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r project is to create a door as a furniture or 

design object rather than an element that simply 

functions as an entrance.

Our aluminum profile system pushes the limits of size, 

finish and design of conventional doors

We look forward to seeing the boundless 

imagination of many designers unfold through our 

projects in the future.

Now, The market situation is dominated by 

standardized mass prodution / distribtion-oriented 

products that do not consider design and function 

therefore 

In this situation, we started this project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many designers and architec, and 

even users.

We will visit you with more items that can meet the 

needs of designers, starting with the change of the 

door.

We are planning to release wall panels/kitchen 

furniture, etc. that will implement an integrated 

design with a flush door right away. 

The expected.

- Corresponds to customization      

   desired by designers  (Available for all finishes)

- 100% made to order

- Excellent quality through   

   manufacturing  through precision equipment

- Aluminum frame is applied to 

   realize frameless both inside and  outside

- Use of top-grade hardware

우리의 프로젝트는 

단순 출입 기능으로서의 요소가 아닌 가구같은 디자인 

오브젝트로서의 문을 만드는 것 입니다.

우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시스템은 기존 도어의 사이

즈, 피니시 및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디자이너의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현재는 디자인,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 되고 규

격화 된 양산 / 유통위주의 도어제품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건축가, 나아가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키 위해 

이 프로젝트를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어의 변화를 시작으로 디자이너의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아이템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와 통합된 디자인을 구현할 월패널 / 주방              

가구 등이 곧바로 출시됩니다.

- 디자이너가 원하는 모든 커스터마이징에 대응   

   (모든 피니시 적용가능)

- 100% 주문생산 체재

- 첨단(CNC) 설비를 통한 제작으로 최고의 

   마감 및 품질 확보

- 국내 유일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통한 

   내 / 외부 프레임리스 구현

-  최상등급의 하드웨어 사용

New Thinking
Change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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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Flat hinged system

Linea는 문과 벽이 평면을 이루게 하는                    의 

스윙도어 컬렉션입니다.

벽과 문을 플랫하게 하는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어의 한계 (크기, 무게, 마감, 기능)를 넘어선 프리

미엄 도어의 시작입니다.

엄격한 테스트를 걸친 최고품질의 힌지, 소프트 크로져,

마그네틱 락 세트를 사용합니다.

Linea is a swing door collection of                     

that makes the door and walls are flat.

Create a new space with 

an Aluminum Frame System that can flatten  

Walls and doors.

This is the beginning of premium doors that go 

Beyo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oors.

We use Highest quality hardware

Single

Pushing Pulling
(Coming soon)  

Door type

Open type

Size

Double LeafFlush to Ceiling

1900~2700mm 45mm600~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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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Flat hinged system

K 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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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Flat hinged system

A C R Y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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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Double leaf

Flat hinged system

N A T U R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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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Flat hinged system

ACRYLIC_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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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Flat hinged system

A C R Y L I C



Flush to Ceiling 

18/19

Linea
Flat hinged system

N A T U R E L



Linea
Flat hinged system

A C R Y L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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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Flat hinged system

T E X C A

Linea
Flat hinged system

G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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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Flat hinged system

N A T U R E L

Linea
Flat hinged system

TEX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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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o
Flat sliding system

Piato는 문과 벽이 평면을 이루게 하는                    의 

슬라이딩 컬렉션입니다. 벽과 문을 평면으로 만들어 

주는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Linea와 조합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상상력을 더합니다.

최대 70kg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여닫

을 시 댐퍼기능을 포함하며 가볍게 미는 것 만으로도 

열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Linea의 어떠한 피니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Piato is a sliding door collection of                    

that makes the door and walls are flat.

A sliding system that flattens walls and doors, 

combining with Linea adds imagination

to creating new spaces.

The hardware that can withstand the weight 

of up to 70kg includesa damper function when 

opening or closing, can be opened by pushing

We use Highest quality hardware

Single

Push Slide

Door type

Open type

Size

1900~2700mm 36mm700~1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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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o
Flat sliding system

TEX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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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o
Flat sliding system

TEX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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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o
Flat Sliding system

Special Material



 의 Aluminum Frame System은 외부 뿐 

아니라 내부 역시  프레임리스를 구현하며 단차 없는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목질계 프레임으로는 불가능한 대형규격의 도어를 구현

할 수 있는 견고하고 변형이 없는 프레임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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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uminum Frame System realizes 

frameless interior as well as exterior.In addition, 

it implements a simple and minimal design with 

no steps.

It is a sturdy frame system without deformation 

that can be applied to large-size doors that 

cannot be done with wooden frames.

Aluminum Frame System



- 내/외부의 보드(석고/MDF)취부만으로 내/외부 

   프레임리스를 구현합니다.

- 내/외부 재료분리 일체형 프레임

- 도장/도배/필름/마감보드 등 모든 마감 가능

- 프레임전용 고정 브라켓(FIXING LUG)을 사용하여 

   프레임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 폭 가변형 프레임은 현장의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200~280mm 벽두께 대응 10mm 단위조절)

- 전용 코너크리트를 이용한 코너조립방식을 사용 

   함으로써 프레임의 정교함과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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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um Frame System

- Internal/external frameless is realized only by 

   installing internal/external boards (gypsum/MDF).

- Internal/external material separation integrated   

   frame

- Available for all finishing including Papering/Painting

   film/finishing board

- Prevent deformation of the frame by using a frame      

   exclusive fixing bracket (FIXING LUG).

- The variable width frame responds flexibly to the 

   conditions of the site. Compatible with 200-280mm 

   wall thickness (10mm increments)

- It maintains the sophistication and robustness of 

   corner assembly by using the corner-cleat.

특허출원번호 10-2021-0075506

디자인등록증 제30-1146378 디자인등록증 제30-1146379 디자인등록증 제30-1146380



 

Accessories

 는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피니시일체커버형 레버핸들과 매립히든핸들은 FLAT한 

도어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합니다. (마그네틱락)

심플하면서 노출되지 않는 소프트클로져는 도어 닫힘 

시의 충격을 방지하여 편한 사용 뿐 아니라 마감손상

(도장크랙 등)을 방지합니다. 

Piato의 flat sliding 하드웨어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최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연출합니다.

FLUSHDOOR uses proven, world-class 

hardware.

The finish cover type lever handle and hidden 

handle make the flat door stand out even more. 

(Magnetic lock)

The simple, unexposed soft closure prevents 

impact when the door is closed, so it is not only 

convenient to use but also prevents damage to 

the finish (painting cracks, etc.)

Piato's flat sliding hardware is unmatched by 

anyone.  Create the bes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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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SOFT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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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HIDDEN HINGE

LEVER WITH COVER FINISH

(with magnetic lock)

HIDDEN LOCK

(without Handle)

FLAT SLIDING HARDWARE

HIDDEN LOCK 

(without Handle)



The key to our progressiveness and innovation is the free 
choice of finiish.
Our eorts to create the best colores,materials and texturesce 
allow designers creative freedom and let their imagination 
run wild.

Imagine everything you know with the idea of painting on 
the door and tell us, we can do it all.
Various finishes painted on our simple and minimalistic 
framed door will create a space beyond your imagination.

Everything you want



T E X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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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R Y L I C

G L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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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V  

N AT U R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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