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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시스템창호는 시스템창호, 폴딩도어, 커튼월과 

그 외 특수창호를 개발, 설계,  제작, 그리고 시공하는 

알루미늄 창호전문업체 입니다.

2011년 설립이래로 개발 경력을 바탕으로 건설분야에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고급창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최신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고품질의 신소재를 확보, 적용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우시스템창호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개발 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신뢰 할 수 있는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와우시스템창호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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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70SD
다양하고 편리한 개폐, 우수한 단열과 방음, 그리고 뛰어난 

방범효과와 내구성 등의 종합적인 기능과 고급스런 질감 및 

색감을 가진 시스템 도어. WOW-70SD

P R O D U C T

System Window

PART 01.

SYSTEM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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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이 뛰어나고 경량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시스템 창호로서 사용빈도가 높은 HINGE 

부위를 특수결합 구조로 보강하여 문 처짐 없이 장기간 사용 가능.

신소재 열차단 단열바를 적용하여 높은 단열성과 기밀성을 가짐.

견고한 독일 부품, 특수 KEY CYLINDER, 그리고 전자 디지털락을 적용하여 보안성 향상.

제품의 설계, 제작, 그리고 시공이 단일기관에서 수행되므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성

이 매우 높으며 기존 창문용 PROFILE보다 큰 규격이나 고 중량 DOOR도 제작 가능.

용도와 기능에 따라 INWARD와 OUTWARD 용 제품 제작이 가능하며 2가지 SILL PROFILE 

구조 중 자유로이 선택 가능.

NO SILL TYPE SILL TYPE



WOW-170LS
친환경적인 고급 디자인과 높은 단열성, 기밀성, 수밀성, 

그리고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핸들로 개폐 및 잠금이 가능한 

고급 창호.   WOW-170LS

P R O D U C T

System Window

PART 01.

Lift-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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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런 질감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며 열차단 단열바와 EPDM 가스

켓을 사용하여 매우 뛰어난 단열성과 기밀성을 보유.

두개의 PROFILE을 단열재로 결합시켜 하나의 PROFILE을 만드는 소재 결합 방식으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내풍압성이 우수함.

VENT가 RAIL로 부터 8mm 들어올려져 독일식 특수 기어로 작동되며 최대 150Kg의 대형 

VENT도 개폐가 용이하여 어린이나 노약자가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음.

잠금상태에서는 VENT와 RAIL이 밀착되는 특수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기밀성과 수밀성이 

매우 뛰어남.

핸들 하나로 여러 개의 잠금장치가 동시에 작동되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없으므로 편리성과 

보안성을 확보함.



WOW-70TT
짧은 시간 안에 환기를 시킬 때 편리한 TURN 개폐방식과 실내온

도의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전하게 환기시키는 TILT 개폐방식을 겸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창호. WOW-70TT

P R O D U C T

System Window

PART 01.

Turn & T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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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알루미늄 PROFILE을 단열재로 결합시켜 하나의 PROFILE로 만드는 소재결합방식을 

적용하고 밀폐성 높은 EFDM 가스켓을 사용하여 매우 뛰어난 기밀성과 단열성을 보유함.

소재결합방식을 적용하여 내부와 외부에 각각 다른 색상 적용이 가능하여 고객이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연출 가능.

TILT 방식은 창호 상단의 10°~ 15°부분만 개폐되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환기 가능.

TURN 방식에서는 TURN CHECK 부품을 장착하면 개폐 간격 고정 가능.

TWO FAIR THREE FAIR



WOW-70PJ, 70CM
WOW-70PJ와 WOW-70CM은 외부열림방식의 알루미늄 

창호로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경량이며 내부공간 활용에 

좋음.

P R O D U C T

System Window

PART 01.

Project / C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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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알루미늄 PROFILE을 단열재로 결합시켜 하나의 PROFILE로 만드는 소재결합방식을 

적용.

멀티락을 적용하여 기존 창호보다 기밀성과 수밀성이 향상됨.

내/외부에 이중 E.P.D.M 가스켓을 사용하여 창문과 창틀사이의 밀폐성을 높여 기밀성과 

단열성을 향상시킴.

불소도장 방식으로 수명이 증가하여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구현이 가능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 가능.

TWO FAIR THREE FAIR



WOW-54FD, 85FD
아코디언 주름과 같이 겹쳐서 개폐가 가능한 접이식 창호로서  넓은 

시야와 개방성 제공이 가능하여 주거, 사무 그리고 상업 공간 등 다양한 

공간 확장에 활용. WOW-54FD, 85FD

P R O D U C T

Folding Door

PART 02.

Project / C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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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 폴딩 도어인 WOW-54FD은 환기기능 및 출입문 레버핸들 및 모티스락, 키 장치가 가능함.

초단열 폴딩 도어인 WOW-85FD은 단열성과 기밀성을 향상시켜 냉, 난방 시 에너지 절약 효과 향상.

주거공간의 경우 슬라이딩 형태의 창호대신 설치하여 실내공간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매립형 하부레일이 적용되어 바닥의 턱이 최소화되고 기밀성이 뛰어남.

최대 1000mm폭, 최대높이 5000mm까지 제작 가능한 VENT를 14짝 까지 연결 가능하여 대형

평형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

불소도장 방식으로 수명이 증가하여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구현이 가능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 가능.

WOW-54FD WOW-85FD



WOW-150CW
경량, 높은 내구성, 그리고 반 영구적인 알류미늄으로 

자유로운 디자인 설계 및 제작 가능. WOW-150CW

P R O D U C T

Curtain Wall 

PART 03.

Curtain Wall Polyamid (CAP TYPE / HIDDE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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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 겸용으로 내풍압성이 뛰어나고 실내공간 최대화가 가능하며 외장재로서 수밀성, 

기밀성, 그리고 단열성이 뛰어남.

단일부재로 설계/제작되어 시공성이 우수하고 공사기간 단축효과가 뛰어남.

디자인이 다양하고 여러형태로 배치가 가능하여 외관이 아름다움.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건물전체의 경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CAP TYPE HIDDEN 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