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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슬림 중문

공간에 품격을 더해주는 인테리어 도어

한라엔컴 ALU - 3way(BTM)

제품 재질 : 알루미늄&불소도장 / 5.0mm 강화유리

설치 공간 : (W)1200 ~ 1800 / (H)2000 ~ 2400 (권장)

제품 규격 : Frame 130 X 65 / Door 36 X 17 (mm)

세계 최고 품질의 검증을 마친 SDD사 양쪽 댐퍼를 부착

프레임&도어 가스켓 마감으로 뛰어난 기밀성 및 마감

디테일한 설계 및 5.0mm 강화유리 사용으로 안정성 확보

공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섬세한 디자인과 마감이 뛰어납니다.



한라엔컴 - ALU 3WAY(BTM)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안심하고 선택하십시오

핸들이 부착되어있는 1번 도어를 

개폐 시에 나머지 2번 3번 도어와  

완전히 겹쳐지지 않도록 설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손 끼임 없이 

안전하게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기존의 하부트랙 모서리 처리를

90도 직각에서 R값을 부여한 

라운드 형으로 변경 설계함으로써

실내에서 맨발로 안전하게 도어를

구동할 수 있으며, 청소가 편리하며

외관상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도어프레임과 유리 사이를 실리콘 

처리하지 않아 외관이 미려하며, 

내구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특수 

고무재질의 가스켓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휼륭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프레임 및 도어의 틈 간격마다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 고무재질로 

제작된 가스켓을 삽입하여 제품의 

기밀성이 더욱 뛰어납니다.

소음/방충/에너지절약 등의 중문

본연의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국내 건축용 댐퍼 최고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SDD사의 SDD-4000 댐퍼를 

적용하여 제품의 안전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도 내구성과 구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라엔컴 중문이여야 하는 이유?

효과적인 인테리어 효과

당신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소음 / 방풍 / 해충 차단

외부의 해로운 조건 유입을 차단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

외부 공기 차단으로 실내 온도 유지 도움

개인 사생활 보호

현관과 실내 사이 개인적 활동을 보호합니다.



3연동 바닥 마감 처리

실내 View 현관 View

스윙 Close 스윙 Open



본사
TEL . 031-554-9955 / FAX . 031-554-9933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67번길 29 2층

생산 / 물류센터
TEL . 031-532-7883 / FAX . 031-534-8834
#11190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오림포길 67

Walk-in
Closet 

신천역 한라 비발디
시스템 가구 옵션행사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

세탁실

현관 팬트리

▷옵션형 다용도실
▷다용도실 시스템가구

I. 공간활용 UP

II. 친환경 우드 판넬

III. 원하는 위치의 선반 이동

모든타입 공통 모든타입 공통 모든타입 공통

수납 공간의 활용성과 디자인, 
두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구성 대로
맞춤 구성이 가능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활용도가 높습니다.

벽부형 시스템으로
견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11㎡C, 84㎡A 111㎡C, 84㎡A84㎡A 84㎡A

기본 옵션 기본 옵션

기본 옵션 옵션기본



본 카달로그는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판매

공기를 설계하다

신천역 한라비발디 











84㎡ [A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84㎡ [B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외기

수량용량 (kw)

■ 시스템에어컨  

침실2

■ 시스템에어컨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7.2 1

침실1 2.3 1

거실 7.2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거실 7.2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알파룸 1.6 1

선택1 11.0 1

선택2 14.5 1

선택3 14.5 1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실외기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7.2 1

침실1 2.3 1

거실 7.2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선택1 11.0 1

선택2 14.5 1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실외기

거실침실3침실2

침실1

거실침실3

침실1

알파룸



84㎡ [C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84㎡ [D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외기

수량용량 (kw)

■ 시스템에어컨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7.2 1

침실1 2.3 1

거실 7.2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선택1 11.0 1

선택2 14.5 1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실외기

■ 시스템에어컨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7.2 1

침실1 2.3 1

거실 7.2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선택1 11.0 1

선택2 14.5 1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실외기

거실
침실1

침실2침실3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4㎡ [E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1㎡ [A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외기

수량용량 (kw)

