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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 중

출입문 손끼임 사고는 매년 약 60만명 (국내 약 5천명 / 해외 약 60만명)

출입문 문틈 손가락 끼임 사고 후 상처는 아물어도 후유증이 남습니다.

- 20년이 지나도 좌우 손가락 크기와 손톱 형태가 다름 -
5살때 출입문과 문틀사이 끼임사고를 입은 오른손 엄지손가락부분 - 현재 27살 -

발생
장소별

위해
부위별

68.5% 63.6%

18.8%

9.4%

1.2%

2.1%

3.2%

4.4%

5.4%

5.8%

1.5%1.4%

1.6%

5.6%

5.7%

주택 머리 및 얼굴

도로 및 인도 신체내부

쇼핑시설 기타

교육시설 팔 및 손

숙박 및 음식점 전신손상

기타

왼손 오른손

문화놀이시설 둔부, 다리 및 발

스포츠/레저시설 목 및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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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WOODSAIR Safety door

건축법으로 실내 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5-759호 건축법 시행규칙 26조 5호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에 손끼임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정부 관보에 공표 후 법 시행 중

16층 이상 아파트, 30실 이상 상업시설 건축물의

실내문에 손끼임 방지시설을 완비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불허가 + 5천만원 벌금

향후 대부분의 신설주택에 확대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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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닫이 도어의 12cm 틈을 막기 위한 
손끼임 방지 커버 제품이 시중에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출입문 미관으로 인한 갈등 유발

    아이들이 있는 입주자는 손끼임 안전커버 제품의 디자인이 좋지 않아

도 손끼임 방지 커버 제품 설치를 주장

    아이가 없는 입주자는 디자인 문제로 손끼임 안전커버 제품 설치가 필

요 없다고 주장

    건설사는 손끼임 안전커버 제품이 필요없다는 입주자들을 설득해야하

는 문제 발생

완전하지 않은 손끼임 방지 기능

    딱딱한 손끼임 안전커버와 문 사이에 손가락 끼임 사고 발생

    손끼임 안전커버류를 밀면 문틈에 커버와 같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끼이는 현상 발생

    문 모서리 끝부분에 장착한 D자형과 문틀에 장착한 ㄷ자형 커버 사이의 

2~3mm 틈 부분에 아이들 손가락 살이 찝히는 사고 발생 (문을 열고 닫

을 때 아이들이 문 모서리 부분을 잡고 있을 때 발생)

상승하는 비용

     12cm 틈이 발생되는 기존 일반 출입문에 손끼임 안전커버 제품을 설치

하면 약 6~20만원의 비용이 발생

    도어 A/S시 비용 발생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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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   출입문 어린이 손끼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에 몰두해 문을 열 때 틈이 생기지 않는 안전 도어를 개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손끼임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혁신적인 출입문 / 출입문의 절대 혁명!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기술 

한국 발명 특허 등록/154개국 국제특허(PCT) / 유럽연합 27개국 특허 / 미국특허 / 캐나다특허 / 중국특허 / 일본 특허 출원 및 등록

개별국가 발명특허명칭 특허 등록/출원번호

대한민국 손가락 끼임방지 기능을 갖는 도어 제 10-2113 880호

미국 Door with finger pinch prevention function 16944679

캐나다 Door with finger pinch prevention function CA 3,088,916

유럽연합(27개국) Door with finger pinch prevention function EP20189506.7

중국 Door with finger pinch prevention function 202010732096.6

일본 Door with finger pinch prevention function 2020-130075

국제특허(PCT) 문 틈이 없는 안전도어 구조 PCT/KR2019/018065

중국

일본

유럽연합(27개국) 한국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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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손끼임방지 안전도어의
출입문을 열어도 문과 문틀 사이의 틈이 생기지 않아 손끼임 사고 제로

장점 1

   틈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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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문 뒤

우즈에어 손끼임방지 안전도어의
우즈에어 안전도어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 최고

장점 2

소비자들과 손끼임 안전커버 디자인 문제로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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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

튼튼 · 견고한 
제품

빠르고 쉬운
장착 · AS

우즈에어 손끼임방지 안전도어의

-기능성 대비 경제적인 가격-

01 기존 틈있는 출입문 + 손끼임 방지 안전커버를 장착하는것 보다 기능적,경제적으로 매우 우수

02 견고하여 고장이 없음

03 쉬운 장착과 AS

장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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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방지 
3 3 3 3 3

기술 
3 3

2 
3

가지
3 3

가 적용된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우즈에어 손끼임 방지 안전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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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안전도어 
출입문 앞쪽 문과 문틀 사이 틈 제로, 
손끼임사고 원천 방지기술

하나

기존 일반 출입문을 열 때 생기는 
약 12cm의 틈이 전혀 생기기 않기 때문에 

‘손끼임 사고 제로’

-   우즈에어 안전도어는 문을 열 때 문과 문틀사이 틈이 

전혀 생기지 않아 손끼임 사고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이 손끼임 사고 
100% 예방 / 틈없음

   

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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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뒤쪽 손끼임 사고 원천방지

-   우즈에어 안전도어를 열 때 문 뒤쪽에도 틈이 생기지 않고, 경첩도 돌출되지 않아 출입문 뒤쪽 손끼임 사고  

원천방지 및 깨끗하고 멋진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기존 일반 여닫이 실내 출입문

