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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ish Handmade Ceramics & Decoration

투르크와즈
Since 2006

SINCE 2006
화려한 색채와 문양을 자랑하는 터키 핸드메이드 도자기를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처음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어 왔으며

한국과 터키 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SELECTED 엄선된
투르크와즈만의 안목으로 엄선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다년간의 오프라인샵 운영으로 깐깐한 한국 소비자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하고
여기에 투르크와즈만의 까다로운 안목을 통해

최상의 품질에 맞는 엄선된 제품만을 제공합니다.

●

TURKUAZ 투르크와즈
브랜드명 ‘투르크와즈’는 터키석, 터키옥색 또는 청록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Turquoise라는 영어단어의 터키어 철자가 turkuaz입니다.

●

SOLE 국내유일
터키도자기를 국내에 소개한 최초의 업체이며, 국내 최대 업체입니다.

터키 현지 공방에 저희의 직속 디자이너 분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의 국보급 도자기 장인들의 특별 한정판 작품들을

유일하게 한국으로 공급시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



Press Release

[ 매체 소개 History ]

2017년도
| 2017년 12월 [신문] “News Finder” –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디자인을 품다, ‘투르크와즈’ 

(2017.12.22)

2013년도
| 2013년 7월 [잡지] “marie claire” – Summer Recipe 이국적인 세 가지 소스로 풍미를 더한

여름 액세서리
| 2013년 7월 [신문] “내일신문” – 정자동 터키 핸드메이드 도자기 전문점 투르크와즈

‘나만의 소품으로 떠나는 터키여행’
| 2013년 11월 [잡지] “ELLE” - 심심한 디자인의 반대편 FROM FAR EAST EUROPE

2012년도
| 2012년 7월 [케이블TV] “Story On 토크 앤 시티” 시즌 6 제 28회
| 2012년 8월 [신문] “중앙일보” MY LIFE & STUDY 섹션 (2012.08.28)
| 2012년 9월 [잡지] “여성조선” 9월호 - 반포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 新쇼핑지도
| 2012년 10/11월 [사보] “아마그램”(암웨이 발간 매거진) – Style-INTERIOR Wall 

인테리어와 침대 헤드 인테리어

2010년도
| 2010년 6월 [잡지] “레이디경향” – 블루 인테리어로 매력적이고 이색적인 공간만들기
| 2010년 8월 [잡지] “여성중앙” – 에디터 발견, 물 건너온 그릇 가게
| 2010년 9월 [잡지] “리빙센스” – 이 그릇 어때요? 물 건너 왔는데…
| 2010년 9월 [잡지] “리빙센스” – Beautiful Home 3

2009년도
| 2009년 7월 [TV] “KBS 무한지대” – 머리부터 발끝까지, OK! 없는 게 없는 지하세계!

2007년도
| 2007년 3월 [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
| 2007년 5월 [잡지] “메종” - STYLING Russian Fantasy 알록달록한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를 컨셉으로 꾸며진 환상적인 공간
| 2007년 8월 [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 120 스타일링 아이디어 욕실밖으로 전진하는 타일, 

경계가 사라진 타일, 집 안을 업그레이드하다



세상에서단 하나 뿐인 디자인을 품다, '투르크와즈'

'투르크와즈(TURKUAZ)'는 터키석, 터키옥색 또는 청록색을 뜻하는 단어이다. 
화려한 색채와 문양을 자랑하는 터키 핸드메이드 도자기를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

서 2006년도에 처음 선보이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왔다. 

'투르크와즈'는 국내에서 최초로 터키도자기를 소개한 업체이며, 터키 현지 공방
에 직속 디자이너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장인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그림들
은 그 어떤 것도 똑같은 제품이 없고, 무늬의 배색이나 장식기법이 정교하게 달라

지므로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디자인이다.

'투르크와즈'는 2007년 3월 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실리며 부터 고공행진을
해왔다. 2009년에는 'KBS무한지대'에 방송되며 현재까지 잡지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화려한 패턴과 세밀한 붓터치의 장식화병과 벽시계, 모자이크 램프를 활용하여
주방과 거실을 이국적이면서도 아늑한 공간으로 색다르게 꾸며볼 수 있다.

