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orangedoor.co.kr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허제품 및 디자인 등록 제품을 모방하거나 도용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74번지 (명동리 1050번지)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7길 83 (산격동 36-4번지)

TEL. 053) 383-3335         FAX. 053) 383-3337

대표번호 1800-6999

(주)신창앤오렌지

오

렌

지

도

어

컬

렉

션

2
0

1
6

-
2

0
1

7

본사전경

대구경북지사

오렌지 친환경 시트

오렌지 디자인 도어

오렌지 프리미엄 도어

오렌지 기본 도어

오렌지 키즈 도어

오렌지 갤러리 도어

오렌지 타공 도어

PVC발포 미닫이 문틀

미서기 도어 

3연동 도어

노출형 행거도어

오렌지 아트월

오렌지 래핑몰딩

오렌지 도어프레임, 도어락

오렌지 인테리어 몰딩

오렌지 이미지월

ORANGE
DOOR
2016-2017 Collection

www.orangedoor.co.kr열고싶은 설레임 - 오렌지도어

- 오렌지도어는 사랑입니다

- 오렌지도어는 행복입니다

- 오렌지도어는 가족입니다

도어 · 문틀 KS 제품 ISO 9001

도어 · 문틀 KS 제품 ISO 9001



LG하우시스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친환경 데코 시트를 사용하며 독자적인 

표면처리와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소비자의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후발주자에서 트랜드를 이끌어 갈

선두주자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도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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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친환경시트는     LG하우시스의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인팅한 느낌의 독자적인 표면처리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색감이 단연 돋보입니다.

깊은 표면질감 위에 은은한 엔티크 도장 효과를 재연하여 

고급스러운 빈티지풍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브러쉬 시리즈

페인팅 시리즈

네츄럴 시리즈

LG하우시스의 독자적인 표현기술력과 우수한 디자인

으로 차별화된 외관효과를 구현하였으며 리얼우드의

입체감 및 질감 표현이 우수하여 자연의 느낌을 더 합니다.

주문제 시리즈

오렌지15(Ash) 오렌지16(Ash) 오렌지17(eim)

오렌지18(eim) 오렌지19(Maple) 오렌지20(Maple)

오렌지21(Maple) 오렌지22(Maple) 오렌지23(Maple)

오렌지24(oak) 오렌지25(oak) 오렌지26(oak)

오렌지27(oak) 오렌지28 오렌지29

오렌지30(가로결) 오렌지31(가로결) 오렌지32

오렌지33 오렌지34

✽주문제 운영 시트는 단납 주문시 도어 및 문틀, 몰딩, 

3연동 제작이 가능합니다. 단, 주문제로 운영되오니 

제작가능 여부는 반드시 본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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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예정

단종예정

단종예정

단종예정

오렌지
친환경 시트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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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도어가 새롭게 선보이는 브러쉬, 페인팅 도어는 LG하우시스의 친환경 인증 시트로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깊은 표면 질감위에 

은은한 엔티크 도장 효과를 재연하여 고급스러운 빈티지풍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폭 ~ 970 

높이  ~ 2,130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화이트         베이지         블루          그레이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아이보리 올리브 카키 네이비

oA-민자 [브러쉬 화이트]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높이 2,360

oA-민자 [브러쉬 베이지]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높이 2,360
높이

BIG

높이

BIG

높이

BIG

oA-민자 [브러쉬 블루]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높이 2,360

ABs 디자인 도어
LG친환경 시트

oA-민자 [브러쉬 카키] oA-민자 [브러쉬 그레이]

oA-민자 [브러쉬 아이보리] oA-민자 [브러쉬 올리브]

높이

BIG
높이 2,360

BIG BIG BIG BIG

ABs 
디자인 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브러쉬
블랙

페인팅         페인팅         페인팅         페인팅
화이트         오렌지         그린        블루   



Detail View

큐빅 포인트 [선택사항]

oA-317
브러쉬 베이지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neW

08 09

oA-317 [브러쉬 그레이]

oA-317 [브러쉬 화이트] oA-317 [브러쉬 블루]

oA-317 [브러쉬 베이지]

제작 가능 색상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화이트           블루          베이지     그레이

폭 550 ~ 950 

높이 1,790 ~ 2,065

제작 가능 규격

ABs 디자인 도어
LG친환경 시트

자연스러운 브러쉬결이 살아있는 ABS압진공법의 기술로 새롭게 선보이는 디자인 도어는

고급스러운 색상과 디테일한 질감이 살아있는 친환경 시트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공간연출이 가능해 집니다.