-   기존 일반 출입문은 열면 문 뒤쪽 문틀과 문 모서리 사이에 약 3cm의 틈이 발생하고 이 틈에 아이들이 손가락을 집

어넣어 손가락 끼임 사고 발생

- 문을 닫았을 때 경첩이 약 2cm 돌출되어있어 시각적으로 위험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녹이 생겨 보기 흉함

우즈에어 안전도어
문 뒤쪽 손끼임방지 기술

둘

약 3cm 

틈 발생

녹이 생겨 
보기흉함

출입문 열었을 때

출입문 열었을 때

출입문 닫았을 때

출입문 닫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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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안전도어
문 뒤쪽 손끼임방지 기술

더
3

 

고급스럽다

디자인

우즈에어 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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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안전도어와 기존 일반 여닫이문의
문 앞쪽 디자인 비교

문을 열었을 때

문을 닫았을 때

틈이 없어 안전하고

깔끔함

문닫았을 때 

높아보이고 

디자인 깨끗함

낮아보이고 

일반적인 디자인

12cm 틈 발생 

손끼임사고 위험 

항상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면 

경첩에 녹이 생겨

미관을 해침

우즈에어 안전도어

우즈에어 안전도어

기존 일반문

기존 일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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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안전도어와 기존 일반 여닫이문의
문 뒤쪽 디자인 비교

문을 열었을 때

문을 닫았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문의 뒷부분에

틈이 전혀없어 안전하고,

경첩도 보이지 않아 

깔끔함

문 뒷부분에 틈 발생이 

전혀없어 안전하고,

경첩도 보이지 않아 

깔끔함

문 뒷부분 

경첩 돌출되어 

위험하고 녹 발생으로 

보기 흉함

문을 열었을 때

문 뒷부분에 

3cm의 틈이 발생

이 틈에 손이 끼이는 

사고와 위험 늘 발생

돌출된 경첩 위험하고 

시간지나면서

녹이생겨 보기 흉함

우즈에어 안전도어

우즈에어 안전도어

기존 일반문

기존 일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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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손끼임제로 안전도어는 
시공과 착탈이 쉬우며 
견고하여 잔고장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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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여 잔고장이 적습니다.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제작한 고기능성경첩을

사용하여 정밀조립했기 때문에

작동 시 윤활성이 뛰어나 소음과 녹 발생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해도 

잔고장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손쉽게 장착 및 탈착이 가능합니다.

문 틀에 결합 프레임을 맞춘 다음 상단, 중부, 하단에 

3~6개 피스를 고정시키면 장착 완료입니다.

(기존 일반적인 여닫이도어는 문틀에 장착 시 경첩에 

18~24개의 피스 고정 작업을 해야함)

A/S가 쉽습니다

문 뒤쪽 조인트캡은 문틀에서 쉽게 탈착 가능하고 

문을 수리한 후 꾹꾹 눌러 결합하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적용해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우즈에어_국문_OK.indd   17 2021. 2. 17.   오후 4:38



 | 안전도어

18 WOODSAIR Safety door

우즈에어 안전도어
안전은 기본, 심플한 아름다움 과 모던한 실용성까지 겸비한 우즈에어 안전도어

문틀 선택 및 시공

문틀 시공법

인방형

문선 + 평몰딩을 천정까지 올리는 시공법으로 실

내문과 실내공간 디자인을 시원하게 높아보이 효

과제공

평문선형

문선을 문크기와 비슷한 사이즈에 마감하여 실내

를 심플하게 만드는 전통적인 시공법

인방형 시공 예시 평문선형 시공 예시

3방 문틀: 큰방문, 작은방문

거실과 방바닥에 문턱을 없애 걸림사고 방지및 

청소 용이

4방 문틀: 욕실, 다용도실

방수, 방음이 필요한 공간 또는 바닥 높이가 다른 

경우 사용

3방 문틀

인방형 평문선형

평몰딩(1ea)

평문선(3ea)

문틀(1ea)

문짝

높이

폭

방 안쪽은
인방 마감되지

않습니다.

4방 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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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사진]

[시공 사진]

장착 후 문선으로 마무리 한 형태

평문선+평몰딩 시공 도어 몰딩이 천정까지 이어지도록 시공

평문선 시공.문틀 테두리 마감시공

인방형

평문선형

이미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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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우즈에어 안전도어 와 
기존 일반적인 여닫이문의 문 틀 사이 치수 비교
-   동일한 넓이의 문 틀에 우즈에어 안전도어 와 기존 일반문 적용하고, 문을 90도 정도 열었을 때  

기존 일반도어는 경첩 쪽의 문 모서리 부분이 약 46mm정도 출입구 내측으로 돌출되어 출입구 폭을 좁힙니다. 

