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OD  WALL  PANEL



‘국내 최초 친환경 나무벽재 동화디자인월’

동화디자인월은 고급대리석, 원목의 표현은 물론 

판넬의 조합에 따라 연출되는 무한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국토해양부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통과한 안심 자재입니다.

 •국가공인 친환경상품인증마크인 「환경마크」획득 자재로 품질과 건강, 안전 검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2012년 ‘제2회 친환경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대상’, 신자재 부문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포름알데히드 ℓ당 방출량 0.5mg 이하인 E0 친환경 동화 에코보드 사용

 •접착제 없이 조립식 결합 공법을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

  방염 기술 관련 국내에서 유일한 특허를 취득한 자재로, 화재에 걱정이 없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상업용 공간에 최적화된 제품

  타사와 차별화된 최적의 제품 구조를 제안합니다.

 •구조 실용신안 획득 자재(명칭: 조립식 내장패널) 

 •시공과 설치가 간편, 타사와 차별화된 견고한 결합구조

 •동화만의 전문 기술력으로 가공 정밀도가 우수하여 하자율이 낮음 

  넓은 사이즈로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원목, 대리석보다 저렴하고 벽지보다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특수 코팅처리를 하여 때가 타지 않고 낙서도 쉽게 닦을 수 있음

  다양한 디자인/질감/패턴으로 고급스럽습니다.

 •GD마크 획득(한국디자인 진흥원 인증) 

국내 최초 친환경 
나무벽재

국내 유일 방염특허

최적화된 제품 구조

간편한 시공성

합리적인 경제성

차별화된 디자인

기능성 인증 & 
수상인증

제 2회 친환경 주택건설
기술 및 신자재 개발대상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녹색 경영대상
베스트 그린상 수상

<방염 인증 시험 성적서>

고객 만족
경영대상 수상

<항균 시험 성적서>글로벌 뉴스네트워크
에미빙 선정

VIP ASIA AWARD 수상

GOOD DESIGN
지식경제부선정

업계최초
ISO 인증 획득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 수상

친환경 EO자재 등급 마크

DONGWHA 
WOOD WALL PANEL



DONGWHA DIZAIAINWALL

기초 목구조 설치 

코너 마감

판넬 설치

Real texture
국내최초 입체무늬 공법도입

뛰어난 내구성, 내오염성
자사생산 LPM표면

시공이 편리한 혀 홈 구조
타카시공 가능

White HDF
친환경 EO등급 HDF코어

9mm 벽체마감에 
가장 좋은 9T두께

V-Cut
자연스러운 면처리로 더욱 깨끗한 마감

20 x 20 x 2400 x 1.3T

20 x 11 x 2400 x 1.3T

11 x 11 x 2400 x 1.3T

90 x 2440 x 15T

90 x 2440 x 12T

판넬규격 2종 

마감몰딩

I STRUCTURE _ 제품구조

I SPECIFICATION _ 제품구성 

I INSTALLATION _ 시공 방법 



DONGWHA 
WOOD WALL PANEL

I PATTERN _ 운영 패턴

•전 패턴은 ( 325*790*9T / 90*790*9T) 2개 사이즈로 운영됩니다.

•마블 화이트, 마블 크레마2, 마론 베이지, 오아시스 베이지, 보니토 아이보리 패턴은  무광, 유광(하이그로시)  2개 질감으로 운영됩니다. 

•동화디자인월 하이그로시는 패턴명에 (H)로 표기됩니다.

