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 시트는 올레핀계 수지로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소재로 

인체에 무해한 시트입니다.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리얼한 엠보는 페인트로 칠한 듯한 느낌이 돋보이는 원목 질감의 시트입니다.

•친환경 :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합니다.

•사용성 : 친환경 소재로서 아이들 주변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재 입니다.

•내습성 : 플라스틱 소재의 특성상, 습기에 강합니다.

•내구성 : 뒤틀림의 우려가 없어 모양 변형 없이 오랫동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얼한 엠보와 페인트 질감의 시트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무독성 시트

PP 소재의 장점

INTERIOR FILM

[화이트 페인트] PW-01

친환경 에코시트 친환경 에코시트페인티드 우드

[베이지 페인트] PW-02

[웜그레이 페인트] PW-03

[브라운 페인트] PW-04

[딥그레이 페인트] PW-05

[로즈핑크 페인트] PW-06

[미드그레이 페인트] PW-07

[매트블랙 페인트] PW-08

[아이보리] PP-004

[화이트] PP-001

[올리브] PP-005

[로사] PP-006

[블랙] PP-002

[그레이] PP-003

인테리어 필름 / 페인티드 우드예림 인테리어 필름 / PP 시트예림

친환경 PP

※ PP시트 특성상 민자 도어 및 일부 글래스 도어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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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물질인 DOP(가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금속 및 새집증후군 원인물질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거의 

방출되지 않는 안전한 시트입니다.

규제 물질로 알려진 DOP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 제조공법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염화비닐단량체(VCM)가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지 않음)

※ DOP : 프탈산디옥틸의 약칭으로 폴리염화비닐용 가소제의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크림 월넛] WA-03

[브룩시더-가로] WA-05G

[브룩시더-세로] WA-05

[인디안 월넛] WA-02

친환경 ‘에코 와’ 시트

 INTERIOR FILM

[콰트로 러스크-세로] WA-12

[브룩시더 베이지-세로] WA-09

[콰트로 브룩클린-세로] WA-10

[콰트로 브룩클린-가로] WA-10G

[콰트로 엄버-가로] WA-11G

[콰트로 시에나-세로] WA-13

[콰트로 시에나-가로] WA-13G

[지브라 카키-가로] WA-07G

[지브라 카키-세로] WA-07

[지브라 브라운-가로] WA-08G

[지브라 브라운-세로] WA-08

[브룩시더 베이지-가로] WA-09G

[콰트로 엄버-세로] WA-11

[콰트로 러스크-가로] WA-12G

[서튼 체리] WA-01

[락 메이플] WA-04

 재고운영 시트                         친환경 에코시트

인테리어 필름 / '에코 와' 시트예림

새집증후군이 걱정 없는 친환경 시트

[크림 화이트] WA-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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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컬러와 소재 예림시트

[네추럴라이트] 예림 35

[애쉬] 예림 40 

[그린] 예림 39  

[라인우드 6401] 예림 49 

 [티크] 예림 46

[엔틱] 예림 41 

[중체리] 예림 2

 [연체리] 예림 3

[홍송] 예림 5

[월넛] 예림 4 

[메이플] 예림 9

[워시오크] 예림 8

[레드티크] 예림 15

[네추럴오크] 예림 14

[브라운오크] 예림 13 

[체스넛브라운 4402] 예림 29

 [마블화이트] 예림 33 

[카라멜브라운 4401] 예림 28

[화이트엔틱] 예림 27 

 [레드오크] 예림 23 

[워시애쉬] 예림 16

[베이지오크] 예림 26

 [그린웬지] 예림 25 

[모던오크] 예림 64 

[그레이오크] 예림 58 

[대나무] 예림 61 

[블랙펄] 예림 59 

[파인] 예림 65  

[로열월넛] 예림 68

[다크월넛] 예림 67

[화이트오크] 예림 66 

[로열아카시아] 예림 69

[라이트티크] 예림 71

[블랙아카시아] 예림 70

[로열워시오크] 예림 10

 [연월넛] 예림 12

[네추럴브라운] 예림 36

[화이트펄] 예림 72 

[아카시아] 예림 43 

[화인오크] 예림 80

[펄오크] 예림 81

[쏘마크오크] 예림 82

[클래식오크] 예림 83

 재고운영 시트                         친환경 에코시트

베이직 시트

 INTERIOR FILM

40여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의 예림 친환경 시트는 나뭇결 무늬, 가죽패턴, 지사패턴, 키즈도어 전용 시트, 포인트 시트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필름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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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시트 빈티지 시트

다양한 컬러와 소재 예림시트

[사하라 PV] 예림 96

[소노마오크] 예림 101

[코코아 우드콘] 예림 122

[스톤베이지 PV] 예림 97

[그레이브러쉬] 예림 118

[빈티지오크] 예림 102

[블랙 우드콘] 예림 123

[노르딕우드 U6405] 예림 89

[프렌치오크] 예림 98

[블루브러쉬] 예림 119

[화이트그레인] 예림 105

[쉬머오크 G1101] 예림 88

[크림오크 US201] 예림 85

[스트라이프우드 UE401] 예림 86

[아이스크림] 예림 103

[퓨어오크 U7901] 예림 87

[버치] 예림 104

[샤인오크 PZZ01] 예림 84

[우드블랙] 예림 92

[마일드워시오크 G4505] 예림 99

[화이트 우드콘] 예림 120

[코트니브라운] 예림 93

[소프트워시오크 G4501] 예림 100

[베이지 우드콘] 예림 121

[코트니베이지] 예림 94

[솔리노 PV] 예림 95

[브라운그레인] 예림 106

 INTERIOR FILM

인테리어 필름예림

솔리드 시트

[로열블루] 예림 112

[차콜] 예림 113

[샌드베이지] 예림 109

[어반블루] 예림 110

[어반카키] 예림 111

[올블랙] 예림 107

[소프트블루] 예림 108

[진그레이] 예림 91

[유백] 예림 6 

[쿨그레이] 예림 90

 재고운영 시트                         친환경 에코시트

[화이트브러쉬] 예림 117

[리얼오크] 예림 126

[워시그레이 G6904] 예림 124

[애쉬브라운 G7302] 예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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