■ 시스템에어컨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7.2 1

침실1 2.3 1

거실 7.2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선택1 11.0 1

선택2 14.5 1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실외기

■ 시스템에어컨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알파룸 2.0 1

11.0

14.5

14.5

실내기 실외기
구분 시공위치

선택1

선택3

선택2

1

1

1

거실

침실2

침실1

침실3

알파룸

주방

거실

침실2

침실1

침실3



111㎡ [B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1㎡ [C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외기

수량용량 (kw)

■ 시스템에어컨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알파룸 2.0 1

11.0

14.5

14.5

실내기 실외기
구분 시공위치

선택1

선택3

선택2

1

1

1

■ 시스템에어컨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알파룸 2.0 1

11.0

14.5

14.5

실내기 실외기
구분 시공위치

선택1

선택3

선택2

1

1

1

알파룸 주방

거실침실3침실2

침실1

알파룸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침실1



111㎡ [D TYPE]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6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외기

수량용량 (kw)

■ 시스템에어컨  

용량(kw) 수량 용량(kw) 수량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거실 5.2 1

주방 2.3 1

침실1 2.3 1

침실2 2.0 1

침실3 2.0 1

알파룸 2.0 1

11.0

14.5

14.5

실내기 실외기
구분 시공위치

선택1

선택3

선택2

1

1

1

거실 알파룸

침실1

침실3

침실2

주방



제품 구성

청정환기 유닛 에어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 기재된 제품의 사양과 성능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 환경에 따라 제품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기구가 막혀 있으면 제품 보호를 위해 제품이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장 시방에 따라, 결로방지용 히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출력은 동절기 프리히터 가동 시 소비 전력이며, 운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프리히터 적용 운전 시 동절기 전기료가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는 2021년 12월 기준입니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TAC521 

10S6 13S6 15S6 20S6

기본 성능 풍량(㎥/h) 100 130 150 200

기외정압(Pa) 100

온도교환효율(%)
난방 77.2 75.6 76.3 73.7

냉방 72.2 71.5 70.8 66.8

유효전열교환효율(%)
난방 74 71.7 72.4 70.7

냉방 62.8 59.9 60.7 57.6

청정환기 유닛 전원 220V, 단상, 60Hz

소비전력(W)              
정격 38 49 55 75

최대 638 649 655 675

필터 프리필터 / 전자 집진필터 / 초미세 집진필터(탈취일체형)

환기방식 동시 급배기 방식

사이즈(W × D × H, mm) 510 × 680 × 320 550 × 720 × 338

중량(kg) 14.5 16.7

덕트연결구 Ø125

에어모니터 사이즈(W × D × H, mm) 67 × 65 × 116

센서 PM1.0 / PM2.5 / CO2 / TVOC / 온도 / 습도

부가기능 통합공기질 측정 / 밝기조절 4단계 / 자동 디밍 모드

에어 룸콘트롤러 사이즈(W × D × H, mm) 86 × 20 × 120

화면 3.5인치 터치 컬러 LCD

센서 온도 / 습도

• 본 전단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디자인은 예고 없이 수정 될 수 있으며, 제품의 색상은 인쇄 과정으로 인해 실제 제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이미지는 예시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전단의 모든 내용은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고객상담센터 
1588-1144

24h 경동나비엔 공식 홈페이지 
www.kdnavien.co.kr

경동나비엔 공식 쇼핑몰
www.navienhouse.com

에어모니터 청정환기 유닛 에어 룸콘트롤러 

공기청정과 청정환기를 동시에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공기청정과 청정환기를 동시에 구현하는 공기질 관리 시스템으로, 
생활 모든 공간의 공기질을 자동으로 케어합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형 유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 주고, 외부 환기로만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TVOC, 라돈, 냄새 등 가스형 유해물질까지 
제거하는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으로 더 쾌적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2006년 이후 인허가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2020년 4월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물 등에 확대 적용 

아파트 실내 공기, 
입주하기 전에 
선택하세요!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TAC521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을 쾌적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안 모든 공간을 관리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안 전체의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에어모니터가 실시간으로 공기질 정보를 감지하여 시스템이 현재 공기질 상태에 
맞는 최적의 모드로 운전하도록 하며, 다용도실에 설치된 청정환기 유닛 하나로 
천장의 공기 통로를 통해 집안 전체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공기청정과 청정환기를 동시에

신선한 공기 오염된 공기

급기
배기 

에어 룸콘트롤러
동작모드 제어
공기질 정보 확인

에어모니터
실시간 공기질 측정
공기질 정보 확인

청정환기 유닛 
외부 공기 유입
실내 공기 배출
실내 공기 청정 실시간 

자동 연동 시스템

*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에는 설치 환경에 따라 변경됩니다.

