네브셰히르(Nevsehir)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의 95%를 대부분 미국과 유럽 여러 나
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 생산능력은 년간 150.000sqm
입니다. 당사는 슬래브, 타일. 모자이크 스플릿 페이스 그리고 
여러가지 특정 디자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우리의 
제품을 안티코 오닉스 (Antico Onyx)라고 부릅니다. 안티코 
오닉스 (Antico Onyx)는 우리 채석장에서 생산하는 특별한 제
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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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ZLEM KADIZ

        KARTAL MARBLE

제품

대리석 및 트레버틴
계단 및 리서, 스터팅 및 윈드실, 절단 규격

수출시장

Russia, Ukraine, Japan, Nigeria,
Romania, Bulgaria, Australia,
Saudi Arabia, Iraq, Seychelles,
Mozambique, Belarus, Moldova,
United Kingdom, Panama, Mauritius,
Israel, Holland, UAE, Libya, Sri Lanka,
Tunusia, Spain, Argentina, Czech
Republic, Germany, Serbia, Palestine,
Lithuania

생산능력

20.000 m2 / Month

참가 전시회

Izmir Marble Fair

당사는 1960년도부터 당사 공장에서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터키산 대리석과 트래버틴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유명 프
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당사는 최신 기술의 기계를 사용하
고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 요구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마감재
로 최고 품질의 자연석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세
계의 소매업자, 건설회사 및 건축가들과 좋은 장기간의 사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사 팀은 적재 기반 프로젝트에 경험이 풍부하며 고객이 원
하는 정확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유형의 제품이 당사 생산에서 가능하여 고객
이 원하는 석재를 한 곳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 있어서 신속한 고객 서비스와 고객 만족이 최우선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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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ET BABÜR BAŞLANGIÇ 

babur@leonardomarble.com
ali@leonardomarble.com
info@leonardomarble.com

www.leonardomarble.com

        LEONARDO MARBLE

제품

실버 모카, 골드 모카, 피에트라/아르마니
그레이, 카라라 화이트, 무글라화이트, 
스타투리오 대리석 부다르 베이지

수출시장

China, India, Taiwan, South Korea,
India, Italy, USA, Australia, New
Zeland, ME Countries, South Africa

공사실적

Istanbul New Airport-Turkey, Elazıg
Airport-Turkey, Beijing Guo An Fu-China,
Beijing Qiao Shang-China, President
House Hangzhou China, Jingan Prime
Land-China, Lenovo Building-China

생산능력

20.000 tons

참가 전시회

Xiamen Stone Fair, Marmomac, Izmir
Marble Fair, Stone Mart India, Stona
India, Bursa Marble Block Fair, The
Natural Stone Show-UK

채석장 보유

Yes O• 
1) Moca Quarry. Brands: Moca Gold and
Silver Moca
2) Akasya Quarry. Brand: Akasya White
(opening soon)

Leonardo Marble은 터키 산 자연석 분야에서 27년의 경험을 
가진 대표적인 무역업제 및 제조업체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대리석, 석회석 트레버틴, 오닉스 테라조(terazzo) 및 현무암 
등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터키 산 석재 뿐
만 아니라 이탈리아 그리고 및 Madeconian 산 석재를 수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사는 Massa, Carrara에 위치한 첫 번째 이탈리아 
파트너 회사이자 전시실은 A&G 23 S.R.L.로 공식적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 이후 당사는 새로운 트랜드에 따라 당사 석재 
컬렉션을 정비했습니다.

Lenonardo Marble은 2012년도에 터키 엘라지 지방에서 
MOCA라 불리는 첫 채석정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베이지와 그레이 색상 두가지로 매우 다양한 종류
의 대리석을 생산했습니다. 현재, 독점 재료를 전세계에 수출
하면서 당사는 또한 테키르다그 (Tekirdag) 지방에 당사 두번
재 채석장을 오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범위의 백색 및 백색 그레이 백운석 자연석 블록을 추출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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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ÜLENT İPEK

www.medosmining.com 

       MEDOS MINING

제품

대리석 블록, 
대리석 타일 및 슬래브

수출시장

Libya, Ukraine, Brazil, China,
Germany, Saudi Arabia, UAE, USA,
Canada, Romania, Iraq, Bahrain,
Israel, Qatar, India

생산능력

22.000 m2 per month

공사실적

Diyarbaki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Diyarbakir
Marble and Miners Association

참가 전시회

izmir Fair 2012-2019

채석장 보유

Yes O• 
Botticino exclusive and Diyarbakir
Beige

MEDOS는 2002년도에 설립된 이래 건설과 채굴 부문에서 활
동하고 있습니다.

