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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우드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도전하는 이에게 정상은 끝이 아니라 가슴 뛰는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역사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탄탄한 기업, 밝은 내일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

우리의 도전으로 세계를 움직일 때까지 모던우드의 변화와 혁신은 계속됩니다.

자연을 아끼고 기술에 감동하는 

아름다운 바닥재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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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모던우드의 시간들...

1999년 설립 이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친환경소재 마루제품 생산 전문업체로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학교용, 체육관용, 주택용 목재바닥재, 큐비클, 벽장재 제품까지 전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과 창조경영을 통해 고기능, 친환경제품과 시공솔루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9월 모던우드 설립

•(주)모던우드 법인전환
1999~2000 1999

2000

•MBC건축박람회 참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달청 제 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자가공장 취득 (인천 서구 석남동 230-261)

•화장실 칸막이 설비 충원 및 제조/판매

•흡음재 개발 및 특허출원 (에코링 보드)

•ISO9001 인증 취득

•인천 건축자재 전시회 참가

•KS인증 취득 (KS F 3126, KS F 3103)

2005

2006

2007

2009

2010

2001~2010

•2011년 한국교육 박람회 참가

•2011년 필리핀 World Bex 건축자재 전시회 참가

•탄탄마루 브랜드 런칭 (주거용전용마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회사 사옥이전 (인천 서구 북항로 363번길 27(원창동))

  - 대지 2,000평/건평 1,200평 규모

•INNO-BIZ 취득

•미끄럼방지마루 특허 취득

•옻마루 특허 취득

•바닥충격음 저감패널 특허 취득

•탄탄텍스쳐(질감마루) 런칭

•탄탄마루 교구용/주거용 전제품 방염성능인증 취득

•순탄탄마루 브랜드 런칭

•올레핀마루 런칭

•헤링본마루 런칭

•마루생산라인 자동화(2Line) 구축 (연간 생산량 60만평)

•품질경영실현표창(인천광역시)

•KS F 3111(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인증 취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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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 COMpaNY HISTORY_ 대표인사말 & 회사연혁

MODERNWOOD Catalogue 201604

㈜모던우드는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 내•외장재를 제조 및 시공하는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고객감동을 목표로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 및 시공 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최상의 생활문화공간을 꾸밀 수 있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층별 취향에 맞는 고객 선호도를 집약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A/S, B/S 활동을 통해 디자인 및 상품의 기능과 품질을 보완하는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유통망을 통하여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치장목질 마루판, 플로어링 보드 및 내외장재 등이 공사현장에 투입되고, 

당사의 꼼꼼한 시공이 고객의 감동과 호평을 받으며, 당사 사업개시 이후부터 꾸준하게 전국 시장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 및 상품•시공 품질의 우수성은 

KS F 3126(치장목질마루판), KS F 3103(플로어링보드), KS F 3111(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의 KS인증, ISO9001인증, 

친환경제품인증, INNO-Biz인증, Q마크 획득, MAIN-Biz인증, 인천시 비전기업인증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당사의 장기 지속 성장동력을 경영, 상품 및 시공 품질의 차별화한 우수성으로 정하여 고객의 요구에 더욱 충실한 기업이 되고자 

지속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던우드 가족은 정도경영을 통해 직원은 물론 

생산, 유통에 관련된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고의 고객감동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발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을 전 임직원이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함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모던우드 대표이사 황 성 현 



모던우드는 자체 R&D센터 운영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철학을 담은 디자인과 혁신적인 앞선 기술로 시장을 선도합니다. (IoT마루,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개발중)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모던우드의 경쟁력

사업분야 목재 마루재 - 교구용마루, 강마루, 올레핀마루, 헤링본마루, 단풍나무, 플로어링보드 등

인증서 전품목 친환경인증, KS인증, Q마크, KC인증, 우수품질인증, ISO9001 등

생산량 연간 1,944,000m2 (600,000평)

사옥 규모 6,480 m2 (2,000평)

보유시설 자동화 생산 2개라인, 프레스 3개라인, 기업부설연구소

특허 보유현황 미끄럼방지, 바닥충격음 저감패널 등

홈페이지 www.modern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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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우드의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왜 모던우드인가?

