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취향에 맞게

내 공간에 맞게

내 생활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창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요즘 창호죠.

종합창호전문기업 두현창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창호, 폴딩도어, 중문을 만듭니다.

본사ㅣ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63-8
김포지사ㅣ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 7번길 28

대표전화ㅣ1588-8895

www.1588-8895.com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창호, 두현

#두현창호 

#두현시스템창호 #대규모창호공사 #시스템도어

#두현폴딩도어 #PVC폴딩도어_하이홈

#디자인폴딩도어_웨인스코팅폴딩도어 #커튼월폴딩도어

#THE(더)슬림중문 #두현중문 

#커튼월중문 #웨인스코팅중문 #간살중문

시스템창호

폴딩도어

THE(더)슬림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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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현창호 소개

두현창호 폴딩도어

두현창호 갤러리

두현창호 시스템창호

두현창호 THE(더)슬림중문

Certificate of a patent

      

          종합창호전문회사 두현창호는 

          오랜 시공능력과 좋은 평판으로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받고 있는 폴딩도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을 선보여 

          시세 확장 중인 시스템창호로 자신감을 얻어 

          ‘당신이 상상하던 그 이상의 창호’라는 미션을 내걸고 

          사명을 두현폴딩에서 두현창호로 바꾸었습니다.   

          두현의 이름이 곧 고객의 삶이 되고자 하는 

          고객 중심의 강한 혁신 의지로 

          앞으로도 두현창호는 끝없는 혁신과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종합창호전문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두현창호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진심의 기업, 두현창호는 

          앞으로 더 크고 풍요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3,000여 평의 대규모 두현창호 본사

토털 시스템창호와 유리 공정의 최첨단 설비로, 
단 하나의 폴딩도어,

시스템 창호를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700여평 규모의 중문제작 공장

김포지사는 3연동도어를 포함한 
중문 일체를 제작·생산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중문전문 공장입니다.



시스템창호, 
폴딩도어, 

중문을 만드는 
종합창호 전문기업

*생산, 제작, 시공, AS를
두현창호 본사가 직접 책임시공

소비자만족지수 1위 
4년 수상 브랜드 

두현창호

(폴딩도어 부문)

두현창호 어떤 회사인가요?



소비자만족지수 1위 
4년 수상 브랜드 

두현창호

(폴딩도어 부문)

이건창호 ODM

시스템창호·폴딩도어 부문
특허 및 디자인 등록증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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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3. 12   폴딩도어 프레임 관련 디자인등록증 <등록 제30-0722201호> 취득

2014. 03   폴딩도어관련 하부 레일 조립체 특허증 <특허 제 10-1381975호> 취득

2014. 09   폴딩도어관련 레일 디자인등록증 <등록 제 30-0761097호> 취득

2015. 04   폴딩도어관련 특허증 <특허 제 10-1516008호> 취득 

2015. 09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_단열폴딩도어(26MM유리) 시험 성적서 취득

2015. 11   임가공 장비도입

2016. 01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시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4호> 성적서 취득 

2016. 02   폴딩도어 프레임관련 디자인등록증 <등록 제30-0841021호> 취득

2016. 03   ‘2016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인증서_폴딩도어 부문 취득

2017. 07   폴딩도어관련 일체형 하부레일_무마감공법 특허증 <특허 제10-1759322호> 취득

2017. 07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_시스템도어 시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성적서 취득

2017. 07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_단열폴딩도어 시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성적서 취득

2017. 12   커튼월폴딩도어 프레임관련 특허증 <특허 제10-1813094호> 취득 

2011. 02 2015. 04 2016. 10 

2014. 06 

2016. 11 

2017. 03 

2006. 07

2015. 03 



 2017. 12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_Turn&Tilt 시험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 2017-61> 

                    성적서 취득 

 2017. 12   ‘2017소비자 만족경영 대상’ 취득

 2018. 07   ‘2018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인증서_폴딩도어 부문 획득

 2018. 10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_단열폴딩도어(43MM유리) 시험 성적서 취득