MEDOS는 터키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여러 개의 건설 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Diyarbakır Industrial 
Organization Zon에 대리석 공장과 디야르바키르 (Diyarbakır 
Province)에 채석강을 두고 있는 MEDOS는 대리석 생산과 채
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MEDOS Marble 공장은 외부 면적 13,794m2 면적에 건축면적 
6700m2로 총 . 20,494m2에 이릅니다. 공장은 월 20,000 m2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EDOS는 디야르바키르 세르믹 (Diyarbakır Çermik) 그리고 
하니 (Hani) 지역에 대리석 채석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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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ÜSEYİN TOKMAN

İnfo@naturstone.net www.naturstone.net

        NATUR  MINING

제품

대야, 욕조 튜브, 새워 칸막이
프로젝트용 특수 제품

수출시장

Italy, England, USA, Germany,
Australia, Qatar, UAE, Azarbaycan

공사실적

Metro Do Porto, Aquashow Park
Hotel, Therme Ending, Cascade
Resort, Crown Plaza Vilamoura

참가 전시회

Marble Show /Izmir

채석장 보유

Yes O• 

NATUR STONE for Manufacturing & Trading Ltd Co.는 2004
년 설립된 목욕탕 대리석/키친 대리석, 싱크대 대리석, 욕조 
대리석, 원형 대리석, 장식 대리석 등을 제고 및 수출하는 회
사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로 시작됐지만 열심히 일하고 고품질 제품
을 생산하며, 약 30명의 숙련 직업자를 가진 외부 면적 000 
m2 연면적 1500 m2의 공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CNC 커팅 
장비와 로봇 시스템을 갖추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
으며 다양한 규격의 키친, 목욕탕 대리석 및 트레버틴을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오직 원반 싱크대 (세면대)만을 생산하고 공급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도에는 특별하고 다양한 디
자인의 목욕탕, 싱크대, 욕조 등의 대리석과 스플릿 페이스 
모자이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각상, 흉상, 이온 및 코린트식 기둥 등이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2011년도 생산라인에서 새롭게 계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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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AN ÖZER

www.ozerlermermer.com

         ÖZERLER MARBLE   

빌레치크 오스마넬 (Bilecik Osmaneli)에 위치한 연간 350.000 
m2의 석재 가공 능력을 갖춘  면적 17.000m2의 공장을 보유
하고 있는 당사는 자체 채석장과 다른 명성있는 채석장으로
부터 받은 블록들을 죄상의 방식으로 가공하고 있으며 장점
이 있는 가치를 지닌 대리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스탄불 펨딕 (Pemdik)에 위치한 구현 센터에서, 당사는 당
사 기술진과 함께 프로젝트 준비와 브로젝트 구연 서비스를 
지원하고 진행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빌레시크 (Bilecik)에 위치한 2개의 당사 대리석 채석
장에서 당사는 연간 20,000m3의 블록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 인도와 같은 수요가 있는 시장에 제조 블록을 
수출하면서, 빌레시크(Bilecik)/(오스마넬리) Osmaneli 공장에
서 제조된 치수로 재단된 제품과 평면 제품을 사우디 아라비
아, 독일, 싱가포르, 러시아, 리비아, 모잠비크 및 모리타니 등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EXPORT MARKETS

Sudan, Russia, Germany, USA, China,
India

생산능력

150,000 sqm processed marble
5000 ton blocks

참가 전시회

izmir fair, Italy marmomac, China
shuitou

채석장 보유

Yes O• We have 2 beige quarries in
bilecik also we have bianco dolomiti
quarry in Marmara islan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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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ĞUZKAN AZMİ KAYASU

www.stoneindexmarble.com

        STONE INDEX

제품

대리석, 트레버틴, 쿼츠
대리석과 트레버틴으로 만든
수공예 제품

수출시장

Europe, Scandinavian Countries,
USA, South America, India, Australia,
Israel

공사실적

Wallcladding Marble Applications
/ Scandinavian Countries Indoor
Travertine Applications / Switzerland
Indoor Travertine – Rustic
Applications / Belgium, Spain,
Holland Pool Caping – Mosaic
Applications Belgium, Spain ,
Holland Landscaping Applications
/ USA Travertine Rock face stair
Applications USA Wallcadding
Applications / USA Pool Caping
Applications / USA.