모던우드는 친환경소재 마루제품 

생산 전문업체로 기술혁신과 

창조경영을 통해 고기능, 친환경

제품과 시공솔루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생산

모던우드는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B/S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후관리

모던우드는 자체 R&D센터 

운영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쟁력

모던우드는 친환경소재 

마루제품 생산 전문업체로 

학교용, 체육관용, 큐비클, 

주택용 목재바닥재,  

벽장재 제품까지 전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

모던우드의 비전 

COMpeTITIVe pOweR & VISION_ 경쟁력 & 비전

MODERNWOOD Catalogue 201606

건축문화를 선도하여 우리의 삶과 

생활공간을 더 나은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며 항상 노력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환경이 

자연에 가까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소재개발에 노력합니다.

건축문화선도 가치창조 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하며,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건축자재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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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CeRTIFICaTION_ 인증서

MODERNWOOD Catalogue 201608

기업인증

제품인증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확인서

경영혁신형
  -메인비즈 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비전기업인증서 메인비즈 회원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KC인증서
(B671D006-3001호 치장목질강화마루판)

KS 제품인증서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특허증
(10-1329681호 치장목질마루판)

KS 제품인증서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특허증
(10-1324473호 미끄럼방지마루)

KS 제품인증서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C인증서
(B671D006-3002호 탄탄마루)

특허증
(10-1269113호 바닥충격음 저감 패널)

특허증
(10-1269110호 바닥충격음 저감 패널)

특허증
(10-1639971호 미끄럼방지바닥재용시트)

특허증
(10-1423279호 미끄럼방지마루)

특허증
(10-1318821호 미끄럼방지마루)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2013-29호 탄탄마루)

KFI성능인증
(방염15-3 방염성능인증서)

KFI성능인증
(방염15-2호 방염성능인증서)

KFI성능인증
(방염15-4 방염성능인증서)

품질경영실현표창 
(인천광역시)

환경표지인증서
(13934호 플로어링보드,북미경질 단풍나무)

환경표지인증서
(10079호 치장합판 고강도 항균방염마루)

환경표지인증서
(6877호 치장합판 고강도 방염마루)

환경표지인증서
(13723호 화장실칸막이)

환경표지인증서
(9578호 플로어링보드,오크)

품질인증지정서
(2011-086호 플로어링보드)



교육시설용 마루
School Flooring

치장합판 고강도 항균 방염마루

치장합판 고강도 항균 방염 천연마루

경질단풍나무

오크(원목)플로어링

화장실칸막이(큐비클) 



제
품

소
개

 -
 교

구
용

치장합판 고강도 항균 방염 천연마루
천연무늬목의 고급스러운 멋이 돋보이는 교육시설용 친환경마루

강도가 뛰어나 외부충격에 강합니다
천연무늬목에 WPC공법으로 강화필름을 함침하여 
내구성, 내마모성을 최고의 성능으로 향상하였습니다.

화재에 안전합니다(방염성능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방충, 항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항균, 원적외선 방사 기능으로 곰팡이, 해충등이 서식하기 어려워 
위생적인 마루입니다.

천연무늬목 사용으로 
시공 시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전해져 더욱 고급스럽습니다

Overlay

고강도 표면처리층

천연무늬목

Core

E0 친환경 내수합판

방습 발란스 시트

품목 NO
물품

식별번호

규                    격

단  위 특    징

품명 사이즈 수종

플로어링

보드

1 21339459 고강도 15T T15×140×1,200 오크  m² 천연마루

2 21339460 고강도 12T T12×140×1,200 오크  m² 천연마루

제품규격 제품색상

KSF 3126/3103/3111 품질인증지정업체친환경건축자재 KC인증

탁월한 내수성과 내구성(낮은 변형률)
완전 내수합판 사용으로 내수성이 뛰어나며 치수 변화율도 적어 
교실 및 복도사용에도 적합합니다.

