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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입면분할창

단열 성능에 탁 트인 전망까지 해결하는 발코니 전용 창호

04 05

특  징 ● 하부 접합유리 적용으로 난간대를 대체해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부 창의 처짐 방지 및 내풍압성을 고려하여 
  고강도 보강재를 삽입하였습니다. 

 ●  24mm 복층 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  자동 잠금장치를 적용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용  도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색  상 ●  내부 : 목무늬 Sheet, White
  외부 : Color Sheet, Color, White

유  리 ●  22, 24, 26mm (복층 유리 적용)
  하부 Fix 23.76~27.76mm (접합 유리 적용)

재  질 ●  PVC

디그너스 실버 대 - 핸들 

252 mm

130 mm

     분할 이중창 

     분할 단창 

접합 복층 유리 

적용 가능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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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우수한 단열성과 내구성을 가진 합리적인 발코니창입니다.
 ●  26㎜ 복층 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  자동 핸들 장치를 적용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용  도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색  상 ●  내부 : 목무늬 Sheet, White
  외부 : Color Sheet, White

유  리 ●  22, 24, 26mm (복층 유리 적용)

재  질 ●  PVC

발코니 전용창

단열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발코니 전용 창호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0 mm

252 mm

262 mm

130 mm

140 mm

     발코니 이중창

     발코니 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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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용창

합리적인 가격과 기능성을 갖춘 창호

특  징 ● 기능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합리적인 창호입니다.
 ●  다른 실내 전용창에 비해 걸림 치수가 2mm 정도 높아 
  풍압에 다소 안전하며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용  도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색  상 ●  내부 : 목무늬 Sheet, White
  외부 : Color Sheet, White

유  리 ●  16, 22mm (복층 유리 적용)

재  질 ●  PVC

특  징 ● 기능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었으며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  공틀 일체형의 경우, 공틀부의 다양한 색상 적용으로 
  아늑한 공간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용  도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색  상 ●  내부 : 목무늬 Sheet, White / 외부 : Color Sheet, White

유  리 ●  16, 22mm (복층 유리 적용)

재  질 ●  PVC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0 mm

225 mm

115 mm

     이중창

     공틀  단창

     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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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도어 

고급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단열, 차음, 기밀이 뛰어난 고급 도어

특  징 ● Hinge와 Bolting의 조립방식으로 단열과 방음이 우수합니다.
 ●  공틀 일체형 구조로 다양한 목무늬 랩핑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  EPDM 가스켓 적용으로 단열, 기밀이 우수하여 개폐가  
  부드럽습니다.
 ●  고강도 3D 힌지 적용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며 창짝의 위치 
  조정이 용이합니다.
 ●  PVC 내부에 고강도 아연도금 스틸 보강심을 삽입하여 
  도어의 뒤틀림 및 처짐을 방지하였습니다.

용  도 ●  아파트, 일반주택, 고급빌라 등의 출입문

색  상 ●  내부 : 목무늬 Sheet, White  
  외부 : Color Sheet, White

유  리 ●  22, 24, 26, 28mm

재  질 ●  PVC

특  징 ● 주거공간, 사무공간, 오피스 빌딩 등 다양한 건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커튼 월처럼 자유롭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일 프레임으로 수직, 수평, 복합창 구현이 가능합니다.
 ●  고하중 하드웨어를 사용해 견고합니다.
 ●  창호 상부가 15° 정도 안쪽으로 열리는 
  Tilt(환기) & Turn(여닫이) 방식으로 공기 순환 효과와 방범창 
  기능으로 충족시킵니다.
 ●  강제 밀폐 방식의 특수 하드웨어인 PVC 소재로 기밀성과  
     방음성이 우수합니다.

용  도 ●  초고층 건물의 외벽, 주상복합 및 오피스 등

유  리 ●  22, 24, 26mm (복층 유리 적용)

재  질 ●  PVC

특  징 ● 주거공간, 사무공간, 오피스 빌딩 등 다양한 건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커튼 월처럼 자유롭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일 프레임으로 수직, 수평, 복합창 구현이 가능합니다.
 ●  고하중 하드웨어를 사용해 견고합니다.

용  도 ●  초고층 건물의 외벽, 주상복합 및 오피스 등

유  리 ●  22, 24, 26mm (복층 유리 적용)

재  질 ●  PVC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윈도우 

고급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단열, 기밀, 차음, 수밀성이 뛰어난 고급 창호

PVC Casement(IN/OUT) 

PVC System Tilt & Turn  
특수 하드웨어 장착으로 창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실내 온도의 변화 없이 외부 침입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개폐방식

PVC Project & Pull Down 
창의 열림이 쉬우며 격조 높은 공간 창조로 인테리어 연출

130 mm

140 mm

     터닝 도어 

터닝도어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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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너스 : 그립 

   디그너스 : 대·소 

   이지스 &  페티오 

Handle : 핸들 

모든 창문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기존 손잡이와 호환이 가능해 설치가 용이합니다. 

LEFT

LEFT

LEFT이지스 LEFT페티오 

RIGHT FRONT

FRONT

FRONT FRONT

제품 인증서   

한글라스 윈도우 솔루션의 창세트와 문세트 제품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 취득받은 제품이며, 

한글라스 기술연구소는 KS F 3117 창호 성능 테스트 KOLAS 인증 시험기관입니다.