 2018. 12   The(더)슬림 중문 본격 출시

 2019. 03   PVC 폴딩도어 ‘하이홈’ 본격 출시

 2019. 04   폴딩도어 하부레일 철가루 방지 아세탈베어링 개발

 2019. 08   ‘2019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인증서_폴딩도어 부분 획득

 2020. 03   (주)아도 중문하드웨어 업체 인수

 2020. 04   ‘2020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인증서_폴딩도어 부문 획득

 2020. 08   The(더)슬림 중문, 커튼월·웨인스코팅·간살 출시

 2020. 12   창호면허 획득

 2021. 02   ‘2021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인증서_폴딩도어 부문 획득

 2021. 03   현대홈쇼핑 PVC 폴딩도어 ‘하이홈’×The(더)슬림 커튼월 중문 입점하여 첫선

2017. 07 2018. 08 2019. 03

2017. 12 
2018. 09 

2019. 04 2020. 08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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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하드웨어,
유리의 완벽한 조합

-
두현 시스템창호는

단열, 기밀, 방음 뿐만 아니라

방범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기능까지 극대화한 최고의 창호로, 

PVC창호가 아닌 알루미늄 소재와 폴리아미드 단열재를 사용하여, 

내구성 및 안정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한 두현의 자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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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영 책임시공

*두현창호 본사에서 
직접 생산, 시공부터 AS까지

프리미엄디자인, 그리고
고품질의 우수한 창호

*고품질 알루미늄 프레임과 
프로파일, 유리 만을 사용하여 

창호 성능 향상과 더불어 
디자인 감각과 편의성을 갖춘 

프리미엄 창호입니다.
최고급 독일산 하드웨어와 

강한 프레임 보강재, 
외부 침입에도 끄덕없는 잠금 장치로 

기밀성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창호입니다.

시스템창호 특징 



프리미엄디자인, 그리고
고품질의 우수한 창호

*고품질 알루미늄 프레임과 
프로파일, 유리 만을 사용하여 

창호 성능 향상과 더불어 
디자인 감각과 편의성을 갖춘 

프리미엄 창호입니다.
최고급 독일산 하드웨어와 

강한 프레임 보강재, 
외부 침입에도 끄덕없는 잠금 장치로 

기밀성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창호입니다.

다격실내부구조와 
폴리아미드 사용

*다격실내부구조의 입체형 
단열라인과 유럽식 단열재

폴리아미드 사용으로 
향상된 에너지 절감 효과로

고단열 시스템 도어가 
건물의 에너지를 지켜드립니다.

표면 마감 및 관리

핸들과 레버 핸들은 
세련된 감각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지속적인 품질을 보증합니다. 
단, 잘못된 취급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제품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상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오염으로 인한 세척 시에는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야 하며, 
약한 ph 금속성 세정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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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창호 시스템도어 (S/D)



두현 시스템도어(S/D)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의성을 갖춘 고단열 유럽식 시스템 도어입니다.

또한, 특수 Key Cylinder 적용으로 방범 기능이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합니다.

· 바(Bar)폭   70mm                             · 유리 두께   22-39mm 

· 컬러   내외부 알루미늄 설치               · 추천 공간   전원주택, 상업 공간

1. 알루미늄의 견고한 재질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장기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외관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2. 외부 코팅방식인 불소수지도장으로 어떠한 기후나 외부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색상을 유지합니다.
3. 폴리아미드 단열재와 E.P.D.M 가스켓 적용 단열과 차음, 밀폐성능을 높였습니다.
4. 독일산 시스템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5. 이중 잠금장치 적용으로 방범 및 기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격실내부구조의 입체형 단열라인
고하중용 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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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창호 리프트/슬라이드(L/S)



두현 리프트/슬라이드(L/S)
기능성 하드웨어로 단열성과 수밀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Lift&Slide 유럽형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입니다.