시험성적서 (항균/원적외선/방염성능)

SCHOOL FLOORING_ 교육시설용 마루 

Cherry 체리

Oak 오크

SCHOOL FLOORING_ 교육시설용 마루 

표면강도가 뛰어나 외부충격에 강합니다

화재에 안전합니다(방염성능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인증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내수성과 내구성(낮은 변형률)
완전 내수합판 사용으로 내수성이 뛰어나며 치수 변화율도 적어 
교실 및 복도사용에도 적합합니다.

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방충, 항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항균, 원적외선 방사 기능으로 곰팡이, 해충등이 서식하기 어려워 
위생적인 마루입니다.

치장합판 고강도 항균 방염마루
내구성과 위생성까지 갖추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시설용마루

사람과 가깝습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25℃기준)의 특수처리된 방염마루로 
생체리듬이 살아납니다.

Overlay

Decorative Paper

Core

E0 친환경 내수합판

방습 발란스 시트

품목 NO
물품식별

번호

규                    격  단  
위 

특    징
품명 사이즈 수종

플

로

어

링

보

드

1 21051869 511T×/15T T15×140×1,200 오크/체리  m² 항균방염방습마루

2 21051870 511T×/12T T12×140×1,200 오크/체리  m² 항균방염방습마루

3 22401296 SFO-15 T15×140×1,200 오크/체리  m² 항균방염마루

4 22401295 SFO-12 T12×140×1,200 오크/체리  m² 항균방염마루

5 22401298 tantan T7.5×95×800 색상 선택  m² 항균방염마루

6 22401297 school T7.5×140×800 오크  m² 항균방염마루

제품규격 제품색상

KSF 3126/3103/3111 품질인증지정업체친환경건축자재 KC인증

시험성적서 (항균/원적외선/방염성능)

MODERNWOOD Catalogue 2016 13MODERNWOOD Catalogue 201612



MODERNWOOD Catalogue 2016 15

제
품

소
개

 -
 교

구
용

변형에 강합니다
실내(교실, 체육관 등) 마감용 바닥재로서 습기에 의한 
변형이 적어 안정적입니다.

오크(원목)플로어링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기능성까지 겸비한 웰빙원목 마루

UV도장

천연원목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격렬한 운동경기로 인한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탁월한 내구성과 기능성을 충족합니다.

표면강도가 뛰어납니다
원목의 표면을 강화시켜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찍힘, 긁힘 등에 강합니다.

소재가 다릅니다
산업표준규격 KS F 3103(플로어링보드)의 품질 및 규격에 준하는 
제품입니다.

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천연원목으로만 구성되어 실내 환기역할은 물론 
습도조절 기능으로 쾌적한 실내를 구현합니다 

품목 NO
물품

식별번호

규                    격
단 위 특   징

품명 사이즈 수종

플로어링 
보드

1 21716709 오크-15T T15×75 참나무 m² UV도장

제품규격

KSF 3126/3103 품질인증지정업체친환경건축자재

•교실, 복도 등 교육시설

•다목적공간(지역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전시장(대형 갤러리, 전시시설 등)

•고급매장(백화점, 각종 브랜드매장)

•무도장, 헬스장 등

제품용도

SCHOOL FLOORING_ 교육시설용 마루 

MODERNWOOD Catalogue 201614

경질단풍나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천연원목 마루

SpORTS FLOORING_ 체육시설용 마루 

알루미늄옥사이드(Al2O3) 
/ UV도장

천연원목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격렬한 운동경기로 인한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탁월한 내구성과 기능성을 충족합니다.

표면강도가 뛰어납니다
알루미늄옥사이드(Al

2
O

3
) 도장으로 UV도장에 비해 

표면강도를 높여 내마모성, 내긁힘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천연원목의 표면질감 그대로
천연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웰빙소재입니다.

소재가 다릅니다
산업표준규격 KS F 3103(플로어링보드)의 품질 및 규격에 준하는 
제품입니다.