창호 일반 주의사항  

창호는 취급 및 시공 시에 기밀과 단열에 유의해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사고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지오 : 대·소 
LEFT FRONT

KS F 3117 창세트 인증 취득 KS F 3109 문세트 인증 취득 

한글라스 기술연구소 
KOLAS 공인시험 검사기관 지정 

● 제품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유리를 창틀에 끼울 경우, 개폐에 의한 충격, 뒤틀림 등의 영향이 유리에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창틀 시공 시, 창틀 내부에 배수구가 뚫려있지 않으면 물이 차게 되어 복층 유리 실란트 팽창(swelling) 현상이 발생하여, 복층 유리 

내부에 실링 된 실란트의 접착력이 저하되어 내구성의 저하와 복층 유리 내부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사용하는 실란트는 KS F 4510(건축용 실링제)에서 규정한 수밀성과 내후성에 뛰어난 무초산 타입의 실리콘계, 폴리설 
 파이드계 및 폴리우레탄계의 실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최종 마감공사에 사용하는 3차 접착제는 반드시 KS F 4910 G형(글레이징에 사용하는 실링제)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설계 시방(설치면)에 적합하지 않은 실란트를 사용할 경우 복층 유리의 실란트, 부틸과 화학반응으로 인해 특히 복층 유리 내부에는  

접착제 흘러내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장 마감선을 준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 방충망 레일의 양끝이 미장 Mortar나 Sealant 등에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 보강재 및 지지목의 훼손이나 이탈 방지에 대한 협조를 현장 관계자와 진행해야 합니다.
● 고정된 창틀의 타 용도(사다리, 받침, 작업, 재료 비축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
● 천창, 온실 등에 사용할 경우 일사 및 온도의 영향에 의해 매우 가혹한 사용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당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합니다.
●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한글라스 고객센터(T.080-706-62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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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단열 성능 

사계절 적정 실내온도 유지로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결로현상 저감효과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줄여 결로현상을 억제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밝고 화사한 실내 분위기 연출 

가시광선의 유입량을 최대화하여 밝고 화사한 채광 효과 및 

깨끗한 외관 연출에 효과적입니다.

환경보호 효과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친환경 한글라스 로이유리 제품 

투명 로이 유리   

고품질 한글라스 판유리의 한쪽 면에 얇은 

은(Silver) 코팅막으로 단열 효과를 극대화

하여 유리 표면의 코팅막이 외부의 태양

열선 상당 부분은 반사시키면서 실내 난방

열을 다시 실내로 반사시켜 온도를 유지

해 주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 효과가 뛰어난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에스라이트 

트리플 로이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3겹의 은(Silver) 막을 

코팅한 트리플 로이(Triple Low-E)로서 

뛰어난 셀렉티비티(Selectivity)를 자랑하며 

최고의 에너지 절감 성능으로 추운 겨울

에는 높은 단열 성능으로 난방부하를 줄

여 주고 더운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 냉방부하를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

업용 건물에 최적인 유리입니다. 

에버라이트 XT 

반사 로이 유리  

소프트 로이 코팅과 반사 코팅이 함께 적용

되어 우수한 단열,  차폐 효과를 모두 갖춘 

고기능성 제품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저반사 유리 특유의 은

은한 반사 효과로 건축물의  아름다운 외관 

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에버라이트 K 

더블 로이 유리  

2겹의 은(Silver) 코팅막으로 높은 단열 

성능과 뛰어난 태양열 차폐 효과를 동시에  

갖춘 고기능성 더블 로이(Double Low-E)

로서, 실내로 유입되는 가시광선을 일부 

차단하는 기존 반사 유리의 단점을 보완

하여 가시광선의 유입량을 최대화함으

로써 밝고 화사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

합니다.

에버라이트 SK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국내 최초의 복층 유리 가공자 네트워크

국내 안전유리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최초의 강화유리 가공업체 네트워크

한글라스의 유리솔루션

에너지 절약형

한글라스 로이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은(Silver)을 코팅한 최고급 

에너지 절약형 소프트 로이유리로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나보세요.

14 15

시공 사례  

이지더원 1차 (원주) 이지더원 2차 (원주)

양우 내안애 오피스텔 (이천)

이랜드 타운힐스 (청주)

마포구 성산동   노블에비뉴 아파트  |  70 세대

송파구 석촌동   우노하우스  |  49 세대   

광주시 오포동   부띠크힐스 신축공사  |  26 세대

파주시 야당동   디베뉴스타 오피스텔  |  128 실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모아미래도 파크 힐스아파트  |  587 세대

시흥시 장현지구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아파트  |  928 세대

이천시 안흥동   양우 내안애 오피스텔  |  568 실 

의정부시 의정부동    밀레니움 오피스텔  |  62 실 

군포시 당동   리베르 오피스텔  |  121 실 

원주시 지정면    이지더원 1차 아파트  |  1,430 세대

원주시 지정면   이지더원 2차 아파트  |  776 세대

청주시 강서동   이랜드 타운힐스 싱글스위트오피스텔  |  216 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HANGLAS Window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