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other systems with Insect screen mechanisms.
Do adapt other fabrics instead of insect screen.

Wide Applications [넓은 적용(응용)범위]

Sky Screen

공사실적
2001년
LG 화학
발코니 전용창
현대산업개발 분당 판테온
대림건설
마산 아파트
JAPAN
삼성건설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어떠한 곳이라도 설치가 가능하게 설계하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Slant Screen

㈜도시개발
▲시공 전 모습

▲장착된 모습

▲시공 전 모습

▲시공 완료 모습





▲장착된 모습

▲시공 완료 모습

성우건설
대민건설
삼성건설
알포에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건설
코오롱건설
나성건설
금호건설
현대산업개발
벽산건설

Turn & Tilt window Screen

Insect Screen

부영건설

수지 성우 1,2차 아파트
연세대학교 리모델링(창호)
도곡동 삼성 SEI 사옥
오포 베르빌 아파트
목동 하이페리온
삼성동 I-PARK
여의도 리첸시아
롯데 캐슬 스파(부산)
일산 레이크폴리스2
당산동 스타폴리스
도곡동 아카데미 스위트
한남동 리첸시아
분당 I-PARK
마산 청구 제네스 아파트
한강로 메가트리움

동부건설
동부건설





Prairie Homes,INC
마포 레미안
당산동 레미안
강남 교육문화회관
목동 부영 그린빌
역삼동 하나로 오피스텔
제주 플러스 창호
부산양정 우림 아시아드
부산 연제 현대 홈타운
안성 한경대학교
진주 우편 집중국
방화동 오피앙 오피스텔
나주시 제일병원

▲방충망을 치기 전 모습

▲손으로 내리는 과정

▲방충망을 친 모습

▲구형 창틀 시공

▲사무실 창문

▲아파트 창틀(욕실)

▲상가 창틀 시공

▲구형 가옥 욕실 창틀

▲현관문 시공

Blackout / Heat Insulation Screen

논현동 동부 센트레빌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도봉구청
한국건설
영광 원자력 발전소
동양고속건설 분당 파라곤
한국도시개발 평촌 샤르망
오피스텔
대림산업
부천 중동 아크로텔
상동 아크로텔
해운대 아크로텔
한강로 메가트리움
벽산건설
LG 건설
용산 LG 자이
현대건설
광화문 오피시아
라성건설
대치동 아카데미스위트
현대건설
부산 베네씨티
국제종합토건 군산 자유무역항
정부종합청사
동문건설
백석동 동문 오피스텔
SK리더스 뷰
SK건설
이수건설
중림동 브라운스톤
금강건설
여의도 KCC
신동아건설 양평동 하이펠리스
SK HUB 성대
SK건설
영남건설
바비엥2
금촌지구
한신공영
현대산업개발 아산병원
르메이에르건설 리메이에르 신촌

특허 및
품질보증

www.winhouse.co.kr

Address : #96-22, Nagha-ri, Tanhyeon-myeon, Paju-si, Gyeonggi-do, Korea.
Tel. 82-31-946-6522 / Fax. 82-31-946-6514 / E-mail : winhouse@winhouse.co.kr

Win Insect Screen System
-One Touch System
-Semi-Auto System
-Switch System
-Sky Screen
-Blackout Screen
-Slant Screen
-Turn & Tilt Windows Screen

방충망
-원터치 감속시스템
-세미오토 시스템
-스위치 시스템
-스카이 스크린
-블랙아웃/단열 스크린
-경사창 스트린
-턴&틸트 윈도우 스크린

Winhouse Insect Screeen
■ One-touch Speed reducer System

Semi-Auto speed reducer system (세미오토감속시스템)

Switch System (스위치 시스템 롤 방충망)

Semi-Auto speed reduces system.
세미 오토 롤 방충망
▨ Opening and shutting. 개폐장치

▨ Opening and shutting. 사용방법
(This system is recommend for screens installed in
high application)
Excellent safe & convenient opening and closing
with cord or ball chain control.
To close he insect screen, pull down on control
chain.
To open the screen, pull the cord or ball chain like
switch, the screen rolled up smoothly during pulling
cord looks like motor system.
The screen will be stopped at any point you want.

(This system is recommend with wider screen)
Excellent safety & convenience opening and
shutting with one touch system
When close the insect screen, drag down bottom
bar to end the screen would be stop exact that
point. When open the screen, push down handle
and the screen rolled up smoothly.
The screen will be stopped at any point you require.
Used speed reduction gear, the screen rolled up
smoothly.