ABs 
디자인 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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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18 [브러쉬 그레이]

oA-318 [브러쉬 화이트] oA-318 [브러쉬 블루]

oA-318 [브러쉬 베이지]

자연스러운 브러쉬결이 살아있는 ABS압진공법의 기술로 새롭게 선보이는 디자인 도어는

고급스러운 색상과 디테일한 질감이 살아있는 친환경 시트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공간연출이 가능해 집니다.

Detail View

폭 400 ~ 970 

높이 ~ 2,100

제작 가능 규격

ABs 디자인 도어
LG친환경 시트

oA-318 
브러쉬 블루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제작 가능 색상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화이트           블루          베이지     그레이

NEW

ABs 
디자인 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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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19 [브러쉬 그레이]

oA-319 [브러쉬 화이트] oA-319 [브러쉬 블루]

oA-319 [브러쉬 베이지]

자연스러운 브러쉬결이 살아있는 ABS압진공법의 기술로 새롭게 선보이는 디자인 도어는

고급스러운 색상과 디테일한 질감이 살아있는 친환경 시트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공간연출이 가능해 집니다.

Detail View

폭 520 ~ 970 

높이 1,760 ~ 2,065

제작 가능 규격

ABs 디자인 도어
LG친환경 시트

oA-319 
브러쉬 그레이

도어손잡이 ORG-501 화이트

제작 가능 색상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화이트           블루          베이지     그레이

NEW

ABs 
디자인 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oA-300 [화이트펄] oA-300 [스무디펄]

1514

oA-300 [화이트오크]oA-300 [베이비오크]

폭 ~ 950

높이 ~ 2,060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oA-300  [구 OA-024 모델]

빈티지오크

도어손잡이 ORG-501 화이트

심플한 디자인의 압진공 도어입니다.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     화이트오크       홍송 체리

연월넛 

제작 가능 색상 

N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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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10 [빈티지오크] oA-310 [베이비오크]

oA-310 [모던오크] oA-310 [네츄럴브라운]

폭 670 ~ 950

높이 1400 ~ 2,065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심플한 디자인의 압진공 도어입니다.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oA-310  
스무디펄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Detail Vi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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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11 [화이트펄] oA-311 [빈티지오크]

oA-311 [베이비오크] oA-311 [모던오크]

심플한 디자인의 압진공 도어입니다.  

폭 550 ~ 950

높이 1,500 ~ 2,065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oA-311  
스무디펄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제작 가능 색상 

Detail Vi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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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12 [블랙라인/화이트펄] oA-312 [블랙라인/스무디펄]

oA-312 [블랙라인/빈티지오크] oA-312 [블랙라인/네츄럴브라운]

화이트펄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폭 400 ~1,000

높이 ~ 2,100 

제작 가능 규격

폭 최대 1,150

높이 최대 2,360

빅사이즈 제작 가능 규격

재고 운영 컬러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블랙라인” 시리즈로 별도의 포인트 없이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의 도어입니다.  

oA-312 블랙라인

베이비오크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제작 가능 색상 

Detail View

★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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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13 [블랙라인/화이트펄] oA-313 [블랙라인/빈티지오크]

oA-313 [블랙라인/베이비오크] oA-313 [블랙라인/모던오크]

폭 400 ~1,000

높이 ~ 2,100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블랙라인” 시리즈로 별도의 포인트 없이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의 도어입니다.  