그러나 우즈에어 안전도어는 경첩 쪽의 문 모서리 부분이 돌출되지 않기 때문에 출입구 폭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비교

여닫이 문을 열었을 때 문틀 사이 치수 비교
(아파트 큰방 적용문)

[기존 일반 여닫이도어]

[기존 일반 여닫이도어]

[우즈에어 손끼임 방지도어]

[우즈에어 손끼임 방지도어]

44

44

44

44

44

44

110

44

44

44

44

46

882

918

872

874

874

934

32

32

32

32

32

32

32

32

10061006

앞쪽

앞쪽

앞쪽

앞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12

44
4 

문을 닫았을 때 비교

문틀 사이 간격이 동일한 경우 우즈
에어 손끼임 방지 도어를 적용하고 
문을 90도 정도 열었을 때 기존일반
문 보다 출입구 문틀 사이폭을 2mm 
더 넓게 사용

여닫이 문을 열었을 때 문틀 사이 치수 비교
(아파트 큰방 적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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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안전도어 장착법

- 간단하게 메인 문 틀에 결합 프레임을 맞춘 다음 피스를 조여준 후 마감마개를 막아주면 시공완료

- 빠른 시공, 간단한 시공, 정확한 시공

[문틀에서 분리]

[문 뒤][문 앞]

[문틀에 장착]

문 틀에 우즈에어 안전도어를 장착한 디자인

- 문앞: 문앞쪽 조인트캡 설치후 심플한 도어 앞 디자인 

- 문뒤: 문뒤쪽 조인트캡 설치후 심플한 도어 뒤 디자인 

메인 문틀

결합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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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안전도어 : 생산공급 사이즈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큰방 도어 기본 사이즈 작은방 도어 기본 사이즈 화장실 도어 기본 사이즈

문사이즈
 두께 : 36mm

   폭 : 925mm(결합 프레임 두께 44mm 

포함/ 결합프레임 미포함시 881mm)

 높이 : 2060mm

문틀사이즈(3방틀)
 폭 : 1006mm

 높이 : 2102mm

   문틀 폭 규격 : 

110/140/155/175/195/210/230/245

문 사이즈
   두께 : 36mm,

   폭 : 889mm (결합 프레임 두께44mm 

포함/ 결합프레임 미포함시 845mm )

   높이 : 2060mm

문틀사이즈(3방틀)
 폭 : 970mm

 높이 : 2102mm

   문틀 폭 규격 : 

110/140/155/175/195/210/230/245

문 사이즈
   두께 : 36mm

     폭 : 779mm (결합프레임 44mm 포함/ 

결합프레임 미포함시 735mm)

   높이 : 2000mm

문틀사이즈(4방틀)
 폭 : 860mm

 높이 : 2074mm

   문틀 폭 규격 : 

110/140/155/175/195/210/230/245

▶ 단위 : mm / 참고사이즈 (최대크기 기준)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3방문(문틀)]

[3방문(문틀)][3방문(문틀)]

[4방문(문틀)]

[4방문(문틀)]

1081

1006 970

1081

2102

2102 2102

21342060

2060 2060

2060

1000

925 889

1000

956

881 845

956

860

2074 2000

779

735

4444

110

44

956

100032 32

1081

36
12

5

1. ABS도어 및 문틀 제품 사이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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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5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13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13

최대 1200 최대 1263 최대 1263

문 높이
최소 1300

4방 문틀 높이
최소 1369

3방 문틀 높이
최소 1340

최대 2350 최대 2419 최대 2390

문 폭(넓이)측정 :   

문틀 내측 폭(넓이)을 그림처럼 실측 / 3방형 ,4방형 동일 

√ 실측 사이즈에서 +8mm 사이즈로 주문  

   (*예: 문틀 폭이 800mm일 때 808mm로 주문 )

문 높이 측정 : 

 ① 3방형일 때 문 틀 내측 높이를 그림처럼 실측 

√   실측 사이즈에서 -10mm 한 사이즈로 주문(*예: 문틀내측 높이가 2000mm일 때 

1990mm로 주문)  

- 상기 치수는 방바닥에 돌출없이 수평일 때 치수임 

-   만약 바닥에 돌출이 있거나 바닥수평에 차이가 있으면 문을 열때 문이 돌출 또

는 바닥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바닥의 돌출부분에서 약 

3~4mm정도 문이 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닥 돌출이 4mm일 경우 문 

전체 높이는 (문틀 내측높이 2000mm-10mm-4mm=1986mm를) 주문하시면 열어

도 걸리지 않습니다. 

② 4방형일 때 문틀내측 높이를 그림처럼 실측 

√   실측 사이즈에서 -10mm 한 사이즈로 주문(*예: 문틀 높이가 2000mm일 때 

1990mm로 주문 )

▶ 단위 : mm / 참고사이즈

▶ 대량주문시 디자인, 치수를 고객요청 제품으로 제작,시공가능(멤브레인 도어, 목문 디자인은 우즈에어도어 홈페이지 참조)

▶ 가변형 문틀에 ABS도어 적용가능 (ABS도어 사이즈 최대폭 1000, 최대높이2060 이내에서 적용가능)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전용결합프레임44mm+결합바4.5mm+앞결합바두께1.5mm=50mm)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4방문틀 외곽사이즈: 넓이: 합계문폭(넓이)대비 63mm 더넓음/ 높이: 문높이대비 69mm더 높음 

√3방문틀 외곽사이즈: 넓이: 합계문폭(넓이)대비 63mm 더넓음/ 높이: 문높이대비 40mm더 높음

[3방문(문틀)] [4방문(문틀)]

1063

956

1000 29

5

29

44

1063

1063

○

○

○

X

X

X

2390 24192350 2350

1000 1000

956 956

2.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문짝만 교체 시공시 (기존 문틀을 그대로 사용)

3.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멤브레인도어, 목문도어 적용가능)

문 폭(넓이)측정

문 높이 측정
3방형일 때 

문 높이 측정
4방형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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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안전 도어 
생활의 안전 수준이 바뀝니다.
- 고품격 디자인에 안전하고 편리한 실용성까지 갖춘 우즈에어 안전도어, 차이를 느껴보세요.

