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per」 는 1994년 론칭된 프랑스 상고방 그룹의 인테리어 시스템 파티션 

전문 브랜드입니다. 유럽 스타일의 슬림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1,200여 개의 

프랑스 기업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 」 는 Clipper 브랜드의 글라스 전용 시스템 파티션으로 알루미늄 프로  

파일 시스템과 유리와 유리를 직접 연결하는 시공 방식(Edge to Edge glazing)을 

통해 높은 개방감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연출해줍니다. 

| 엘란스

Doors
의 알루미늄 프레임 도어는

단일 또는 이중 Glass Wall 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Centered single glazed aluminum
framed door

Offset single glazed aluminum
framed door

Double glazed aluminum
framed door

Aluminum Framed Door |  알루미늄 프레임 도어   | 엘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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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System 
Partitions
글라스 시스템 파티션



Glass wall |  글라스 월  

Edge to Edge Joint |  엣지 투 엣지 조인트

Partitions
최적의 두께로 개발된 알루미늄 프로파일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게 

단일 또는 이중으로 유리 패널을 선택 

적용 가능하며, 자유로운 레이아웃으로 

공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  적용 유리 : 8~15mm 강화 유리
●  (차음) 접합 유리 적용 가능 

●  적용 유리 : 8~12mm 강화 유리
●  (차음) 접합 유리 적용 가능 

Single Glazing Centered
Corner Condition

Centered Single
Glazing Partition

EDGE TO EDGE RIGHT ANGLE

EDGE TO EDGE  T  ANGLE

Single Glazing Centered

Single Glazing Offset
Corner Condition

Double
Glazing Partition

Single Glazing Offset

Double Glazing
Corner Condition 

Offset Single
Glazing Partition

Connection to Circulation
Between Double Glazing and
Centered Single Glazing

자유로운 공간설계 
Partitions & Doors  

●  적용 유리 : 8~12mm 강화 유리
●  (차음) 접합 유리 적용 가능 

Double Glazing

Elance On & Off |  엘란스 온 앤 오프    On & Off Partitions

스마트 글라스 파티션은 클릭 한 번으로 

투명했던 파티션이 불투명해져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며, 커튼 또는 블라인드 

설치 없이 세련되게 공간을 분리시켜 주어 

공간 활용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전기로 유리 투명도를 조정하는 스마트 글라스 파티션 

엘란스 온 앤 오프 파티션은 전기 공급에 따라 투명, 불투명이 조절 가능한 스마트 글라스 

파티션으로 전기를 끄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액정 분자가 빛을 산란시켜 불투명해 

지고 전기를 켜면 전기장의 방향으로 액정 분자가 배열되어 빛을 통과시켜 유리를 투명

하게 만들어 줍니다.

스마트 글라스 파티션    
 On & Off

On

Off

Elance Silence |  엘란스 사일런스   Silence Partitions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리 전문기업 

한글라스의 유리 솔루션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엘란스 사일런스시스템 파티션은 

차음 효과가 뛰어나 조용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탁월한 차음 성능을 자랑하는 파티션 

엘란스 사일런스 파티션은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특수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차음 성능을 

탁월하게 향상시킨 차음 접합유리를 사용하여 동일한 두께의 단판 또는 복층 유리 보다 

약 3~6dB 정도의 음 투과를 추가로 차단할 수 있어 차음 효과가 뛰어나 외부로부터 유입

되는 소음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음 성능 파티션  
 Sil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