oA-313 블랙라인

스무디펄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제작 가능 색상 

Detail View

화이트펄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폭 최대 1,150

높이 최대 2,360

빅사이즈 제작 가능 규격

재고 운영 컬러

★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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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14 [블랙라인/스무디펄] oA-314 [블랙라인/빈티지오크]

oA-314 [블랙라인/모던오크] oA-314 [블랙라인/네츄럴브라운]

폭 400 ~1,000

높이 2,100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블랙라인” 시리즈로 별도의 포인트 없이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의 도어입니다.  

oA-314 블랙라인

베이비오크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제작 가능 색상 

Detail View

화이트펄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폭 최대 1,150

높이 최대 2,360

빅사이즈 제작 가능 규격

재고 운영 컬러

★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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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아이보리

포인트

프린스 베이지

프린스 골드

엔젤 아이보리

포인트

엔젤 베이지

oA-315 폭 650 ~1,000

높이 2,130

oA-316 폭 400 ~1,000

높이 2,130
브러쉬화이트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클래식” 시리즈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포인트를 사용한 도어입니다.

oA-315 클래식

브러쉬화이트 포인트 / 프린스 아이보리

도어손잡이 ORG-321DW

oA-316 클래식

베이비오크 포인트 / 엔젤 골드

도어손잡이 ORG-321DW

Detail View Detail View

엔젤 골드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네츄럴브라운 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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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01 [화이트펄/민자] oA-301 [빈티지오크/크리스탈 실버]

oA-301 [베이비오크/크리스탈 골드] oA-301 [티크/크리스탈 골드]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폭 625 ~ 950 

높이 1,500 ~ 2,065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민자

포인트

크리스탈 실버

크리스탈 골드

크리스탈 블랙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oA-301
스무디펄 포인트 / 크리스탈 블랙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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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02 [스무디펄/민자] oA-302 [빈티지오크/모자이크 실버]

oA-302 [베이비오크/모자이크 골드] oA-302 [티크/모자이크 골드]

폭 660 ~ 950 

높이 1,735 ~ 2,065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포인트Detail View

모자이크 실버

모자이크 골드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oA-302 
화이트펄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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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03 [빈티지오크] oA-303 [화이트오크]

oA-303 [아카시아] oA-303 [다크티크]

폭 550 ~ 950 

높이 1,790 ~ 2,065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가로결, 세로결이 살아있는 입체적인 패턴

큐빅 포인트 [선택사항]

포인트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oA-303
빈티지오크 포인트 / 큐빅 실버

도어손잡이 ORG-321DW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Detail Vi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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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04 [화이트오크/모자이크 실버]

oA-304 [아카시아/모자이크 골드] oA-304 [티크/모자이크 골드] 

폭 410 ~ 950 

높이 1,700 ~ 2,070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oA-304
화이트펄 포인트 / 모자이크 실버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oA-304 [화이트펄] 

얇은 가로결 무늬가 있는 입체적인 패턴

모자이크 실버

포인트

모자이크 골드

Detail Vi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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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05 [화이트펄/지브라 화이트] oA-305 [화이트펄/모자이크 실버]

oA-305 [빈티지오크/모자이크 골드] oA-305 [티크/지브라 블루] 

oA-305 [스무디펄/클래식 베이지] 

oA-305 [티크/클래식 골드]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클래식 아이보리 클래식 베이지 클래식 골드

포인트

모자이크 실버 모자이크 골드

지브라 블루 지브라 화이트 지브라 브라운

* 상기 디자인은 좌·우 방향성이 있습니다.

폭 450 ~ 950 

높이 2,065

제작 가능 규격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제작 가능 색상 

oA-305
베이비오크 포인트 / 클래식 골드

도어손잡이 ORG-321DW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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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06 [빈티지오크] oA-306 [베이비오크]

oA-306 [네츄럴브라운] oA-306 [다크티크] 

폭 550 ~ 950 

높이 1,640 ~ 2,065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oA-306
스무디펄 포인트 / 크리스탈 퍼플

도어손잡이 ORG-501 블랙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퍼플

포인트

Detail Vi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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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07 [빈티지오크] oA-307 [화이트오크]

oA-307 [네츄럴브라운] oA-307 [티크] 