손끼임 사고 
100% 방지

고급스러운 
디자인

습도에 강하고 
튼튼한 내구성

부드러운 개폐로
생활 소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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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하고 세련된 문 디자인
우즈에어 안전도어

손보호 안전기능 최우수
우즈에어 안전도어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우즈에어 안전도어

부드러운 개폐, 소음방지가 우수한
우즈에어 안전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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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CONTENTS & DESIGN
A 프리미엄 안전도어 28~40

B 유리 타공 안전도어 41 

C 어린이 안전도어 42~43

D 중문 슬라이딩 미서기 도어 44~47

E 문선 · 몰딩 · 문틀 · 핸들 등 48~51

F 기존 일반 도어 부착형 손끼임 방지 제품 
 (도어 오픈시 경첩 부분 12cm 틈이 발생하는 도어)

 1. 여닫이 도어 손끼임 방지 제품 52~54
  ①  우드캡형

  ② 자바라 형 

  ③ 문 뒤쪽 커버형

  ④ 쾅 닫힘 방지 쿠션(손바닥형)

  ⑤ 문닫힘 방지대(자석 펭귄)

 2. 미닫이 도어 손끼임 방지 제품 55 

 3. 강화 유리문 손끼임방지 제품 56~57
 4. 계단 안전사고 방지 제품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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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color number

COLOR SHEET
우즈에어 안전도어 컬러 데코시트는 천연 소재 및 아름다운 나무질감을 연속패턴으로 디자인해 세련된 멋과 깨끗하고 포근한 실내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WA 21 (94)
화이트 밀크(무광)
팬텀컬러 11-0105TP

WA 24 (PZZ01)
연 우드라인(반광)
팬텀컬러 14-1118TP

WA 27 (205)
파인 우드 브라운(반광)
팬텀컬러 16-1235 TP

WA 30 (8707)
체리 우드(반광)
팬텀컬러 18-1142 TP

WA 33 (k6001)
스모키 그레이(반광)
팬텀컬러 18-4104 TP

WA 36 (NS201)
티크 우드 아이보리
팬텀컬러 12-0605 TP

WA 39 (TY110S)
파스텔 하늘
팬텀컬러 14-4121 TP

WA 22 (0709)
오크 아이보리(반광)
팬텀컬러 12-0343TP

WA 25 (7901)
중 우드라인(반광)
팬텀컬러 17-1226 TP

WA 28 (1129)
아카시아(반광)
팬텀컬러 17-1327 TP

WA 31 (0901)
티크 우드(반광)
팬텀컬러 18-1124 TP

WA 34 (NS205)
티크 우드 중 브라운(반광)
팬텀컬러 18-1033 TD

WA 37 (TY흑색3-6)
블랙 우드(반광)
팬텀컬러 19-1102 TP

WA 40 (TY108S)
파스텔 민트
팬텀컬러 14-5718 TD

WA 42 (TY115S)
파스텔 연두
팬텀컬러 13-0324 TD

WA 43 (TY925S)
바다 파랑
팬텀컬러 19-4245 TD

WA 23 (us201)
고무 우드(무광)
팬텀컬러 14-1209TP

WA 26 (808)
오크 우드(반광)
팬텀컬러 15-1215 TP

WA 29 (805)
네츄럴 우드(반광)
팬텀컬러 16-1432 TP

WA 32 (902)
월넛 우드(반광)
팬텀컬러 19-1116 TP

WA 35 (NS203)
티크 우드 진브라운(반광)
팬텀컬러 19-1116 TP

WA 38 (TY165S)
파스텔 핑크
팬텀컬러 13-2004 TP

WA 41 (TY93S) 
노랑 개나리
팬텀컬러 13-0947 TD

WA20 (5300)
화이트 진주(반광)
팬텀컬러 11-0606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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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안전도어
심플도어 LINE

심플도어 아이보리

컬러 : WA 36

현대 실내 인테리어의 트랜드는 자연주의, 심플함입니다.

자연스럽고,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도어를 찾는 분에게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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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도어 LINE

심플도어 
아이보리
컬러: WA36 

심플도어 
티크우드 중브라운
컬러: WA34

심플도어 
티크우드 진브라운
컬러: WA35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즈에어_국문_OK.indd   29 2021. 2. 17.   오후 4:38



우즈에어 | 프리미엄 안전도어

30 WOODSAIR Safety door

적용 컬러시트 No. WA 23 고무우드(무광)

앤티크 LINE
고무나무의 가늘고 치밀한 원목라인 패턴을 활용해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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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스테이블 LINE
고요한 새벽의 침묵과 같은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적용 컬러시트 No. WA 33 스모키 그레이(반광)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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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WOODSAIR Safety door

적용 컬러 시트 No. WA 26 오크우드(반광)

호리즌 LINE
여름날의 소나기같은 오크 나무 질감과 라인패턴을 이용해 역동적인 멋을 주는 디자인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우즈에어_국문_OK.indd   32 2021. 2. 17.   오후 4:38