▨Speed Reducer

▶The insect screen rolling up smoothly
with gear speed reducer

▨감속장치
▶피스톤의 사용으로 방충망 원단이 빠른
속도로 감겨 올라가 충격과 소음이 발생
됐던 기존의 방식의 개선

이 제품은 가로의 폭이 넓은 방충망에 추천합니다.
Semi-Auto방식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폐합니다.
방충망을 칠 땐, 손잡이를 내려서 손을 떼면 됩니다.
방충망을 올릴 때는 하단 바 어디라도 한번 누르면 자동
으로 방충망이
부드럽게 감겨 올라갑니다.
방충망 원단을 중간에 어느 위치라도 정지시킬 수 있습
니다.(실용신안 0373362)

Semi-Auto & Speed reduce system
- 세미 오토(Semi-Auto)방식으로 개폐, 하단 바의 손잡이를 아래로 한번 누르면 고정되고, 또 하단 바의 손잡이를 아래로 누르면 자동 Open 됩니다. (반영구적사용).
하단 바 어느 곳을 눌러도 완벽하게 방충망이 열립니다. 하단 바를 두 세 번 씩 눌러야 했던 기존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A/S 발생 소지를 거의 100% 개선 보완 했음 (실용신안 0365043/6306334)

Spring 
Guide 

▨Spring

Switch system은 소비자가 방충망을 구성하는 핵심의 제품들을 건들이지 않고 개폐할 수 있어, 오작동 등으로 야기되는
사후A/S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특허출원 중)

이 제품은 높이가 높은
곳에 방충망을 설치 할
때, 추천합니다.
볼 체인이나 코드를 이
용,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폐합니다.
방충망을 칠 땐, 볼 체
인이나 코드를 이용해
스크린을 내립니다. 방
충망을 올릴 때는 전동
스크린의 스위치를 누
르고 있듯이, 코드나 볼
체인을 당기고만 있으
면 자동으로 방충망이
부드럽게 감겨 올라갑
니다.

Long staying power spring
▶내구성이 강한 스프링 사용

Common strong points



5mm round plastic bar with special fabric in guide rail, the fabric will not full out of guide rail. If excessive force is applied to screen power, the fabric will
release from guide rail to prevent fabric’s damage.
To repair, simply reinsert fabrics into the guide rail by hand.
PLS see CD brochure to see how to repair.

▨Opening & shutting(개
폐장치)

▨Guide Rail

가이드레일의 내에 5mm 봉을 특수원단으로 감
싸는 방식으로 충격이나 부주의로 원단이 찢어지
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과도한 힘으로 원단을 밀
면, 원단이 가이드레일에서 빠지면서 원단이 찢
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빠져 나온 원단은 손으
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Installation 설치

▨Absorb noise & shocking

The mechanism be Guaranteed for 10 years

Absorb noise and rolling up fabrics’speed
shocks with insert special rubber inside guide
rail.

▨충격방지
충격방지 특수 고무를 가이드 레일에 삽입
하여 원단이 감겨 올라가는 충격과 소음을
흡수합니다.

▨ One touch opening and shutting. 원 터치 개폐.





▨Fabric

Glass Fibre fabric.

▨원단
반영구적인 재질과 뛰어난 난연성 유리섬유
에 PVC 코팅이 되어있어, 불에도 타지않으
며, 내 부식성도 우수합니다. 태양광선에 강
하여 수축,팽창 등의 형태변화와 부식이 거
의 없습니다.

# 방충망을 칠 땐, 손잡이를 내려 한번 눌러줍니다.
# 방충망을 올릴 때는 손잡이를 아래로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방충망이 부드럽게 감겨 올라갑니다.
일반염화비닐제

유리섬유

가이드 레일방식

원단 찢김 방지

기존의 경첩용 자석이 아닌 One touch 개
폐방식으로 사용의 편리성과 안정성이 우
수합니다.바닥에 어떠한 것도 부착시키지
않아 매우 깔끔 합니다. 살짝 손잡이를 누
르는 것만으로 방충망이 열리므로 조작이
편리 합니다.

특별한 천으로 감싼 5mm 라운드 봉이 가이드레일 내에 삽입되어 있어 방충망 원단이 가이드레일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과도한 힘으로 원단을 밀었
을 경우, 방충망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이드레일로 부터 방충망 원단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이때, 빠져 나온 원단을 가이드레일 속으로 다시 밀어 넣는 것으로 간단히 수리가 됩니다.

Easy & convenient opening and closing with one touch system
To close the insect screen, drag down bottom bar and push down. To open the screen, pull
down handle and the screen roll up smoothly.
이 제품은 비교적 작은 방충망을 설치 할 때, 추천합니다.
# One Touch 방식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폐합니다.

- Guide Rail (Prevention of fabrics’tear)
- Prevent of fabrics’tear from shock or inattention.
- Do not comming out fabric from guide rail by wind.

▨One-Touch개폐 방식

원단 찢김 방지기능:

1) ONE TOUCH OPENING AND SHUTTING 사용방법

▨Guide Rail

- Easy opening & simple shutting
- Excellent convenience and safety with one
touch Opening & shutting method.
- It is shutting just pull down handle and one more
times push down handle it is opening.



Guide rail & Prevention of fabric’s tear

▶원터치방식(One-touch Type)으로
올리거나 내릴때 원터치로 잠김과 풀
림이 작동됩니다.
▶Locking & Opening be worked with
One-touch Function.

▨Opening & shutting

(공통의 장점 및 특성)

Double Side Tape
양면테이프 →

Silicon 실리콘 →

Frame is in stalled to win dow frame usin g
special double side tape without damagin g
without window frame.
창틀에 어떠한 손상을 주지 않고 손쉬운 A/S를
위해 특수 양면 테이프와 실리콘만으로 부착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