폭 950 

높이 2,065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oA-307
화이트펄

도어손잡이 ORG-321DW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Detail Vi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4342

oA-308 [빈티지오크] oA-308 [화이트오크]

oA-308 [티크] oA-308 [다크티크] 

폭 620 ~ 950

높이 1,80 0 ~ 2,065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화이트펄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oA-308 
화이트펄

도어손잡이 ORG-37DW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Detail Vi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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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09 [화이트오크] oA-309 [네츄럴브라운]

oA-309 [티크] oA-309 [다크티크]

폭 950

높이 2,065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ABs 프리미엄 도어
LG친환경 시트

화이트펄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oA-309 
빈티지오크

도어손잡이 ORG-37DW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ABS 압진공 기술로 고급원목 도어의 질감을 살려 

디자인 되었습니다.

Detail View

ABs 
프리미엄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베이비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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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가능 색상 [모델별 재고 운영 색상이 다릅니다]

화이트펄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다크티크 

oA-017 [화이트펄]

폭 330 ~ 950 높이 985 ~ 2,065

oA-030 [빈티지오크]

폭 610 ~ 950  높이 1,620 ~ 2,065

oA-026 [아카시아]

폭 600 ~ 950  높이 1,200 ~ 2,065

oA-029 [빈티지오크]

폭 630 ~ 950  높이 1,700 ~ 2,065

oA-034 [화이트펄]

폭 610 ~ 950  높이 1,710 ~ 2,065

oA-035 [화이트펄]

폭 620 ~ 950  높이 1,730 ~ 2,065

oA-022 [체리]

폭 620 ~ 950  높이 1,700 ~ 2,060

oA-민자 [빈티지오크] 

oA-027 [홍송]

폭 615 ~ 950  높이 1,770 ~ 2,065

oA-031 [화이트오크]

폭 620 ~ 950  높이 1,800 ~ 2,055

제작 가능 색상 [모델별 재고 운영 색상이 다릅니다]

ABs 기본 도어 
LG친환경 시트

화이트      화이트오크       홍송 체리 연월넛 

ABs 
기본 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폭 ~ 1,000

높이  ~ 2,130

~ 2,360

•제작 가능 색상 

•제작 가능 규격

BIG           BIG           BIG            BIG

oA-민자

모던오크 아카시아 네츄럴브라운        티크 블랙

홍송 체리 연월넛                    

높이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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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

※키즈도어는 멤브레인 도어만 제작 가능합니다.

제작 가능 색상 

키즈 도어 
LG친환경 시트

페인팅화이트  페인팅그린   페인팅블루  페인팅오렌지            

오렌지도어가 새롭게 선보이는 키즈도어는 페인팅한 느낌의 독자적인 표면 처리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색감이 단연 돋보입니다.  

동물농장 [페인팅 화이트] 네잎클로바 [페인팅 그린]

아기별 [페인팅 블루] 드림하우스 [페인팅 오렌지]

키즈도어 [네잎클로바]

페인팅 그린

도어손잡이 ORG-711 화이트

폭 ~ 935

높이 ~ 2,180 

제작 가능 규격

키즈 도어
멤브레인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550 x 550

450 x 450

유리 타공 사이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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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BS도어에 PVC소재의 갤러리살을 조립하여 습기에 강하고 변형이 적어

창고나 화장실 도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으로 포인트 도어로써 활용 가능합니다.

ABS 갤러리 도어
LG친환경 시트

제작 가능 색상  [갤러리 살]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폭 최대 550

제작 가능 규격 [갤러리 살] 

브러쉬화이트

브러쉬블루

브러쉬베이지

브러쉬그레이

페인팅화이트

페인팅그린

페인팅블루

페인팅오렌지

OA-G1 [페인팅 블루] OA-G2 [스무디펄] OA-G3 [화이트펄]

OA-G4 [브러쉬 베이지]

갤러리_ 페인팅그린

OA-G5 [브러쉬 블루]

ABS 
갤러리 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OA-G2 
페인팅 오렌지 / 유리_ 망입유리

도어손잡이 ORG-711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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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201 [화이트]

OA-205 [빈티지오크]

ABS 타공 도어
LG친환경 시트

OA-206 [브러쉬 베이지]OA-207 / OA-207A [스무디펄]

유리_ 망입유리

타공 도어는 타공부분이 마감몰딩(메가네/날개형 오사이)으로 마감되며 

유리 두께에 따라 마감 몰딩 두께가 달라집니다. 