인쇄된 색상은 실물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www.woodsairdoor.com 33

WOODSAIR SAFETY DOOR

29

샤월 LINE
수직나무 패턴과 라인을 이용해 심플한 멋을 주는 디자인

적용 컬러 시트 No. WA 24 연우드 라인(반광)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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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WOODSAIR Safety door

적용 컬러 시트 No. WA20 화이트 진주(반광)

밀크 LINE
우유빛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로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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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센터 패턴 LINE
블랙의 중후한 중량감과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적용 컬러 시트 No. WA37 블랙우드(반광)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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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WOODSAIR Safety door

적용컬러 시트 No. WA 32 월넛우드(반광)

노빌 LINE
월넛 나무의 짙은 갈색 무늬가 중후하면서 묵직한 멋을 주는 디자인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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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스노우 LINE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느낌 연우드 패턴을 활용해 역동적인 멋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적용 컬러 시트 No. WA24 연우드라임(반광)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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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WOODSAIR Safety door

적용 컬러 시트 No. WA 23 고무우드(무광)

황금분할 LINE
고무나무의 치밀한 라인 패턴과 황금비율 분할 패턴 디자인을 적용해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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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컨벡스 LINE
월넛 나무의 고급스러운 질감과 입체감 있는 디자인을 조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역동성을 주는 디자인

적용 컬러 시트 디자인 No.WA 32 월넛 우드 (반광)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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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컬러 시트 No. WA 31 티크우드(반광)

스핀 LINE
티크 우드의 치밀함과 신비한 진브라운 색감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패턴을 조화시켜 활기를 주는 디자인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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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 유리타공 안전도어

WOODSAIR SAFETY DOOR

유리타공 안전도어
유리로 스며드는 빛과 공간의 조화, 가족의 안전, 기능과 취향까지 고려한 고급스러운 타공도어

WA20 
화이트 글라스

WA22 
오크 아이보리 글라스

WA25 
중우드라인 글라스

WA23 
고무우드 글라스

WA31 평판 
티크우드 글라스

WA27
파인우드 글라스

WA32 
월넛우드 글라스

WA26 
오크우드 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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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OODSAIR Safety door

C어린이 안전도어 
여닫이 도어를 열 때 생기는 문 틀과 문 사이 12cm 틈(경첩부착쪽)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혁신적인 우즈에어 안전문.

한 해 약60만명의 어린이가 출입문 손끼임 사고를 입고 있습니다.

출입문에 손이끼여 다치는 어린이가 단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우즈에어는 생산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
공급

사이즈

합계
문 폭(넓이)

최소 660 4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3방 문틀 폭
(넓이)

최소 741

최대 1000 최대 1081 최대 1081

문 높이
최소 1730

4방 문틀 높이
최소 1804

3방 문틀 높이
최소 1772

최대 2060 최대 2134 최대 2102

- 도어 및 문틀색상 주문가능 색상 (컬러표 WA20~WA43)/ 디테일 치수 22P~23P 생산공급사이즈 참조-
▶ 합계 문폭(넓이) 사이즈: 순수 문폭(넓이) + (전용 결합프레임44mm + 결합바4.5mm+ 앞 결합바 두께1.5mm= 50mm) 포함 사이즈   
▶ 문틀 외곽 사이즈:   √ 4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74mm더 높음 

√ 3방 문틀 외곽사이즈 : 넓이: 합계 문폭(넓이) 대비 81mm 더넓음/ 높이: 합계 문틀 높이 대비 42mm더 높음
■ 기존 문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문만 우즈에어 틈없는 안전도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주문전 23페이지를 치수측정 부분을 꼭 확인후 주문 하시길 바랍니다.
■ 가변형 문틀을 적용시 23페이지 “ 가변형 문틀 제품사이즈” 표를 확인하시고 주문전 꼭 영업팀과 상담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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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아이들 공간에 안전함과 감성을 더하는 내구성 높은 ABS 어린이 안전도어

WA42
파스텔 연두

WA38
파스텔 핑크

WA43
바다 파랑

WA39 
파스텔 하늘

WA20 
화이트 진주

WA40 
파스텔 민트

WA33
스모키 그레이

WA41
노랑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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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WOODSAIR Safety door

유리 두께 5T
유리 취부 마감시 몰딩형, 실리콘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컬러 주문 제작 가능(WA20~WA43)

중문 슬라이딩 미서기 도어 
티타늄
슬라이딩 미서기 도어는 3연동으로 부드러운 개폐가 가능합니다.

모던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즈에어_국문_OK.indd   44 2021. 2. 17.   오후 4:39



인쇄된 색상은 실물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www.woodsairdoor.com 45

WOODSAIR SAFETY DOOR

슬라이딩 미서기 도어는 3연동으로 부드러운 개폐가 가능합니다.

모던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미스

유리 두께 5T
유리 취부 마감시 몰딩형, 실리콘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컬러 주문 제작 가능(WA20~W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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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WOODSAIR Safety door

차콜(DB026)

유리 두께 5T
유리 취부 마감시 몰딩형, 실리콘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컬러 주문 제작 가능(WA20~WA43)

화이트진주(DB027)

슬라이딩 미서기 도어는 3연동으로 부드러운 개폐가 가능합니다.

