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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품은 본 카다록의 인쇄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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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 인테리어 솔루션

도어, 몰딩 등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를 생산 운용하여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적합한 통합적인 토털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신 자동화 설비 구축

크로스도어의 생산 전 공정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 

최신 원스탑 솔루션을 구축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시스템 

크로스는 자체 생산 시스템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납기맞춤, 생산통합을 통한 물류체계 단축, 신속한 A/S 등으로  

원하시는 최고의 제품을 맞춤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수한 내구성의 고품질 

크로스 ABS 도어는 KS마크 및 ISO9001 인증을 획득한 우수한 제품으로 

뒤틀림과 휨 현상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하여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립니다.  

크로스 도어 디자인연구소  

크로스도어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천연컬러와 질감,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디자인을 연구하여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는 

독창적인 도어를 선보입니다. 

M o u L d i n g  &  d o o r S 



      0706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2021/2022 CRO
SS D

oor Collections

CB-11   WAL94 CB-14   펄백색

CB-22   WAL94 CB-25   0901

CB-26   US201 CB-41   FZ805

CB-77  펄백색 CB-111   레노마



      0908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2021/2022 CRO
SS D

oor Collections

CB-701   아카시아

CB-707   CR101(포인트 없음) CB-711   WAL94

CB-115   아카시아 CB-601   CR94

CB-603   CR166 CB-605   WAL94

CB-607   CR2205



      1110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2021/2022 CRO
SS D

oor Collections

CW-401   CR3302 CW-401   CR2205

CW-403   빈티지블루 CW-405   엘름

CW-409   CR101

CW-413   NS201(포인트 없음)

CW-407   CR84S

노블   노블딥그레이



      1312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2021/2022 CRO
SS D

oor Collections

CF-501   펄백색

CF-505C   CR93

CF-503   CR3302

CP-311C   WAL94

CP-322C   레노마 CP-333C   WAL94

CP-344C   US201 CP-366   아카시아



      1514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2021/2022 CRO
SS D

oor Collections

PC-7   NS201

PC-1   아카시아 PC-2   레노마

PC-3   WAL94 PC-4   1421

PC-5   NS201 PC-6   WAL94

PC-8   FZ805



      1716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2021/2022 CRO
SS D

oor Collections

PC-9   아카시아 PC-10   NS201

PC-11   CR2205 2구 한칸 고시

5구 한칸 고시 10구 격자

갤러리도어

갤러리도어 

+ 막힌 갤러리

+ 상통 갤러리

+ 에어컨 갤러리

+ 2구 갤러리

+ 창문용 갤러리

막힌 갤러리 적용 가능 



      1918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가변형 문틀 일면 문선 캡사이즈 20X50 / 30X50 양면 문선 캡사이즈 20X50문선 없음 캡사이즈 30X50

규격  110 / 140 / 170 / 200 X 40

미닫이 문틀 
상부

하부

창틀디자인 상부 하부 좌다대 우다대

상하오메가

중앙외줄홈

행가용

래핑 분리형 일체형 래핑 분리형 __ 가스캣

MDF 스토퍼

집성목 문틀

공틀 면도리 

양도어 외도어 

래핑 문틀 

MDF 스토퍼

집성목 문틀

가스캣

목문틀PVC 개스킷 문틀

PVC 개스킷 문틀은 문의 밀폐성을 높여 미세먼지  

차단, 냄새차단, 틈새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어 개폐시 충격을 흡수하여 소음을 방지하고,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효율을 높여주며, 

방음은 물론 빛 차단 효과가 있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한층 높인 문틀입니다.   

PVC 발포 문틀 155mm Frame PVC 발포 문틀 175mm Frame PVC 발포 문틀 195mm Frame

철 보강재

■ 일체형 스틸 플레이트로 보강하여 내구성이 매우 뛰어남 

■ 보강재의 공용 규격화(110~155 / 175~245)로 편의성 증대

특수 발포 프레임

■ 가볍고 튼튼한 PVC는 이동, 운반은 물론 시공도 매우 편리하고 손쉬움 

LVL 보강목 

■ 뒤틀림 및 변형을 한번 더 방지하기 위한 2단계 보강목

■ 경첩부 나사 조임력 유지 및 문 반복 개폐시 내구력 향상

가스캣 

5각 홈 개스킷 
디자인등록출원 _ 제2020-0013762호 

5각 홈 개스킷이라 
도어 닿는 부분이 더욱 넓고 정확해요! 