OA-211
브러쉬 그레이 / 유리_ 바둑판

도어손잡이 ORG-711 화이트

※ 타공도어는 발주시 타공 위치, 타공 사이즈

지정이 가능합니다.

OA-203 / OA-203A [베이비오크]

유리_ 오셔닉

OA-202 [스무디펄] OA-204 [베이비오크]

OA-209 [모던오크]

ABS 
타공 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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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타공 도어
LG친환경 시트

OA-220 / OA-220A [브러쉬 블루]

OA-219 [민자형]OA-219 [타공형]

유리_ 망입유리

OA-213

페인팅 오렌지 / 유리_ 줄무늬

도어손잡이 ORG-501 화이트

※ 타공도어는 발주시 타공 위치, 타공 사이즈,

타공 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OA-210 / OA-210A [브러쉬 베이지]

유리_ 망입유리

하부오도시

상부오도시

타공 도어는 타공부분이 마감몰딩(메가네/날개형 오사이)으로 마감되며 

유리 두께에 따라 마감 몰딩 두께가 달라집니다. 

OA-208 / OA-208A [브러쉬 그레이]

유리_ 오셔닉

OA-212 [브러쉬 블루]

ABS 
타공 도어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데코시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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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기도어
목재

상부 잼캡 / PVC레일

(문틀과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부 잼캡 / PVC레일

(문틀과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포 하부 식기_40mm

발포 하부 식기_45mm 하부 식기 무

목재
하부 식기
[18mm]

알루미늄

일체형 레일

[5mm]

하부 식기 무

알루미늄 

일체형 레일

[5mm]

상부

행거레일

행거도어 / 식기 무

4구볼트 호차

자 도어 [오목이형]

여닫이 도어 가능

1칸 고시 도어 [오목이형]

여닫이 도어 가능

5구 도어 [오목이형]

여닫이 도어 가능

자 도어 [일반형] 5구 도어 [일반형] 5구 1칸 고시 [일반형]

외줄 미닫이 [60mm 바]

2짝 / 4짝 미닫이 [110mm /120mm 바]

도어 상하높이 
조절나사

높이 조절용 호차사용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VC발포
미닫이문틀

하부 초코 상부 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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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동 도어
목재

연동도어 하부레일

알루미늄 일체형 레일

오메가 레일 : 5mm

도어부속 철물

일반 다대 민자 다대[오목이 손잡이 시공시]

3연동 주문시 기본방향 

(현관기준 우 ➔좌)

은색 카키

현관

하부식기 높이 30mm

20mm
주문시 선택 가능합니다.

고시 높이는

주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칸

고시

기본 방향

하부식기 무 시공시

2EA
4EA

알루미늄 일체형 레일

오메가 레일 : 7mm

도어 상·하 높이

조절 나사

도어 좌, 우 조절 나사

(문짝 사이 간격 조절시)

가
운
데

도
어

피봇 오메가 연동 호차 

3연동 도어
알루미늄

상부 철물

[모헤어 부착]

목재틀 [모헤어 부착]

통복강 : 138mm

다대마감재 [75x12]

문틀시공시 타카나

못자국의 커버에 용이

알루미늄 일체형레일

V레일 [5mm]

하부식기 [목재]

18mm / 30mm 선택가능

알루미늄 일체형레일

V레일 [10mm]

하부식기 무 시공시

3연동 주문시 기본방향 

(현관기준 우 ➔좌)

현관

기본 방향 

도어부속 철물

가운데 도어 : 모헤어 부착

양
쪽

도
어

피봇 [6개]오목이

문틀 : 모헤어 부착

문틀 : 모헤어 부착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좌 우 좌 우

오렌지 알루미늄 3연동의 장점 

상부

하부

도어 상·하 높이

조절 나사

도어 좌, 우 조절 나사

(문짝 사이 간격 조절시)

V홈 연동 호차 

•문틀은 목재로 되어있어 시공이 용이합니다.