모던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데코스타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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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AIR SAFETY DOOR

라밤(DB 022)

월넛(DB 024)

블랙스타(DB 023)

진그레이(DB 025)

데코스타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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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몰딩·문틀·핸들 등

문틀 두께 (mm) 

110 / 140 / 155 / 175 / 195 / 210 / 230 / 245 

(상기 문틀 두께 및 길이에 맞춘 손끼임 방지기능 결합프레임 제공)

문틀 두께 (mm) 

110 / 140 / 155 / 170 / 200 / 230 / 규격외 치수주문가능

(상기 문틀 두께 및 길이에 맞춘 손끼임 방지기능 결합프레임 제공)

[문선] 

- 용도 : 문틀 장착후 문틀 앞, 뒤부분을 깨끗하고 세련되게 디자인 마감 

 문선 / 등박스 / 천정몰딩 / 기둥모서리 / 걸레받이 / 다양한 용도로 사용

- 규격(넓이×두께×길이mm):

 80×12×2400 (우즈에어 안전도어에 가장많이 사용하는 넓이)

 90×12×2400 주문치수 가능

- 컬러 : wa20 ~ wa43

주문색상 

WA20 ~ WA43

주문색상 

WA20 ~ WA43

문틀 형태

   -3방틀( 왼쪽, 오른쪽, 상단) 

-4방틀(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

문틀 형태

   -3방틀( 왼쪽, 오른쪽, 상단) 

-4방틀(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

우즈에어 안전도어 ABS 문틀프레임

우즈에어 안전도어 가변형 문틀프레임

1. 우즈에어 안전도어 전용, 문틀 프레임

      - 우즈에어 안전도어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어있어, 반드시 우즈에어 안전도어와 세팅하여야 합니다.

      - 벽 두께에 맞춘 다양한 사이즈 보유

2. 우즈에어 안전도어 전용, 문선 & 평몰딩

10 10

5
30

10 10

5
30

일반형

일반형

가스겟형

가스겟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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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쪽 조인트 캡] 

- 용도 : 문과 문 틀 결합프레임을 연결할 때 사용하여 안전과 디자인 기능을 향상 시킴.

 개폐를 부드럽게 해주고 밀폐력을 향상시켜 소음을 감소시킴.

 도어 앞쪽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듦

- 규격(넓이×두께×길이mm):

 100×1×2100(안전도어 높이와 동일한 길이로 맞춰 출고)  

- 컬러 : wa20~wa43(문 색상에 맞춰 출고됨)

[평판몰딩] 

- 용도 :   문의 상부 문선 부분 높이를 천정까지 높여 실내가 높아 보이는 인방형 디자인

시 문틀 상부에 사용

   문선 상부 / 문선 / 등박스 / 천정몰딩 / 기둥 모서리 / 걸레받이 / 다양한 용도로 

사용

- 규격(넓이×두께×길이mm): 60×9×2400 / 80×9×2400 / 100×9×2400 / 150×9×2400 / 

 200×9×2400 /250×9×2400 / 300×9×2400 

- 컬러 : wa20~wa43

[문 앞쪽 조인트 바] 

- 용도 :   문 앞쪽에 조인트 캡 연결 시, 문과 문틈사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조인트

바 로 안전도어의 안전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임.

- 규격(넓이×두께×길이mm):

 27×4.5×2100 (안전도어 높이와 동일 길이로 맞춰 출고)

- 컬러 : 화이트 / 브라운/ 블랙 / 회색 / 투명

문 앞쪽 조인트 캡

문 앞쪽 조인트 바

3. 우즈에어 안전도어 전용, 문 앞쪽 조인트 캡

      -우즈에어 안전도어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어있어, 반드시 우즈에어 안전도어와 세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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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즈에어 안전도어 전용, 문 뒤쪽 조인트 캡

      -우즈에어 안전도어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어있어, 반드시 우즈에어 안전도어와 세팅하여야 합니다.

      -본제품은 선택옵션 제품 입니다

5. 우즈에어 안전도어 전용, 경첩

6. 우즈에어 안전도어 전용, 손잡이/도어고정 자석홀더

[문 뒤쪽 조인트 캡] 

- 용도 : 문 뒤쪽 손끼임 원천방지

 문 뒷면 경첩을 내장시켜 뒷면 디자인을 깨끗하고 세련되게 만듦

 밀폐력을 향상시켜 소음 감소

- 규격(넓이×두께×길이mm):

 123×1×2100(안전도어 높이와 동일 길이로 맞춰 출고) 

- 컬러 :   wa20~wa43 (문 색상과 동일한 데코 필름을 제품에 래핑하여 문, 문틀과 동일한 

느낌을 주어 문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됨)

[전용 경첩] 

- 용도 :   다이캐스팅 기법으로 성형 제작해 치수가 정밀하고 작동 시 윤활성이 우수해 소

음이 적음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내구성이 높음

 주재료를 아연합금을 사용해 오래사용해도 녹발생이 작고 깨끗함

 (*다이캐스팅 기법은 정밀도와 내구성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제작 시 주로 활용)

- 규격(넓이×두께×길이mm): 50×4×89.6

- 컬러 :   은색 / 블랙

[도어 손잡이] [도어고정 자석홀더]