거실 청정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거실 공기 청정 

침실 환기
이산화탄소 배출로 

쾌적한 숙면

공부방 환기 
TVOC등 유해물질 제거로 

공부방 집중력 향상

주방 급기 
청정 급기로 요리 시 
유해물질 배출 유도

* 본 전단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성능은 성능 개선 및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인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설치 환경에 따라 제품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어 룸콘트롤러 

에어모니터

나비엔 에어원 앱

공기질 표시 램프 
—
통합공기질 / PM2.5 / CO2 / TVOC 

전면 디스플레이
—
통합공기질 / PM1.0 / PM2.5 / CO2 / TVOC / 온도 / 습도

다양한 모드로 
공기질 케어, 
에어 룸콘트롤러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스마트 인터페이스

자동운전  실내청정

청정환기  요리

숙면 터보운전   

절전 

실시간 공기질 
정보를 한눈에,
에어모니터

통합공기질이란?
—
PM2.5, CO2, TVOC와 온도 및 습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미세먼지 측정성능 1등급
KCL, LS19-00013K

Check Point!

◌ 0.01㎛ 크기의 극초미세먼지 제거

◌ 바이러스와 세균까지 살균

◌ 초미세 집진필터의 수명을 연장하는 전자 집진필터 탑재

손쉬운 필터관리 필터 자가 관리법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 청정 필터시스템 0.01㎛ 극초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살균  

◌ 편리한 필터관리 정확한 필터 교체 알림과 손쉬운 구조로 좁은 공간에서도 더욱 편리한 유지관리 

◌ 에어모니터 실시간 실내 공기질 정보를 측정해, 공기질 변화를 한눈에 확인

◌ 자동운전 우리집 공기질 상태에 맞춰 알아서 풍량과 모드를 조절하여 자동으로 관리

◌ 에너지 절감 낮은 소비전력으로 하루종일 사용해도 부담 없는 전기료 

쉽게 여닫는 노브 방식 손쉬운 필터 교체 및 관리  더 정확한 필터 교체 알람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제품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 및 교체를 직접 진행해주세요. · 나사 체결이 아닌 노브 방식으로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어, 
 쉽게 커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완전 분리형 커버로 좁은 공간에서도 
 필터 교체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 차압센서로 실제 환기 사용량을 
 감지하여 더욱 정확한 
 필터 교체 알림을 제공합니다.  

극초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세균 및 바이러스까지 살균하는
청정 필터시스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UV-LED 모듈이 탑재된 청정 필터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0.01㎛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부유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초미세 집진필터 
초미세먼지 제거

탈취필터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먼지 제거

프리필터
큰 먼지 제거

* 필터 세척 및 교체 주기는 권장 사항으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 물 세척한 필터는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정환기시스템 필터는 나비엔하우스(www.navienhouse.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프리필터
3개월 주기 세척

전자 집진필터
6개월 주기 세척

초미세 집진필터(탈취일체형) 
1년 주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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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1㎛ 크기의 극초미세먼지 제거
· 시험규격 | 한국공기청정협회 실내공기청정기 규격 SPS-KACA 002-132:2018 Modified 
·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 시험제품 | TAC561
· 시험입자 | 염화칼륨
· 시험방법 | 시험 챔버 50㎥에 청정환기 제품을 설치 후 60분 운전하여 0.01㎛ 직경의 
 염화칼륨입자의 분진감소율을 측정 (3.33㎥/min [200㎥/h] 기준)
 (50㎥는 25평형 공동주택 거실 공간 수준)
· 시험결과 | 60분 이내 0.01㎛ 99.999% 이상 제거