FFF8 스톤 베이지 RT02 골드 그레이FFF9 스톤 브라운 RT04 스톤 그레이FFG1 스톤 다크 브라운

F01S 마블 크레마2
F01S(H) 마블 크레마2(H)

F01R 마블 화이트
F01R(H) 마블 화이트(H)

F01T 보니토 아이보리
F01T(H) 보니토 아이보리(H)

F01P 오아시스 베이지
F01P(H) 오아시스 베이지(H)

F01Q 마론 베이지
F01Q(H) 마론 베이지(H)

F020 카프치노 블록F03W 빈티지 화이트 F03X 에스닉 뱀부 F01Z 프렌치 메이플 F01W 내추럴 블록

F03U 로즈 블록 F03V 멀바우 블록F01Y 우드스탁RE4Y 모로코 마사리 A007 심플 크림

NEW

RT01 트라버틴F01O 트라버틴 라이트 F01X 모던 월넛A005 로얄 에쉬

NEW

A006 로얄 오크

NEW

HW04 화이트 FFF2 화이버 오렌지 FFF7 화이버 그린A008 심플 베이지

NEW

F03S 볼케이노F03T 오아시스 그레이A009 콘크리트

NEW

A003 아테나

NEW

A004 아폴론

NEW



DONGWHA 
DIZAINWALL 325

동화자연마루가 제안하는

새로운 나무 벽재 사이즈

 <비엔나 숲 속의 이야기 Op.325>의 감동을 당신의 공간에

고향고향고향고향고향을 을 을 을을 을을 수놓수놓수놓수놓은 은 은 은 은 자연자연자연자연연의 의 의 의의의 의의 아름아름아름아름아름아름름다다움다다다다다다움다움다다다다움다움다다다다다움다움,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나우강우강우강우강우강강과 과 과 과 과 과 비엔비엔비엔비엔비엔나 나 나 나 나 숲의숲의숲숲의의숲의숲의 넓넓넓넓넓넓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활기활활 찬 찬 정경정경정경정경정경정경경경정경정경경경경경경경경정경경정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을 을 을 을을을 을 을 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그리그리그리그그그리그그그그그리그그그그그그그그그리그그그그그그리그 며며며며

이이이이이 곡을곡을곡을곡을곡을곡을곡을곡을 작작작작작작곡했곡했곡했곡했곡곡 다고다고다고다고 합합합합합합니다니다니다다...

동화화동화동화동동화동화화동 디자디자디자자디자디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33233333332323232323233333333233333333 555555가가 가 가가가가 가 이이이이이 곡의곡의곡의곡곡의곡 감감감감감동을을동을동을동을 담담담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넓고넓고넓고넓고넓넓넓넓넓넓넓넓넓넓넓고넓넓넓고넓넓넓넓넓넓넓넓넓넓넓넓넓넓넓고넓 포포포포근해근해근해해해해해해근해해해해해해해해근해해해해해해해진 진 진 공간공간공간공간공간간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으 여여여여여러분러분분러분분분을 을을 을 을 초대초대초대대대대초대대초대초대초대대초대대대초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초대대대대대대대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합합니합니합합합니합니합니합니합니합합합합합합합니합합니합합니니합합합합합니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심플 크림   /  심플 베이지  

국내 최초 친환경 나무 벽재 동화디자인월이 

보다 넓은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패널 너비가 최대 3.5배 확대되어 공간이 넓어 보이며 상업 공간에 적합합니다.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사이즈
탁 트인 분위기 연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넓은 사이즈가 석재 느낌을 더욱 사실감 있게 표현
경제적인 투자로 세련된 인테리어를 연출

대리석의 컬러와 질감을

사실적으로 구현

시공시간이 기존 대비 최대 1.5배 단축되어 간편하고 빠른 시공이 가능합니다.

시공 시간 단축, 간편한 가공, 건식 시공을 통해 빠르게 인테리어를 완성
시공이 보다 간편



DONGWHA DIZAIAINWALL

A009 CONCRETE Ⅰ콘크리트



DONGWHA 
WOOD WALL PANEL

A004APOLLON Ⅰ아폴론본 카다로그의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ONGWHA DIZAIAINWALL

A003

RT04

ATHENA Ⅰ아테나

STONE GRAY Ⅰ스톤 그레이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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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01 TRAVERTINE Ⅰ트라버틴 RT02 GOLD GRAY Ⅰ골드 그레이