골드(H1) 블랙(H2) 실버(H3) 청동(M3) 실버(M2) 골드(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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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 두께 (mm) 

110 / 140 / 155 / 175 / 195 / 210 / 230 / 245

문틀 두께 (mm) 

110 / 140 / 170 / 200 / 230 / (주문치수가능)

주문색상 

WA20 ~ WA43

주문색상 

WA20 ~ WA43

문틀 형태

   -3방틀( 왼쪽, 오른쪽, 상단) 

-4방틀(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

문틀 형태

   -3방틀( 왼쪽, 오른쪽, 상단) 

-4방틀(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

ABS 문틀프레임

가변형 문틀 프레임

7. 일반 여닫이 문(열었을 때 12cm의 틈이 생기는 도어) 문틀 프레임

10 10

5
30

10 10

5
30

문선위치 조정으로 깔끔한 마무리

DOOR

넓어보이는 효과

일반형

일반형

가스겟형

가스겟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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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문 
부착형 손끼임 방지 LINE
여닫이 출입문을 열면 문 틀과 문 사이 12cm의 틈이 발생하는데,이 틈을 막아주어 아이들 손끼임 사고를 방지해주는 제품입니다.

1. 여닫이문 손끼임방지 제품 (열 때 12Cm 틈생기는 일반 여닫이문)

      일반 여닫이 문을 열면 경첩쪽 문틀과 문사이 12cm 틈이 발생합니다. 

      이 틈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아이들 손끼임사고를 방지해주는 제품입니다.

문앞쪽 손끼임 방지대 (우드캡형)

 상품코드 WAC-101

 용도   여닫이문 문 앞쪽의 경첩방향 문과 문틀사이 손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제품 

 재질 SPVC, HPVC, 데코컬러시트

 길이(mm) 1050 / 2100 / 2300 /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www.woodsairdoor.com)

 컬러   화이트 / 아이보리 / 진브라운 / 연회색 / 진회색 / 투명(* 데코필름 

래핑제품/(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단면도 & 규격

122mm

15mm

10mm

6m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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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쪽 손끼임 방지대 (주름판형)

 상품코드 WAC-102

 용도   여닫이문의 문 앞쪽 경첩방향 문과 문틀사이 손끼임 사고를 예방하

는 제품      

 재질 SPVC, HPVC

 길이(mm) 1000 / 2000 / 2100 / 2300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9,000 / 20,000 / 21,000 / 23,000

 컬러 화이트+투명 / 진브라운+투명 / 화이트+노랑 / 화이트+핑크 /

 화이트+연두 / 투명 / 베이지 / 그레이 /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합격제품, 

 KCL시험성적서

단면도 & 규격

단면도 & 규격

62mm 200mm

17mm

25mm

14mm14mm

5.3mm

45mm

1mm

문뒤쪽 손끼임 방지 (U자 방지대)

 상품코드 WAC-103

 용도   여닫이문을 열 때 문 뒤쪽 경첩방향의 문과 문틀사이 3cm의 틈이 발생.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쉽게 막아주어 손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제품

 재질 SPVC, HPVC

 길이(mm) 1050 / 2100/ 2300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9,000 / 18,000 / 22,000

 컬러 화이트 / 아이보리 / 연회색 / 진회색 / 투명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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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쾅닫힘 방지쿠션 (돌리는 손바닥 캐릭터형)

 상품코드 WAC-104

 용도   여닫이문의 앞쪽 손잡이 위쪽에 부착해 돌려서 사용, 문쾅닫힘방지, 

 문과 문 설주사이의 손끼임을 방지해주는 제품으로 모든 여닫이문에 

 사용 가능

 재질 EVA+3M양면테이프

 규격(mm) 가로12×세로100×두께30

 가격(원) 7,000

 컬러 커피 베이지 / 노랑 / 주황 / 핑크 / 초록 / 파랑 /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문닫힘방지 자석 홀드 (펭귄)

 상품코드 WAC-105

 용도   여닫이문을 90도정도 열은 상태로 닫히지 않게 자석으로 쉽게 고정

시키는 제품 

 재질 PC+네오디움 자석+강력양면테이프

 규격(mm) 가로100×세로70 

 가격(원) 7,000

 컬러 반투명 /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단면도 &규격

단면도 &규격

100mm

120mm 30mm

70mm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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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닫이문 손끼임 방지 제품

      일반 미닫이문을 닫을 때 문과 문 틀 사이에 발생하는 손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제품입니다.

미닫이문 손끼임보호대 (쿠션캡형)

 상품코드 WAC-202

 용도 미닫이문을 닫을 때 문과 문틀사이의 손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제품      

 재질 SPVC, 강력양면접착테이프

 길이(mm) 2100 / 2300 /2400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15,000 / 18,000 / 21,000

 컬러 투명 / 회색+그린 / 연초록+그린 / 브라운 /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 SGS 시험성적 제품

단면도 & 규격

단면도 & 규격

쿠션캡 설치도면

1.6mm

17mm

31mm

2mm

31mm

포인트 컬러

12mm

미닫이 문 손끼임보호대 (B형)

 상품코드 WAC-201

 용도 미닫이문을 닫을 때 문과 문틀사이 손끼임 사고 예방      

 재질 SPVC, 강력양면접착테이프

 길이(mm) 2100 /2300/2400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12,000 / 15,000 / 18,000

