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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소 그랑지 아치도어

인테리어 시스템 도어  문다소



인테리어 시스템 중문

행복을 열다, 문다소

문-문門 다-많을多 소-밝을昭

문다소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함께 하는 공간이기에

문다소는 실용성과 우아함을 연출하고 행복한

생활 공간 미학을 만들어 갑니다.

GRANDE
ARCH DOOR

그랑지 도어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고 아치디자인의 장식성을 추가한 

그랑지 아치디자인은 반듯한 직선 속 온화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더하여 이국적이고 감성적인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합니다.



제원 그랑지 1구 1SD

아치디자인 아치B1 (문다소104-1)

프레임컬러 화이트 (불소도장)

유리 투명 5T

PB 투명샤틴 5T

PA 브론즈 5T

PA 투명 5T

PB 브론즈샤틴 5T

PH 망입(철망 내장 안전유리) 5T

프레임 컬러 & 유리 디자인

※ 그랑지 아치 패널이 부착되는 부분은 표면 굴곡없는 5T 단창유리만 적용가능

※ 스크래치, 변형 등에 강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을 느낄 수 있는 최고급 아노다이징 공법을 사용하여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프레임 컬러

유리 디자인

화이트 불소도장

샴페인골드 아노다이징도장

그레이 아노다이징도장

블랙 아노다이징도장

분할바 (리얼디바이딩)

그랑지는 디바이딩바로 

분할된 유리를 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

며, 파손율을 현저히 줄

여줍니다.

FRAME COLOR & 

GLASS DESIGN



그랑지 아치 디자인

ARCH DOOR

DESIGN

19mm 슬림하고 견고한 알루미늄 여닫이 도어로, 문다소만의 독자적이고 특화된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180° 양방향 오픈이 가능한 알루미늄 여닫이 도어로, 도어 높이가 높아 세련된 개

방감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연출합니다.

문틀 외경 편개형(W) ~950mm / 비대칭(W) ~1,400mm / 정대칭(W) ~1,600mm

문틀 폭 : 60mm

그랑지 여닫이

아치C3아치C2

아치A1 아치A2 아치A3 아치B2

아치C1

아치A1 아치A2 아치A3 아치B1 아치B2

아치C1 아치C2 아치C3

아치A1 아치B1아치A2 아치B2 아치C2아치A3 아치C1 아치C3

19mm 슬림하고 견고한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로, 개구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뿐만 아니라 파티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공간 연출에 활용됩니다.

양방향 댐퍼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 안정적인 속도 조절로 도어 개폐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소음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랑지 슬라이딩

도어 규격 규격(W) ~1200mm / 비규격(w) ~1350mm

제작 규격 상부레일 45*50mm

편개형

비대칭

정대칭



제원 그랑지 1구 1SD

아치디자인 아치A3 (문다소104-1)

프레임컬러 화이트 (불소도장)

유리 브론즈 5T

제원 그랑지 1구 1SD

아치디자인 아치C3 (문다소114)

프레임컬러 블랙 (아노다이징도장)

유리 투명 5T



제원 그랑지 1구 비대칭 여닫이

아치디자인 아치B1 (문다소104-1)

프레임컬러 화이트 (불소도장) 

유리 브론즈 5T

제원 그랑지 2구 편개 여닫이

아치디자인 아치A2 (문다소104-1)

프레임컬러 화이트 (불소도장) 

유리 브론즈+모루세로결 5T
제원 그랑지 2구 정대칭 여닫이

아치디자인 아치C2 (한화S149)

프레임컬러 그레이 (아노다이징도장)

유리 투명 5T



-  본 카탈로그 수록 제품은 인쇄 특성상 실물과 다를 수 있으며, 품질 향상 등으로 사전 예고 없이 제품 디자인 및 하드웨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록된 디자인은 무단으로 복사 및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 법에 위배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문다소  

본사주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620번길 72

대표전화  1877-5721  

홈페이지  www.moondaso.com

  blog.moondaso.com     

  instagram.com/moondaso

  facebook.com/moondaso

SEP.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