2)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 시험규격 | 한국공기청정협회 실내공기청정기 규격 SPS-KACA002-132:2018
·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 시험제품 | TAC561
· 시험입자 |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 시험방법 | 시험 챔버 8㎥에 청정환기 제품을 설치 후, 시험입자를 공간상에  분사하고 
 청정환기 제품을 30분 운전하여 초기농도(10ppm±10%) 대비 전후 농도를 비교하여 
 가스제거율 산출 (3.33㎥/min [200㎥/h] 기준)
 (8㎥는 20평형 공동주택 방 1개 공간 수준)
· 시험결과 | 30분 후 암모니아 96% / 아세트알데하이드 99.5% 이상 / 아세트산 99% / 
 폼알데하이드 99.5% 이상 / 톨루엔 75% 제거

3) 부유 세균 및 바이러스 살균
· 시험규격 | 한국오존자외선협회 공기정화장치 규격 (KOUVA AS 02 : 2019)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 시험제품 | TAC561-13S/20S
· 시험입자 | 세균-표피포도구균(ATCC12228), 바이러스-박테리오파지(Phi-X174,ATCC13706-B1)
· 시험방법 | 시험 챔버 60㎥에 청정환기 제품을 설치 후, 시험입자를 공간상에 분사한 후 
 (세균: 1x105 CFU 1시간, 바이러스 1x19PFU/ml 40분) 청정환기 제품을 운전하여
 (세균: 1시간, 바이러스: 30분) 전후 농도를 비교하여 제거율을 산출
   (60㎥는 34평형 공동주택 거실 공간 수준)
· 시험결과 | 부유 세균 98.4%, 부유바이러스 97.6% 저감(3.25㎥/min[195㎥/h] 13S 모델 기준) 
 부유 세균 99.8%, 부유 바이러스 98.7% 저감(5㎥/min[300㎥/h] 20S 모델 기준)

*  위 성능실험의 대상 모델은 판매 모델과 동일한 성능을 구현합니다.
*  ‘미세먼지 제거효율/탈취성능’은 공기청정협회의 “공기청정기 시험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 
 ‘부유세균·부유 바이러스 제거성능’은 한국오존자외선협회의 “공기정화장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청정환기 제품을 밀폐된 실험공간에서 가동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  위 성능실험은 시험기관 측정 기준으로 완전히 밀폐된 시험 챔버에서 진행된 것이나, 
     실제 주거 공간은 일정량의 누기가 발생하므로 실사용환경(전실 크기, 풍량, 공기유입·유출량 등)
     에 따라 효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전단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성능은 성능 개선 및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인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설치 환경에 따라 제품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전단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성능은 성능 개선 및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인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설치 환경에 따라 제품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전단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성능은 성능 개선 및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인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설치 환경에 따라 제품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UV-LED 모듈
세균 및 바이러스 저감 



기능성방충망선두주자고구려시스템
고구려시스템

우리아이와반려견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싶으신분! 

망이쉽게훼손되어 매번망을교체하기번거로우신분!

외부미세먼지가실내로들어오는걸원치않으신분!

이런분들께추천드립니다!

시공사례 :

B2B

GS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반도건설, 

LG하우시스, 에스원

B2G

교육시설, 의료시설, 

교정시설

B2C

대리점 및 취급점을

통한 일반 소비자

판매원 ㈜제이에스 C&I

제조원 고구려시스템㈜



안전방충망

고층아파트 어린이 추락방지 ‘안전방충망’

특허받은 ‘ㄷ’ 자조립구조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안전성

① 특허 받은 ‘ㄷ’자 조립구조로 망과 프레임의 견고한

결속 구조

② 고강도 스테인리스망으로 녹 발생 방지

③ 특수 분체코팅으로 먼지가 쉽게 망에 쌓이는 걸 방지

④ 잠금 장치 부착으로 제품의 안전도 높임

• 이중자동 잠금장치 & 비밀번호 잠금장치

⑤ 일반방충망과 달리 망갈이 걱정 NO! 반영구적 사용! 

미세먼지저감안전방충망

안전방충망에 미세먼지 저감망을 결합한 Anti-dust Screen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①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 각종 유해먼지 실내 유입 선 예방

②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비 or 바람으로 자연적 세척가능

③ 안전 기능까지 겸비한 멀티제품 (추락방지)

④ 블라인드 방식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시 미세망을 내려서

사용하고 공기가 맑을 시 미세망을 올려서 사용 가능

빗물차단 각종유해먼지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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