품목 NO
물품

식별번호

규                    격 단  
위 

특    징
품명 사이즈 수종

플로

어링

보드

1 21893928 MC-60 T22×60×2,400 경질단풍나무 m² 
알루미늄

옥사이드(Al2O3)

2 22513091 MC-10 T22×50×1,800 북미경질단풍나무 m² UV도장

3 22513093 MC-20 T22×60×1,800 북미경질단풍나무 m² UV도장

4 22949387 MAPLE T22×60×1,800 경질단풍나무 m² UV도장

  

제품규격

•체육시설(대형 실내경기장, 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공간(지역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전시장(대형 갤러리, 전시시설 등)

•고급매장(백화점, 각종 브랜드매장)

•무도장, 헬스장 등 

제품용도

변형에 강합니다
고품질의 단풍나무 목재를 사용하여 뒤틀림이 없고 
변형으로 인한 삐걱거림이 없습니다.

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KSF 3126/3103 품질인증지정업체친환경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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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아름답고 고급스럽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표면경도가 뛰어나 내스크래치성, 내오염성 등 표면물성이 뛰어나고
특수 고압처리된 판넬은 뒤틀림이 없고 충격에 강합니다.

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구성
•두께 : 12T, 17T, 20T, 25T, 30T

•심재종류 : 강질목합판, 방수 PB, 코아합판, 컴팩트판넬
•용도별 종류 : 일반용, 장애우용, 어린이용

■표면재의 구성
•0.8mmHPM (High Pressure Melamine)

종 류 두께 심재 표면재 하드웨어(부속)

MDC 100 Series 20T 18T 친환경PB HPL 0.8mm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MDC 300 Series 20T 18T 코아합판 HPL 0.8mm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MDC 400 Series 17T
15T강질코어판

(강질목비중 0.75이상)
HPL 0.8mm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MDC 500 Series 12T / 20T
전면,도어 12T 컴팩트판넬 / 

20T 방수PB
HPL 0.8mm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MDC 600 Series 12T 12T 컴팩트판넬 HPL 0.8mm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MDC 800F 20T / 25T 18T / 23T 방수 PB HPL 0.8mm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MDC 800S 20T / 25T 18T / 23T 코아합판 HPL 0.8mm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MDC 900P 20T 18T 친환경PB HPL 0.8mm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MDC 900G 8T 8T 강화유리 강화유리 각도조절식, 베로아 크롬 도금(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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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클 원적외선 시험성적(인증)

화장실칸막이(큐비클) 
내구성에 트랜디한 감각까지 갖춘 최고의 큐비클

CUBICLe SeRIeS_ 큐비클시리즈

제품구성제품사양

■하드웨어(부속)의 구성

•알루미늄 보다 금속비중(강도)이 2.7배 높은 

   아연다이캐스팅 적용으로 내구성 강화

•부식방지를 위해 베로아크롬도금을 적용하여 
   알루미늄 보다 부식에 강하도록 처리

하드웨어

※ 디자인에 따라 3가지 색상 적용 가능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방염인증자재 사용으로 소방/건축법상 방염자재 사용의무 부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능성이 탁월합니다
잠금쇠 부분 사용 표시계를 부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사용중

위생적인 화장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항균,항충 효과로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표면보호 층

DECO 층

심재 (4가지 Type)

DECO 층

표면보호 층

친환경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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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탄 강마루

순탄탄 합판마루

순탄탄 올레핀마루

순탄탄 헤링본

순탄탄 텍스쳐

순탄탄 월패널

순탄탄 미끄럼방지마루

메가우드 월패널

주거용 마루
House Flo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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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T011 소프트화이트

MWT001 오크

MWT004 스위트오크 MWT005 메이플

MWT006 월넛 MWT009 스모크오크

MWT010 대나무

MWT012 아프로모시아 MWT013 네추럴오크

MWT014 네추럴티크 MWT015 소프트그레이

MWT201 워시오크 MWT203 옐로우메이플

MWT003 화이트오크

※ 인쇄색상은 실제 제품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도가 뛰어납니다
표면강도가 KS  F3126 규정강도 이상의 제품입니다.