 

발포 문틀과 개스킷 문틀은 전 규격 동일하게 적용 가능. 

110, 130, 140, 155, 175, 195, 210, 230, 245 (mm)



      2120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3연동 도어 (목재 주문 시 140바) 

무늬 유리 망입 무늬 유리 아쿠아

무늬 유리 브론즈 아쿠아 무늬 유리_고시형 레인

유리 종류

 |  유리 종류   |

망입 망입 미스트 미스트 

다이아 모루 레인

아쿠아 워터큐브

다이아 _ 그린 골드 _ 미러 워터큐브 _ 블루 

 |  컬러유리   |

모루 _ 브론즈 다이아 _ 에머랄드 워터큐브 _ 그레이 



      2322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One
SLIDInG 
DOOR
1 슬라이딩 도어

THRee
SLIDInG 
DOOR
3연동 도어

TWO
SLIDInG 
DOOR
2 슬라이딩 도어

알루미늄 슬림 도어  1 슬라이딩 / 2 슬라이딩 / 스윙도어 / 3연동 도어

SWInG 
DOOR
스윙 도어

 |  유리 디바이딩   |

 |  손잡이   |

다크니켈 심플블랙 화이트실버

가 (3구) 나(4구)         다(5구)  라(6구)

 |  유리 접착식   |

그리드(8구) 윈드밀(4구)         몬드리안(4구)  크로스(4구)

유리 디바이딩 

슬림 도어 운영 색상 

■블랙

■다크니켈

■화이트 

슬림도어 세로바 

3연동 측면바 

(30X128)

독일 호페 손잡이 



      2524 ※ 모든 도어는 베이직 도어로 생산가능합니다 

도어록

1000 리더 SN(실버니켈) 1000 리더 BK(블랙무광) 2000 샤프 GR (그레이)

2000 샤프 SB(샤인브라운 무광) WiN 20 GR (중문용) WiN 20 GR (침실용)

경첩

이지경첩(분체도장) 나비경첩 

J-2600 SF-DG (다크그레이) J-2600 SF-BR(브라운)

A/S 규정

• 무상보증기간은 자사 제조불량에 한하여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추가 발생되는 모든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A/S기간(1년) 경과 후 접수 시 실비(출장비 및 제품생산 비용)가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자사 제품불량 외 설치시공 부주의(문틀 앙카 미고정, 경첩 오설치, 실린더 오타공 등)에 의한  

A/S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비가 청구됩니다. 

•소모성부품(연동철물 부속 및 모헤어, 하드웨어 제품)은 본사 및 해당 대리점에서 재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델명
생산사이즈 (대칭) 비대칭

비고
최소폭 최대폭 최소높이 최대높이 최소폭

CF-501 330 940 1200 2160

CF-503 330 940 1200 2160

CF-505 330 940 1400 2160

CP-311 500 940 1200 2160 470

CP-322 330 940 1200 2160

CP-333 500 940 1500 2160 470

CP-344 680 940 1600 2160 650

CP-366 620 940 1580 2160 590

CW-401 620 940 1760 2160 590

CW-403 630 940 1760 2160 600

CW-405 620 940 1760 2160 590

CW-407 630 940 1780 2160 600

CW-409 620 940 1740 2160 590

CW-413 550 940 1700 2160

CB-601 450 940 1200 2160

CB-603 380 940 1360 2160

CB-605 330 940 1200 2160

CB-607 620 940 1600 2160 590

CB-701 360 940 1600 2160

CB-707 330 940 1200 2160

CB-711 630 940 1770 2160 600

CB-11 330 940 1200 2160

CB-14 450 940 1200 2160

CB-22 660 940 1720 2160 630

CB-25 630 940 1800 2160 600

CB-26 330 940 1200 2160

CB-41 620 940 1800 2160 590

CB-77 620 940 1880 2160 590

CB-111 620 940 1450 2160 590 음각 X 1200

CB-115 500 940 1620 2160 470

평판 330 1180 1200 2380 기계재단 최소

도어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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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View 크로스 전경

CROSS 1st Factory 크로스 제1공장 

크로스도어 품질인증서

크로스도어의 품질과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특허증

디자인 등록증

특허증

KS 제품인증서

디자인연구실 인정서디자인 등록증

납세모범 표창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