 컬러   투명 / 화이트 / 베이지 / 회색 / 브라운 /  진초록 / 파랑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 SGS 시험성적 제품

▶ 미닫이문 손끼임 보호대(D고급형) →   57P 강화도어 중앙부 손끼임방지대 제품을 미닫이문손끼임 보호대용 고급형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베란다 샤시 미닫이도어 손끼임 보호대 (두께35mm 제품) → 홈페이지 참조(www.woodsairdoor.com)]

우즈에어_국문_OK.indd   55 2021. 2. 17.   오후 4:39



우즈에어 | 부착형 손끼임 방지

56 WOODSAIR Safety door

강화도어 측면 손끼임방지용 (pc캡형)

 상품코드 WAC-301

 용도 강화도어 측면 문과 문틀사이 손끼임 사고를 예방   

 재질 PC, 강력양면접착테이프

 길이(mm) 2000 / 2100 / 2300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22,000 / 24,000 / 29,000

 컬러 회색 / 파랑 / 진초록 / 연초록 / 주황 /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3. 강화유리문 손끼임방지 제품

        강화도어를 열면 힌지쪽 문과 문 틀 사이에 약10cm의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틈에 손끼임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제품은 손끼임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제품으로 문틀에만 접착시키는 방식으로 강화도어 힌지 교체 시 제품을 떼어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화도어 측면 손끼임방지용 (자바라 캡형)

강화도어 열면 힌지 쪽 문과 문틀에 사이 약10cm의 틈이 발생하여 손끼임 사고가 발생

이 제품은 손끼임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제품

 상품코드 WAC-303

 용도 강화도어 측면 문과 문틀사이 손끼임 사고 예방    

 재질 SPVC, HPVC, 강력양면접착테이프

 길이(mm) 2000 / 2100 / 2300 /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19,000 / 21,000 / 23,000

 컬러 회색 / 파랑 / 진초록 / 연초록 /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합격제품, 

 KCL시험성적서

단면도 & 규격

0.8mm

80mm

67mm

단면도 & 규격자바라형 양문형 장착 자바라형 외문형 장착

18mm

190~200mm50mm

접었을 때
자바라형 캡형 손 보호대(B형)

펼쳤을 때

▶ 강화도어 발등끼임 방지대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www.woodsairdo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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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어 중앙부 손끼임 방지용 (보급B형 / 고급D형)

강화도어 중앙부에서 유리문과 유리문사이 손끼임 시 닫힘 충격을 흡수하여 부상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제품

 상품코드 WAC-302(보급B형) / WAC-302-1(고급D형)

 용도 강화도어 중앙부 유리문과 유리문사이 손끼임사고 예방   

 재질 보급 B형 SPVC, 강력양면접착테이프

 고급 D형 SPVC, HPVC, 강력양면접착테이프

 길이(mm) 2000 / 2100 / 2300 /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보급 B형 12,000 / 15,000 / 17,000 

 고급 D형 15,000 / 19,000 / 22,000 (√미닫이 중문에 사용 가능제품)

 컬러 투명/ 화이트/ 회색 / 파랑 / 진초록 / 연초록 / 주황 /

 (주문색상 생산가능)          

WAC-302(B형)

WAC302-1(고급D형)

단면도 & 규격

31mm

1.6mm

17mm

단면도 & 규격

2mm

32mm
연질(충격흡수)

경질(부착면)

Ø12

15mm

중앙부 손보대(보급B형)

중앙부 손보호대(고급D형)

PC캡

PC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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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에어 | 계단 안전사고 방지

축광형 안전계단 논슬립

 상품코드 WAC-401

 용도 시선주목성을 높여 안전사고 방지 기능성 계단 논슬립,

 모든 계단에 적용가능   

 재질 강화알루미늄, HPVC, SPVC

 길이(mm) 1200 / 2000 /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19,000 / 29,000

 컬러 연회색 / 진회색 / 블랙 / 카키 / 진브라운 / 진그린 /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4. 계단 안전사고 방지제품

      부착하면 어두울 때도 계단에 부착된 제품이 밝게 빛나 시선 주목성을 높여 발을 헛딛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제품입니다.

광폭고무 안전 논슬립 (유치원, 학교 등의 실내 및 실외용)

넓은 접지면적으로 미끄럼방지기능이 우수하고 모서리에 에어홀이 있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제품

 상품코드 WAC-402

 용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전용 미끄럼방지우수 계단 논 

 슬립 / 대리석, 타일, 나무 등 모든 계단에 적용가능   

 재질 SPVC

 길이(mm) 1200 / 2000 / (주문치수 생산가능)

 가격(원) 15,000 / 25,000

 컬러 회색+초록 / 파랑+노랑 / 브라운+진브라운 / (주문색상 생산가능)

 특허 및 인증 대한민국 특허제품

상부면 전면 측광라인

알루미늄 프레임

3.6mm 7mm

5mm

15mm

폭 55.8mm

64mm

양각부분 연질소재
▶발과 밀착도를 높여줌

강화알루미늄
▶견고한 내구성

음각부분 경질소재
▶바닥 부분을 견고하게 지탱

고축광라인
▶  야간에 주목성을 높여 

안전사고예방

단면도 & 규격

82mm

4.5mm

에어홀

3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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