화재에 안전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 인증을 받아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소재가 다릅니다
E0 친환경 내수합판과 친환경접착제로 만든 주택용 마루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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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마루입니다
방충, 항균 가공을 거쳐 제작되므로 곰팡이, 해충등이 
서식하기 어렵습니다.

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순탄탄 강마루
평범한 일상속에 특별함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루

LIVING FLOORING_ 주거용 바닥재 

사람과 가깝습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의 특수처리된 방염마루입니다.

표면보호층

모양지층

E0 친환경 내수합판

KSF 3126/3103 품질인증지정업체친환경건축자재 KC인증

■SPEC  7.5mm(T) × 95mm(W) × 800mm(L)

MWT003 화이트오크

열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열효율성이 뛰어나며 열을 오래지니고 있어
난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MODERNWOOD Catalogue 2016 25

제
품

소
개

 -
 주

거
용

MG-103 메가 하모니오크

MG-102 메가 워시오크

MG-105 메가 라이트오크

MG-104 메가 밀키오크

MG-107 메가 메이플S

MG-108 메가 티크

MG-106 메가 브라운오크

MG-101 메가 화이트오크

※ 인쇄색상은 실제 제품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MODERNWOOD Catalogue 201624

순탄탄 올레핀마루
아름다움을 넘어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마루

LIVING FLOORING_ 주거용 바닥재 

※ 인쇄색상은 실제 제품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고강도 코팅층

표면보호층

Olefin Sheet

친환경 CORE층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올레핀마루는 습기와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모서리 깨짐이 없고
내마모성이 좋습니다.

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온돌에 적합합니다
부드러운 표면 터치감과 열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온돌 바닥에 적합한 마루입니다.

신개념 마루입니다
더욱 실용적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제품을 제안하는
신개념의 실용마루입니다.

※ 인쇄색상은 실제 제품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SPEC  6mm(T) × 95mm(W) × 800mm(L)

MG-107 메가 메이플S

열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열효율성이 뛰어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친환경 소재입니다
아이젖병, 아이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완벽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KSF 3126/3103 품질인증지정업체친환경건축자재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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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T015 소프트그레이

※ 인쇄색상은 실제 제품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탄탄 헤링본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하는 유러피안 감성 마루

LIVING FLOORING_ 주거용 바닥재 

디자인이 아름답고 고급스럽습니다
W자 헤링본시공, H자 시공등 자유로운 패턴시공으로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SPEC  7.5mm(T) × 95mm(W) × 475mm(L)

표면보호층

모양지층

E0 친환경 내수합판

강도가 뛰어납니다
표면강도가 KS  F3126 규정강도 이상의 제품입니다.

화재에 안전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 인증을 받아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소재가 다릅니다
E0 친환경 내수합판과 친환경접착제로 만든 주택용 마루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위생적인 마루입니다
방충, 항균 가공을 거쳐 제작되므로 곰팡이, 해충등이 
서식하기 어렵습니다.

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가깝습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의 특수처리된 방염마루입니다.

패턴시공사례_ W자 헤링본시공, H자 시공등 자유로운 패턴시공이 가능합니다.

MODERNWOOD Catalogue 2016 27MODERNWOOD Catalogue 201626

열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열효율성이 뛰어나며 열을 오래지니고 있어
난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KSF 3126/3103 품질인증지정업체친환경건축자재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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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색상은 실제 제품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재가 다릅니다
E0 친환경 내수합판과 친환경접착제로 만든 상업용 마루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표면강도가 뛰어나 내스크래치, 내오염성 등 표면물성이 뛰어나고
특수 고압처리된 판넬은 뒤틀림이 없고 충격에 강합니다.

위생적인 마루입니다
방충, 항균 가공을 거쳐 제작되므로 곰팡이, 해충등이 
서식하기 어렵습니다.

나무의 표면질감 그대로
특수 텍스쳐 표면처리로 나무의 표면질감이 자연 그대로 
느껴지는 마루입니다.