참가 전시회

Coverings / Orlando USA,
Coverings /Chicago USA,
Coverings / Atlanta USA
Marble / Izmir Turkey,
Stonemart / Jaipur India,
Stone Expo / Tianjin Chinav

Stone Index는 대리석, 트레버틴, 석영 및 수공예로 만든 대리
석 및 트레버틴을 전세계에 수출할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
립되었습니다. 당사는 풍부한 터키 산 수공예품의 보존과 관
련되어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tone Index는 고품질 재료, 우수한 서비스 및 납기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모든 재료 (모자이크, 테두리, 
프로파일, 타일, 슬래브 및 블록)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당사 미션은 당사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객 충성도를 형성함으로써 강한 감성적 유대감을 확립하여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당사 비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성가 산업 효율성을 지속
적으로 증가시키는 선구적이고 가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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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AL ERDAL BATIBAY

+90 212 292 7761

info@tmgstone.com www.tmgstone.com

        TMG MARBLE

TMG는 현재 품질을 위해 숙련된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최
신의 동력을 갖춘 한 개의 채석장과 한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NG는 고객들이 당사 재료에 충분히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와 관리 만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
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품질 철학은 관리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TMG 성
공의 핵심입니다.  TMG는 현재 풍부한 자원을 갖춘 채석장에
서 연간 25,000m3 규모의 블록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에서의 생산은 당사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자원을 약속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수많은 공장들이 품
질 좋은 광택과 높은 내구성을 갖춘 TMG의 제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TMG는 또한 고품질 마감, 완벽한 치수와 정사각형, 
안전하고 강한 포장 및 정시 납품과 관련하여 전세계의 프로
젝트. 도매업자 및 딜러들에게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공급하
고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나온 원자재는 완성품을 뛰어넘어 
최고의 미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MG는 전세계에 판매 유
통되는 연간 350,00 m2의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MG
는 당사고객을 최고로 생각하며 최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최고 중의 최고라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제품

크레마 누오바 및 로살리아

수출시장

Gulf countries, Bangladesh, India

공사실적

25.000 m3

생산능력

Izmir fair

참가 전시회

Izmir fair

채석장 보유

Y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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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 BAYRAM

export@ugurmermer.com www.ugurmarble.com

        UĞUR MARBLE

당사는 Ugur Marble Inc.로 1975년도에 설립된 광산 부문에
서 활공하고 있는 가족회사 입니다. 년간 100,000 톤의 생한 
능력을 갖춘 당사 광산은 King Blue 및 Lucky Grey 채석장입
니다. 또한 당사 공장은 쿠타햐 (Kutahya) 및 아피온 (Ffyon)에 
위치한 당사의 공장은 연간 300,000 m2를 생산합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규격의 평판은 터키의 여러 지역의 
많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으며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등 많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제품

킹 블루, 나이트 블루, 럭키 그레이

수출시장

Europe, Middle East, North Africa
South Asia and Far East

공사실적

In Korea Selim Company

생산능력

300.000 sqm tiles
100.000 tons blocks

참가 전시회

Xiamen, Izmir Fair, Marmomacc

채석장 보유

Yes O• We have 2 qu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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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AN BAHRİ BEYAZ
HİKMET BÜYÜKÇOLPAN
+90 216 472 8211

www.vezirmarble.com

        

1993년 설립

Vezir Marble은 터키 및 인접 국가에 제품 조갈, 프로젝트 계
획 및 엔지니어링 및 턴키 계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최근 Vezir Marble은 Beige, Sofita Beige 그리고 Grey 등 3개
의 채석장으로 인도 및 중국에 블록 및 슬라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대리석 채석장 운영, 대리석 생산 및 블록, 슬래브 및 대
리석 제품 규격에 맞는 절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Vezir는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주목할 만한 
건축 및 대리석 응용 프로젝트에 참가 했습니다.

제품

대리석 제품:  
페르라 마르필, 페르라 노바, 노조 알리칸
테, 소피타 베이지
그레이 제품: 
아레스 그레이, 아레스 다크 그레이 엠페
라도로 라이트, 다크 엠페라도르

수출시장

China, India, USA, Middle East, Israel,
Vietnam, Switzerland, Romania,
Netherlands, U.K., France, Russia,
Turkic Republics

생산능력

Factory: 900.000 m2/year,
Quarries : 80.000 ton/year

참가 전시회

Marmomacc, Italy,
Shituo - Xiamen, China,
Izmir Fair - Turkey,
Natural Stone - Turkey,
Coverings - USA

채석장 보유

Yes O• We have three quarries that
are Beige, Grey and Sofita Quarries
are located in Bilecik/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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