또한 독특하고 평범하지 않은 디자인의 냄비받침, 선물하거나 장식용도로 사용해
도 손색이 없으며 고온에서 구운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나

후라이팬을 바로 올려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

실제, '투르크와즈'의 상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 냄비받침 뿐만 아니라
컵받침까지 한번에 여러 개의 상품들을 구매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원색적인 색채
와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수제 터키도자기, '투르크와즈'는 유니크할 뿐만 아니

라 그 제품의 용도마저 정확하게 디자인 되었다.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투르크와즈'의 받침세트는 실내의 내부 인테리어를 위
한 소품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디에 놓아두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화
로운 디자인과 받침 아랫면에는 부드러운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미끄럼 방지의

용도까지 발휘한다.

조금 색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면 '투르크와즈'의 독특한 제품은 어떠할까.

투르크와즈 쇼핑몰 : http://smartstore.naver.com/turkuaz

보도자료

http://smartstore.naver.com/turku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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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고예쁜냄비받침(HOTPAD)

HP102 HP103 HP106 HP108

HP109 HP110 HP111 HP112 HP113

HP115 HP117 HP118 HP119 HP120

HP104



둥근꽃모양컵받침(COASTER)

CP205

CP210

CP204

CP209

CP203

CP208

CP202

CP207CP206

CP213CP211 CP212

CP201



꽃잎꽃모양컵받침(COASTER)

CP301 CP308CP307CP303CP302

CP309 CP313CP312CP311CP310

CP314 CP315



운치있는분위기의모자이크램프

터키 핸드메이드
모자이크 등

터키 핸드메이드
모자이크 스탠드

터키 핸드메이드
모자이크 캔들홀더



화려한문양의장식접시

카바르마 장식접시

클래식 장식접시

컬러풀 장식접시



다양한인테리어소품

캔디볼터키전통모양 슬리퍼

미니볼장식화병 캔들홀더

벽시계 고양이장식

터키전통의상모형

...
more



엄마가 터키여행서 많이 못 사오셨다고 아쉬워하셔서 주문해 드렸어요 현지
보다 저렴하다며 좋아하시네요. 

yong**** “ 2018.03.15

이쁘고 가격도 착하고 배송 무지 빠르고 어디하나 불만족스럽지않고 넘좋네
요. 좋은물건 감솨 ㅋㅋ. 
dmse**** “ 2018.03.11

냄비받침도 되고 데코하기도 좋네요. 화사하니 이쁜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에 그냥 올려뒀는데 이쁘네요 저렴하게 잘샀어요 감사~ 

godf**** “ 2018.02.02

무늬가 정말 이쁘고 고급스럽네요.. 
mubi**** “ 2018.02.27

너무 예뻐서 냄비받침으로 쓸 수 있을지 걱정이 들어요 ㅎㅎ홈데코용으로 구
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aisa**** “ 2018.02.21

고급스럽고 예뻐요. 
wkdb**** “ 2018.01.31

너무 맘에 들어요. 색감도 화려해서 밋밋한 주방에 활력이 되네요
Kmh0**** “ 2018.03.06

냄비받침도 되고 데코하기도 좋네요. 화사하니 이쁜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그냥 올려뒀는데 이쁘네요 저렴하게 잘 샀어요

godf**** “ 2018.02.02

선물로 good 친구선물하면서 친정엄마꺼도 같이 구매했어요. 엄마는 데코
하기도 좋다고 노랑 파랑을 원하시네요. 특이한 꽃 모양 너무 이뻐요 ^^!

godf**** “ 2018.02.02

포장 꼼꼼하게 잘해주셨구요.배송도 빨랐어요~선물하려고 2개 더 주문했는
데 좋아할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이쁘네요.. 종류별로 다 사고 싶어요

omh1**** “ 2018.01.28

정말 예쁘고 실용적입니다. 지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답니다. 
draw**** “ 2017.12.24

Customer Review



투르크와즈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200 강남지하상가 고투몰 C79
Tel.  02-3478-0250
Fax. 02-6935-1406

운영시간 / 10:30 ~ 21:00 (연중무휴) 

CONTACT

010-2844-3089

turkuaz@naver.com

mailto:turkuaz@naver.com


투르크와즈 온라인 쇼핑몰
smartstore.naver.com/turkuaz

투르크와즈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turkuaz.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