순탄탄 Texture_텍스쳐

나무결이 살아있는 내추럴한 멋의 텍스쳐

LIVING FLOORING_ 주거용 바닥재 

사람과 가깝습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의 특수처리된 방염마루입니다.

동조무늬층

고강도 메라민 수지

Deco층

Core

E0 친환경 내수합판

■SPEC  7.5mm(T) × 115mm(W) × 800m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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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친환경인증 자재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열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열효율성이 뛰어나며 열을 오래지니고 있어
난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TX022 러스틱화이트

TX012 쏘우워시

TX011 쏘우빈티지

TX020 러스틱골드

TX013 쏘우엠버

TX031 웨이빙

TX021 러스틱레몬

TX030 모자이크

TX010 쏘우앨리

TX021 러스틱레몬

KSF 3126/3103 품질인증지정업체친환경건축자재 KC인증



■SPEC   •12mm(T) × 140mm(W) × 1,200mm(L)   

 •15mm(T) × 140mm(W) × 1,200mm(L)

■SPEC   •7.5mm(T) × 115mm(W) × 1,200mm(L)   •12mm(T) × 115mm(W) × 1,200mm(L)

 •15mm(T) × 115mm(W) × 1,200mm(L)     ※별도사이즈 주문가능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표면강도가 뛰어나 내스크래치, 내오염성 등 표면물성이 뛰어나고
특수 고압처리된 판넬은 뒤틀림이 없고 충격에 강합니다.

순탄탄 월패널
실용적이고 세련된 멋의 월패널

나무의 표면질감 그대로
특수 텍스쳐 표면처리로 나무의 표면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월패널입니다.

동조무늬층

고강도 메라민 수지

Deco층

Core

E0 친환경 내수합판

방습 발란스 시트

소재가 다릅니다
E0 친환경 내수합판과 친환경접착제로 만든 월패널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위생적인 제품입니다
방충, 항균 가공을 거쳐 제작되므로 곰팡이, 해충등이 
서식하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가깝습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의 특수처리된 방염제품입니다.

LIVING waLL paNeL_ 주거용 월패널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순탄탄 미끄럼방지마루
모던우드만의 특허기술로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한 마루(국내최초기술)

LIVING FLOORING_ 주거용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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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건수 비율(%)

넘어짐 / 미끄러짐 4,829 39.6

식중독 / 배달 1,173 9.6

추락 / 낙상 1,137 9.3

이물질 혼입 / 삼킴 935 7.7

충돌 / 충격 661 5.4

고온 (화상) 638 5.2

긁힘 / 베임 / 찢어짐 606 5

의료시술사고 434 3.6

물림 / 쏘임 384 3.1

기계적 결함 331 2.7

압궤 252 2.1

기타 815 6.7

사고 유형별 통계자료

국내최초로 마루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스템을 추가하여 

낙상의 위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치기 쉬운 어린이, 노인 시설에 적합하며, 

애완동물의 미끄러짐도 방지합니다.

※ 미끄럼 방지 마루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마루입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 이렇듯 집안에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여, “미끄럼 방지”라는 개념을 

국내최초로 마루에 도입하여 다년간 연구개발한 결과 관련 특허 4개를 획득하고, 이 기술이 적용된 ‘미끄럼 방지 마루’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정, 요양원 등이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아원, 유치원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마루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미끄럼 방지 개념이 사람에 국한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애완견 같은 애완동물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바, 동물실험을 통해 애완견 용 

미끄럼 방지 마루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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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향하우징페어
(텍스쳐마루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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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L-643 MLH IML-465 MLH

KAK-444 AKASIA KLC-465C LARCH

메가우드 월패널
천연 목재를 사용하는 고품격 친환경 인테리어 월패널

LIVING waLL paNeL_ 주거용 월패널

제품색상

제품 시공 패턴

■SPEC  20mm(T) × 230mm(W) × 1,220mm(L)

디자인이 아름답고 고급스럽습니다
천연 원목 특유의 질감과 미려한 색상 조합으로 고급스럽고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합니다.