•도어는 알루미늄으로 목재의 단점인 문짝 휨 현상이 없습니다.

•상부 철물, 문틀, 문짝에 모헤어가 부착되어 방음, 방풍,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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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꽃 ** 교향곡 **

히야신스 Detail

꽃바람 Detail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개꽃 Detail

교향곡 Detail

히야신스 ** 꽃바람 **

앵두나무 *** [인쇄펄보석] 마젠타 *** [크리스탈]

모티브 Detail

크레오 Detail

앵두나무 Detail

마젠타 Detail

모티브 *** [인쇄보석] 크레오 *** [인쇄보석]

3연동
도어

UV인쇄(펄) 글라스

UV인쇄 글라스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가능하고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UV인쇄(펄) 보석글라스  

UV인쇄 글라스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가능하고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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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마 [BS]* 제노아 [BS]*

페르마 Detail

제노아 Detail

스타일 [BS]* 바젤 [BS]*

스타일 Detail

바젤 Detail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백꽃 [SB]** 칸소네 [SB]**

동백꽃 Detail

칸소네 Detail

써니 [SB]** 스텔라 [SB]**

써니 Detail

스텔라 Detail

3연동
도어

보석 유리

원판 유리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깎아낸 장인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보석유리는 빛의 찬란함, 그 이상의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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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동
도어

데코 / 노르딕 / 베벨드 / W컷딩 글라스

이레인 비너스

이레인 Detail

메타세콰이어 Detail

비너스 Detail

퍼시몬 눈꽃

퍼시몬 Detail

눈꽃 Detail

데코 글라스 / 메타세콰이어 [700 x1,840 이하 가능] 노르딕 글라스 / 피가로

피가로 Detail

베벨드 글라스 / 실크로드 [700 x1,840 이하 가능] W컷팅 / 카오스 [700 x1,840 이하 가능]

실크로드 Detail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연소재 안전필름 접합 유리

자연소재 및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유리제품으로 안전필름을 사용하여 파손시 

유리파편이 비산하지 않아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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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동
도어

PD-38 TT-61

TT-003 TT-007

비쥬얼 트리플A 트리플B      트리플C

멘토 서클스톤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퍼즐 단조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단조는 고급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숙련된 장인의 도장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할 수 있는 단조 유리제품입니다.

크리스탈 단조

빛과 조형디자인의 조화로 세련되고 환상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중 크리스탈을 양쪽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빛의 산란작용으로 보석같은 광채로 현관 및 실내를 고급스럽고 품위있게 변화시키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비쥬얼 Detail

트리플 Detail

멘토 Detail

써클스톤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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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동
도어

가로등A 가로등B 가로등C

단조컬러_ 아이보리

야누스A 야누스B 야누스C

너도밤나무A     너도밤나무B    너도밤나무C

단조컬러_ 아이보리

목신의오후A      목신의오후B      목신의오후C

청동

황동

메이플

메이플펄

골드

백색

블랙펄

검정

아이보리

Color 
texture

청동

황동

메이플

메이플펄

골드

백색

블랙펄

검정

아이보리

Color 
texture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랑새A 파랑새B 파랑새C 아이비A 아이비B 아이비C

신들의정원A     신들의정원B      신들의정원C 몽블랑A 몽블랑B 몽블랑C

클래식 단조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단조는 고급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숙련된 장인의 도장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할 수 있는 단조 유리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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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동
도어

채플린 [투명유리+투톤단조+아쿠아유리] 저글링A 저글링B 저글링C   
단조컬러_ 메이플

포도넝쿨 바이올렛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52 [A, B, C] ** 핑크 **

