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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이고 내추럴한 멋의 강마루

표면을 강화하여 스크래치, 낙서에 강한 실용적인 강마루 입니다.

내추럴한 디자인이 편안한 인테리어를 연출해 줍니다.

 

나투스 강



I STRUCTURE

내 손안에 홈 스타일리스트!
동화자연마루 스마트폰 어플 출시!
모바일에서 동화자연마루 제공으로 공간을 스타일링 해보세요.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동화자연마루’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어플 다운로드 방법

동화자연마루 어플은?

모바일에서 동화자연마루 제품으로 공간을 스타일링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갤러리를 통해 동화자연마루가 시공된 다양한 공간의 시공사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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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ERTIFICATION



I PATTERN _ 부자재 패턴매칭

동화자연마루에서 권장하는 부자재 패턴 매칭이며, 전체적인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마루판 원장과 부자재 패턴북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루 패턴 마루 패턴권장 부자재 패턴 권장 부자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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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 OAK 워시 오크 [K003]

RUSTIC OAK 러스틱 오크 [K006]

SMOKED OAK 스모크 오크 [K007]

WHITE WASH OAK 화이트 워시 오크 [K068]

BEIGE WASH OAK 베이지 워시 오크 [K069]

NATURAL ASH 내추럴 애쉬 [K070]

NATURAL ACACIA 내추럴 아카시아 [K071]

GRAY OAK 그레이 오크 [K072]

BROWN WALNUT 브라운 월넛 [K073]

체스트넛

오크 베이지

아카시아

화이트 2

체스트넛

메이플

엘름 1

오크 3

월넛 2

BASIC OAK 베이직 오크 [K017]

BROWN CHERRY 브라운 체리 [K008]

BROWN ACACIA 브라운 아카시아 [K009]

BROWN OAK 브라운 오크 [K012]

NATURAL MAPLE 내추럴 메이플 [K014]

NATURAL TEAK 내추럴 티크 [K015]

WHITE OAK 화이트 오크 [K016]

오크 2

엘름 1

노체 2

아카시아

메이플

오크 4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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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ACACIA | 브라운 아카시아 K009
본 카다로그의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ONGWHA 
HPL PLYWOOD FLOORING

NATURAL ACACIA | 내추럴 아카시아K071
본 카다로그의 사진들은 인쇄되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원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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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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원창빌딩

TEL 080.346.6091 / FAX 02.2122.0539 / www.greendongwh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