친환경자재 입니다 (Eco-friendly Flooring)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를 친환경 소재만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잘 건조되고 엄선된 하드우드계열의 목재만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매우 강하고, 반영구적입니다.

※ 제품 시공 패턴의 조합은 아래 기본 조합 도면을 참고하시어

   고객 취향에 맞게 연출하시기 바랍니다.

   (벽돌블럭쌓기방식 적용하여 제품을 0°+180° 회전 조합으로 배열 시

   더욱 자연스러운 디자인 패턴 연출이 가능합니다.)

천연원목을 사용했습니다
100% 천연원목의 특성상 각 셀마다 가지는 색상과 무늬, 
두께가 달라 더욱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월패널입니다
천연원목의 자연스러운 조합으로 실내에서 자연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해 주는 아트월입니다.

※ 인쇄색상은 실제 제품의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MODERNWOOD Catalogue 201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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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우드 조달등록 품목

※ 저희 (주)모던우드는 매년1회 이상 먼저 방문하여 하자보수 및 점검을 하는 B/S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격은 소폭 변동 가능함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순번 식별번호
규    격

단위 특징
품명 사이즈 색상

1 21051869 511TX/15T   T15×140×1,200 오크/체리  m² 항균방염방습마루

2 21051870 511TX/12T   T12×140×1,200 오크/체리  m² 항균방염방습마루

3 21339459 고강도 15T   T15×140×1,200 오크  m² 천연마루

4 21339460 고강도 12T   T12×140×1,200 오크  m² 천연마루

5 22401296 SFO-15   T15×140×1,200 오크/체리  m² 항균방염마루

6 22401295 SFO-12   T12×140×1,200 오크/체리  m² 항균방염마루

7 22401298 tantan   T7.5×95×800 색상 선택  m² 항균방염마루

8 22401297 school   T7.5×140×800 오크  m² 항균방염마루

9 21893928 MC-60   T22×60×1,800 경질단풍나무  m² 원목/AL2O3

10 21716709 오크-15T   T15×75 참나무  m² 원목/UV도장

11 22513091 MC-10   T22×50×1,800 북미경질단풍나무  m² 원목/UV도장

12 22513093 MC-20   T22×60×1,800 북미경질단풍나무  m² 원목/UV도장 

13 22949387 MAPLE   T22×60×1,800 경질단풍나무  m² 원목/UV도장

순번 식별번호
규    격

단위 특징
품명 사이즈 색상

1 22458127 MDC100 1,200×1,900×T20 방수PB  m² 친환경

2 22458124 MDC100D 1,200×1,900×T20 방수PB  m² 친환경

3 22458121 MDC300B 1,200×1,900×T20 코아보드  m² 

4 22458119 MDC300D 1,200×1,900×T20 코아보드  m² 

5 22458112 MDC400AM 1,200×1,900×T16 강질코아판  m² 

6 22458110 MDC600B 1,200×1,900×T12 컴팩트패널  m² 

7 22458108 MDC800F 1,200×1,900×T20 접이식도어 개소 친환경

8 22458107 MDC800S 1,200×1,900×T25 슬라이딩도어 개소

9 22456405 MDC900G 1,200×450×T8 강화유리 개

10 22456403 MDC900P 1,200×450×T20 방수PB 개 친환경

고객이 요구하는 최상의 건축자재를 공급합니다!

플로어링 보드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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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 인터넷 구매방법
원하는 상품을 보다 싸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pRODUCTS INFORMaTION OF G2B_ 조달등록품목 안내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shopping.g2b.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플로어링보드’ 또는 
‘화장실칸막이’를 입력합니다.

검색되어진 
회사목록 중에서 
‘모던우드’를 클릭합니다.

모던우드의 제품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1

2

3

4



(주)모던우드 

■본사(제1공장)_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27(원창동)   Tel 032-816-3400   Fax 032-816-3408

■제2공장_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60번지

‘순탄탄마루’의 로고는 모던우드의 대표브랜드로서 

 친환경적이고 튼튼한 제품을 상징합니다.

친환경 건축 내•외장재 전문기업

www.modernwoo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