ST-01 *ST-05 **

ST-52** Detail

핑크** Detail

ST-05** Detail

ST-01** Detail

채플린 Detail

저글링 Detail

포도넝쿨 Detail

바이올렛 Detail

보석 단조

클래식하고 입체감 있는 단조와 화려한 보석유리를 조화롭게 디자인한 제품 

고급 도장제품으로 절단면도 색상이 동일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미국 정품 컬러유리와 신주를 전통방식으로 현대적인 모던함을 표현한 고급제품입니다. 바탕유리는 투명과 무늬유리로 제작이 가능하며, 

전통방식의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울어져 빚어진 프리미엄 유리제품입니다. PVC 소재를 착색한 캐스팅 글라스 유사품에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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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아트월

노출형
행거도어

평철에 블랙 표면 처리를 하여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하부 가이드를 사용하여 문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칭 Name

롤러

도어 스톱퍼

클램프

(벽고정/ 레일 고정)

평레일

이탈방지와셔

(도어 이탈 방지)

하부가이드

(목문용)

•도어 두께  33~43mm

•문 중량 100kg 이하

아트월 [기본구성]

기둥 [2,350 x 400 x 40] 2EA

보 [2,100 x 200 x 40] 2EA

보이음캡 [100 x 210 x 50] 1EA

등박스 [기본구성]

프레임 [2,440 x 240 x 9]    4EA

코너캡 [290 x 290 x 25]     4EA

철물 구성 [D401BK]

모델명_ 클래식 [스무디펄]

화이트펄 스무디펄 모던오크

모델명_ 바람개비 [화이트펄]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화이트오크 모던오크

화이트펄 스무디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티크 화이트펄 빈티지오크 베이비오크 화이트오크

등박스

재고 운영 색상재고 운영 색상

모델명_ 크라운 [빈티지오크]

재고 운영 색상

모델명_ 라인 [베이비오크]

재고 운영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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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발포소재 프레임

LVL 보강목 

(경첩고정용 피스 조임력)

Deco Sheet Film

구조 보강재

ORG-321DW ORG-321AB

ORG-801PC 화이트

ORG-701GR

ORG-35AB ORG-37DW ORG-37ABORG-35DW

ORG-851GR ORG-850GR

ORG-501 블랙ORG-501 화이트

ORG-711 블랙 ATL-711 화이트 ATL-711 엘로우

오렌지 도어락

NE
W

NE
W

NE
W

NE
W

NE
W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5mm(주문제 운영)

PVC 발포 일체형 프레임

110mm 155mm/160mm 175mm/180mm

230mm

140mm

195mm 210mm

제작치수

오렌지
도어프레임
도어락

오렌지
래핑 몰딩

욕실천정판 [300 x 8자 · 9자 · 10자 · 12자]

백색우드 다이아 줄무늬 우드

평판몰딩
다양한 사이즈의 평판

30mm 평판 [2,440 x 30 x 9]

45mm 평판 [2,440 x 45 x 9]

60mm 평판 [2,440 x 60 x 9]

80mm 평판 [2,440 x 80 x 9]

100mm 평판 [2,440 x 100 x 9]

120mm 평판 [2,440 x 120 x 9]

150mm 평판 [2,440 x 150 x 9]

200mm 평판 [2,440 x 200 x 9]

240mm 평판 [2,440 x 240 x 9]

300mm 평판 [2,440 x 300 x 9]

400mm 평판 [2,440 x 400 x 9]

천정몰딩 걸레받이

천정 80 [2,440 x 80 x 12] 천정 70 [2,440 x 70 x 12] 천정 55 [2,440 x 55 x 12] 온돌용 9전 [2,440 x 90 x 9] 강화용 [2,440 x 80 x 15]

문선몰딩

반달문선 [2,440 x 57 x15]   

마감몰딩

루바마감 [2,440 x 82 x15] 

PVC 몰딩

백색 2계단 [40 x15] 우드 2계단 [40 x15]

기둥몰딩 루바

기둥 대 [2,440 x100 x100 x 9] 기둥 중 [2,440 x 60 x 60 x 9] 기둥 소 [2,440 x 40 x 40 x 9] 240루바 [2,440 x 240 x 9] 400루바 [2,440 x 400 x 9] 

계단몰딩

직각2계단 [2,440 x 40 x12] 직각2계단 [2,440 x 50 x12] 직각3계단 [2,440 x 60 x15] 

NE
W

가스켓 문틀 
[주문제 운영]

가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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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이 없는 친환경 인테리어 몰딩, 문지르면 향기가 납니다.

