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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LIM
MOULDING & DOOR

Where happiness is created through beautiful design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인테리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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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LIM 
MOULDING & DOOR

A space completed with Younglim becomes a standard of house-interior.

The 3 features characterizing the value of Younglim.

Trustable self-production

Younglim aims at perfection through 

stringent quality control procedures with 

expertise in automated self-production 

system.

Various Younglim Colors

From wood grain patterned colors to 

solid colors, customers can find a suitable 

interior color within a range of more than 

400 color selection.

Customizable Designs

Younglim offers customizable designs that 

cater to customers’ requests and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3가지 약속 영림 몰딩·도어의 가치를 완성합니다.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엄격한 품질 
검수로 마지막까지 완벽을 기합니다.

400가지가 넘는 컬러에서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에 따라 알맞은 크기와 
사양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믿음직한 자체생산 맞춤형 영림컬러 꼭 맞는 주문제작

영림으로 완성하는 공간,  스타일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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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520

※ The images above are printed colors and may have a subtle difference from the actual products. Please refer to the Younglim comprehensive catalog for more details.

영림 ABS 도어  YOUNGLIM ABS DOOR 

영림 ABS 탈공 도어  YOUNGLIM WINDOWED DOOR

YA-01

YA-620

YD-1240A

YL17 

YL107 

YL99 

YA-02
YL27 

YA-760
YL108 YL17             YL27 YL34          YL50

YA-07
YL34 

YD-510 

YA-190
YL50 

YD-1180

YA-490
YL77 

YD-1300

YL99

DOOR  

영림 중문  YOUNGLIM INNER GATE DOOR

YT-51 YT-47X
YL161+ASSEMBLY BEVELED(TRANSPARENT
+WOOD+DIA+AQUA+100w)

YL74+TRANSPARENT PAIR PS075+AQUA(TRANSLUCENT)
YD-1410M, 1410MA

YA-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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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특수 발포 문틀   MERITS OF PVC FRAME

PVC 발포 여닫이용 문틀  PVC FRAME FOR HINGED DOOR

➌  LVL 보강목   LVL REINFORCING WOOD

➋  구조 보강재   STRUCTURE REINFORCING MATERIAL

견고한 구조   SOLID STRUCTURE

➌

➊

➋

PVC DOOR FRAME

The door frame completes the perfection of the door. We Younglim proudly promise to offer you sophisticated 

door frames with outstanding quality through our knowledge and skills we have accumulated.

    •PVC 발포 문틀로 시공 시 작업이 매우 편리해 실용성 극대화
         PVC Frame makes installation easy and is highly practical.
 
    •12mm의 도어 다리로 기밀성 강화
           Air-tightness is enhanced by increasing the length of door
       legs to 12mm.

    •문틀의 기계적 강도 향상을 위해 일체형 Steel-plate로 보강한 구조
        Structure is reinforced with an integral steel-plate to enhance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door frame.
  
    •3가지 공용 규격(110~155, 175~210, 230~245)에 사용되는 보강재를 운영해 편의성 증대
       3 types of steel plate reinforcement (size 110~155, 175~210, 230~245) offers user convenience.

    •뒤틀림 및 휨 방지를 위한 보강목으로 경첩부 나사 조임력 유지 및 문짝 반복 개폐 시 내구성 향상
       Reinforcing wood is used to prevent deforming and bending, also to maintain hinge clamping force.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일체형 Steel-plate로 제작된 구조 
보강재를 적용해 문틀의 기계적 강도를 높였습니다.

We have increased the mechanical strength of door 

frame by applying reinforcement material made of 

integral steel-plate with unique technology of Younglim.

높은 실용성   HIGH PRACTICALITY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운반과 시공이 용이하며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It is lightweight and sturdy. And it is easy to carry and 

install, maximizing practicality.

다양한 색상   VARIOUS COLORS 

영림 시트의 다양한 색상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to apply various colors of Younglim sheet 

which implements the color of the wood as it is, so that 

it can be customized to the space desired by the 

customer.

다양한 사이즈   VARIOUS SIZE 

좁은 폭 문틀부터 대형 폭 문틀까지 제품 사이즈를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We have expanded the range of products from the 

narrow-width door frames to the large-width door 

frames in the residential space and the utility room 

to various sizes.

우수한 내구성   SUPERIOR DURABILITY

PVC 발포심재를 사용해 변형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고, 
고사양의 LVL 보강목 사용으로 경첩부의 나사 조임력이 
견고하여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Using PVC foamed core, it does not cause deformation 

or corruption, and it can be used for a long time because 

of its high-grade LVL reinforcement neck, which keeps 

the screw tightening force of the hinge part secure even 

when repeatedly opening and closing.

정교하고 내구성이 탁월한 영림의 도어 프레임. 오랜 세월 축적된 연구와 기술력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선사합니다.