본 카다로그의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01OTRAVERTINE LIGHT Ⅰ트라버틴 라이트



DONGWHA DIZAIAINWALL

FFF8 STONE BEIGE  Ⅰ스톤 베이지 FFF9 STONE BROWN  Ⅰ스톤 브라운

FFG1 STONE DARK BROWN Ⅰ스톤 다크 브라운

FFF9 STONE BROWN  Ⅰ스톤 브라운

FFG1 STONE DARK BROWN Ⅰ스톤 다크 브라운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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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S VOLCANO Ⅰ볼케이노 F01R MABLE WHITE Ⅰ마블 화이트

본 카다로그의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03TOASIS GRAY Ⅰ오아시스 그레이



DONGWHA DIZAIAINWALL

F01T BONITO IVORY Ⅰ보니토 아이보리

F01Q MARON BEIGE Ⅰ마론 베이지 F01S MABLE CREMA 2 Ⅰ마블 크레마2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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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P OASIS BEIGE Ⅰ오아시스 베이지 A006 ROYAL OAK Ⅰ로얄 오크

본 카다로그의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005ROYAL ASH Ⅰ로얄 에쉬



DONGWHA DIZAIAINWALL

F03X ETHNIC BAMBOO Ⅰ에스닉 뱀부

F03W VINTAGE WHITE Ⅰ빈티지 화이트 RE4Y MOROCCO MASARI Ⅰ모로코 마사리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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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Z FRENCH MAPLE Ⅰ프렌치 메이플 F01W NATURAL BLOCK Ⅰ내추럴 블록

본 카다로그의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03UROSE BLOCKⅠ로즈 블록



DONGWHA DIZAIAINWALL

F03V MERBAU BLOCK Ⅰ멀바우 블록

F01Y WOODSTOCK Ⅰ우드스탁 F01X MODERN WALNUTⅠ모던 월넛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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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0 CAPPUCINO BLOCK Ⅰ카프치노 블록

A008SIMPLE BEIGEⅠ심플 베이지A007SIMPLE CREAMⅠ심플 크림



DONGWHA DIZAIAINWALL

FFF7 FIBER GREEN Ⅰ화이버 그린

FFF2 FIBER ORANGE Ⅰ화이버 오렌지 HW04 WHITEⅠ화이트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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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대리석의 고광택(하이그로시)표면 질감 구현
천연 대리석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 가능합니다. 

하이그로시

하이브

민감한 어린이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친환경 에코자재
EO 친환경 동화 에코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흡읍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타공 제품
흡음 기능과 디자인 감각을 살린 고 품질의 제품입니다. 

민감한 어린이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친환경 에코자재
EO 친환경 동화 에코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목, 대리석보다 저렴하고 벽지보다 오래 사용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뛰어납니다.

화재에 걱정없는 방염자재
방염인증을 획득한 자재입니다. 

간편한 시공

원목, 대리석보다 저렴하고 벽지보다 오래 사용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뛰어납니다.

화재에 걱정없는 방염자재
방염인증을 획득한 자재입니다. 

간편한 시공 + 주문생산 방식 제공

운영 패턴 | 5종

운영 패턴 | 동화디자인월 전 패턴 해당

(H) (H) (H) (H) (H)



동화자연마루는 그린스마일을 추구합니다!
고객에게 만족을 약속하는, 그린서비스

그린서비스란? 친환경 자재와 공법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SM이 차별화된 시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고객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동화자연마루만의 약속입니다.

그린서비스가 드리는 3가지 약속

• 깨끗합니다
특별한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는 명품시공

시공능력이 검증된 전문가가 사전 현장점검에서 시공까지

‘고품격 시공서비스’ 제공
• 믿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후관리는 ‘080-346-6091’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공이력제를 도입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본사 A/S 시스템’
• 편리합니다

I 동화자연마루 VS 타사마루

I 그린서비스의 특별한 시공서비스

I GREEN SERVICE _ 그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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