천정 몰딩
241 : 80 x 15T
242 : 60 x 12T

코너 몰딩
258 : 70 x 12T

평판 몰딩

263 : 100 x 7.5T
262 : 150 x 7.5T
261 : 200 x 7.5T
260 : 300 x 7.5T

허리 몰딩
251 : 80 x 9T
252 : 60 x 9T
253 : 50 x 9T 

문선 몰딩
247 : 60 x 20T
246 : 80 x 24T

데코 몰딩
418 : 30 x 14T
417 : 20 x 13T
320 : 16 x 9T
420 : 30 x 14T
422 : 15 x 9T
425 : 15 x 8T
479 : 14 x 10T 

마이너스 몰딩
345 : 28 x 12T
346 : 40 x 14T
347 : 43 x 20T 

액자 몰딩

580 : 40 x 22T
570 : 60 x 41T  

241-31 241-32 241-33 241-34 241-35

242-31 242-32 242-33 242-34 242-35

258-31 258-32 258-33 258-34 258-35

263-31 263-32 263-33 263-34 263-35

251-31 251-32

252-33 252-34 252-35

247-31 247-32 246-33 246-34 246-35

418-31 418-32 418-33 418-34 418-35

417-31 417-32 417-33 417-34 417-35

320-31 320-32 320 -33 320-34 320-35

425-21 425-22 425-23 420-23 420-22 420-21

422-1 422-2 422-3

479-1 479-2 479-3 345-16 346-16 347-16

걸레받이

256 : 85 x 9T

580-31 580-32 580-33 580-34 580-35

570-31 570-32 570-33 570-34 570-35

256-31 256-32 256-33 256-34 256-35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인테리어
몰딩

천정 몰딩
441 : 83 x 18T
442 : 63 x 17T

코너 몰딩
482 : 70 x 13T

평판 몰딩

393 : 100 x 7.5T
392 : 150 x 7.5T
391 : 200 x 7.5T
390 : 300 x 7.5T

허리 몰딩

337 : 40 x 10T
338 : 60 x 13T
339 : 80 x 13T 

문선 몰딩
439 : 80 x 24T
438 : 60 x 21T

데코 몰딩
318 : 25 x 21T
417 : 20 x 13T
320 : 16 x 9T

액자 몰딩

550 : 41 x 17T
570 : 60 x 42T  

걸레받이

465 : 80 x 10T

337-21 337-26

338-16 338-20

339-19 339-18

439-21N 439-26N                        439-16N  438-20N     438-19N  438-18N   

318-21 318-26 318-15 318-20 318-19 318-18

417-21 417-26 417-15 417-20 417-19 417-18

320-21 320-26 320-16 320-20 320-19 320-18

550-21 550-26 550-16 550-20 550-19 550-18

570-21 570-26 570-16 570-20 570-19 570-18

465-21 465-26 465-16 465-20 465-19 465-18

441-21 441-26 441-16 441-20 441-19 441-18

442-21 442-26 442-16 442-20 442-19 442-18

482-21 482-26 482-16 482-20 482-19 482-18

393-21 393-26 393-16 393-20 393-19 393-18



대폭 300(W) x 806(L) x 8.3(T) = 7pcs / Box당

소폭 100(W) x 806(L) x 8.3(T) = 20pcs / Box당 마감몰딩 [PVC]

10 x 20 20 x 20

시공 사진

78 79

오렌지
이미지월

3002 / 1006

카달로그 인쇄 색상과 이미지는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사이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04 / 1006

3003 / 3005 3008 / 3009 3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