단단한 PVC 소재를 사용해 습기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하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입니다.
Durable and economical door frame, Younglim PVC door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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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mm

12mm

42mm

140mm

42mm

110mm

42mm

12mm

구조 보강재
Steel Plate Forcement Structure

LVL 보강목
LVL Reinforced 
Wood

이지 경첩
Easy Hinge

DOOR

화이트
WHITE

아이보리
IVORY

베이지
BEIGE

브라운
BROWN

블랙
BLACK

다크 그레이
DARK GREY

➊ 8mm로 넓어진 가스켓 폭에 따른 도어 사이즈 커버 폭 증가
     8mm gasket to covering door gap.

➋ 구형 대비 넓어진 중공부와 두꺼워진 두께로 인한 완충 효과 향상
     Improvment in thickness maximizing a cushion effect.

➌ 색상, 공정, 운영 방식은 기존 가스켓과 동일
     No changes in the color, manufacturing process, operation 
     method as the previous gasket.

8mm

4.5mm

It reduces the gap between door 
and frame.

가스켓 색상 옵션  GASKET COLOR OPTION

그레이
GREY

YD-110 YD-130

YD-140 YD-155

영림 발포문틀, 이지경첩 가이드 돌기에 최적화된 가스켓으로 도어와 문틀 사이의 유격을 줄여줍니다.
A gasket optimized to use of Younglim Easy Hinge that reduces the gap between the door and its frame. 

도어와 문틀 사이의 유격을 줄이는 구조

155mm

42mm

12mm12mm

PVC 발포 여닫이용 문틀  PVC FRAME FOR HINGED DOOR

PVC 발포문틀 가스켓  PVC FRAME G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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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Younglim’s accumulated know-how and technical skills, we offer you more than 400 broad selectivity 

of different wood and solid colors.

COLOR  

※ Please refer to the Younglim Sheet sample book for more color options.

Color NO.
YL50

Color NO.
YL107

Color NO.
YL144

Color NO.
YL77

Color NO.
YL35

Color NO.
YL27

Color NO.
YL17

Color NO.
YL34

Color NO.
YL108

Color NO.
YL99

Color NO.
YL116

Color NO.
PS025

Color NO.
PS075

Color NO.
YL161

Color NO.
YL162

영림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만들어낸 400여 종류의  우드 및 솔리드 컬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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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LIM
TOTAL INTERIOR

Outstanding product durability and its sophisticated 

designs will differentiate your house from the others.

Not only heat & noise insulation but also efficient 

function-oriented Younglim inner gate provides a 

customized solution to customers.

Window determines the scenery of our home. 

Efficient performance and a great design 

of Younglim Sash will make any inner space 

comfortable and beautiful.

The history of Younglim itself is the history of house interior industry in Korea.

Younglim, a pioneer in the field of house interior market where no one had ever tried to blaze a trail. With 

a simple principle, which a beautiful space entails beauty in the lifestyle, Younglim has been pursuing 

consta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quality improvement ever since Younglim was established in 1984.

YOUNGLIM MOULDING DOOR YOUNGLIM INNER GATE YOUNGLIM PRIME SASH

SASH

BATH KITCHEN FLOOR

STYLE WALL

DOOR
WARDROBE

MOULDING

INNER GATE

HOME & LIVING

불모지였던 인테리어 내장재 산업의 개척자 영림. 아름다운 공간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1984년 창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림은 대한민국 인테리어 내장재의 역사입니다.

영림 도어는 다양한 영림 도어 시스템과 디테일이 
살아 있는 몰딩으로 차별화된 공간을 완성합니다.

단열과 보온, 소음 차단 효과까지 갖춘 영림 중문은 
맞춤형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 연출을 제공합니다.

영림 프라임샤시는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으로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Younglim Kitchen infuses a new value into an ordinary 

place with its unique designs and great functionality.

Where you can find comfort and a cozy atmosphere, 

Younglim Bath will accompany perfection from the 

accessory to storage.

Since a living room is the first impression, and a 

center of one’s house, Younglim Home & Living 

guarantees only the best quality through a careful 

superb material selection.

YOUNGLIM KITCHEN YOUNGLIM BATH YOUNGLIM HOME & LIVING

영림키친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섬세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영림바스 효율적인 수납 기능과 다양한 디자인의 
욕실장부터 액세서리까지 영림바스가 함께합니다.

거실은 집의 중심이기에 영림 홈앤리빙은 최고급 
소재만 엄선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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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LIM FORESTRY   |   9, Hogupo-ro, Gojan-Dong, Namdong-Gu, Incheon, South Korea.

                                                   +82 32-813-5500

Official Website   www.yl.co.kr   |   Official Online Store   www.younglimmall.co.kr

※ The images in this pamphlet are printed colors and may have a subtle difference from the actu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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