· 바(Bar)폭  150mm                        · 유리 두께   22-31mm 

· 컬러   내외부 알루미늄 설치            · 추천 공간  일반주택,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상업공간

1. 알루미늄의 견고한 재질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장기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외관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2. 외부 코팅방식인 불소수지도장으로 어떠한 기후나 외부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색상을 유지합니다.
3. 폴리아미드 단열재와 E.P.D.M 가스켓 적용 단열과 차음, 밀폐성능을 높였습니다.
4. 고성능 하드웨어가 적용되어 최대 150kg까지의 하중에 견딜 수 있으며 최대 31mm 유리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5. 대형 창 및 발코니 전용 이중창에 적합하며 관공서, 학교, 유치원, 아파트나 고급 빌라의 거실이나 
    방을 확장한 부분에 외창으로 설치합니다.
6. 이중 잠금장치 적용으로 방범 및 기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격실내부구조의 입체형 단열라인
뛰어난 성능과 안정적인 구동감 구현
우수한 완성도 있는 외관 및 품질 (반영구적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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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창호 틸트/턴(T/T)



두현 틸트/턴(T/T)
Tilt&Turn 두 가지 개폐 방식을 동시에 구현 가능한 창으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성능을 

겸비한 유럽형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입니다.

1. 알루미늄의 견고한 재질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장기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외관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2. 외부 코팅방식인 불소수지도장으로 어떠한 기후나 외부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색상을 유지합니다.
3. 폴리아미드 단열재와 E.P.D.M 가스켓 적용 단열과 차음, 밀폐성능을 높였습니다.
4. 하나의 창으로 2배의 편리함을 가진 유럽식 창호입니다.  고정창과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창을 
    디자인할 수 있어 주거공간은 물론 오피스나 상업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5. 독일산 시스템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6. 이중 잠금장치 적용으로 방범 및 기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격실내부구조의 입체형 단열라인
유럽식 시스템창호의 우수한 단열성과 기밀성
높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보강 프로파일

· 바(Bar)폭   70mm                             · 유리 두께   22-39mm 

· 컬러   내외부 알루미늄 설치               · 추천 공간   전원주택, 상업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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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창호 여닫이창(C/M)



두현 여닫이창(C/M)

외부 열림방식의 CASEMENT 창, 창문이 외부로 활짝 열려 급속 환기가 가능한 

유럽형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입니다.

· 바(Bar)폭  70mm                   · 유리 두께   22-39mm 

· 컬러   내외부 알루미늄 설치    · 추천 공간  아파트, 전원주택, 주상복합, 학교, 오피스텔, 상업공간 등

1. 알루미늄의 견고한 재질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장기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외관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2. 외부 코팅방식인 불소수지도장으로 어떠한 기후나 외부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색상을 유지합니다.
3. 폴리아미드 단열재와 E.P.D.M 가스켓 적용 단열과 차음, 밀폐성능을 높였습니다.
4. 바깥 쪽으로 열리는 타입의 시스템창으로 자유롭게 수직 수평으로 연이어 설계 가능합니다.
5. 독일산 시스템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6. 이중 잠금장치 적용으로 방범 및 기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격실내부구조의 입체형 단열라인
뛰어난 성능과 안정적인 구동감 구현
유럽식 시스템창호의 우수한 단열성과 기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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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창호 프로젝트창(P/J)



두현 프로젝트창(P/J)

우수한 단열 성능과 슬림한 두께를 갖춘 환기용 시스템창호입니다.

주방, 계단, 욕실 등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환기가 필요한 공간의 외창으로 설치합니다.

· 바(Bar)폭   70mm                             · 유리 두께   22-39mm 

· 컬러   내외부 알루미늄 설치               · 추천 공간   전원주택, 상업 공간

1. 알루미늄의 견고한 재질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장기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외관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2. 외부 코팅방식인 불소수지도장으로 어떠한 기후나 외부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색상을 유지합니다.
3. 폴리아미드 단열재와 E.P.D.M 가스켓 적용 단열과 차음, 밀폐성능을 높였습니다.
4. 외부 오픈이 가능한 프로젝트 창으로 단열고정창과의 조합으로 다양한 디자인 구조로 창을 
    디자인할 수 있어 주거공간은 물론 오피스나 상업 공간에 잘 어울리는 프리미엄 창호입니다.
5. 독일산 시스템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6. 이중 잠금장치 적용으로 방범 및 기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격실내부구조의 입체형 단열라인
뛰어난 성능과 안정적인 구동감 구현
우수한 완성도 있는 외관 및 품질 (반영구적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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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창호 커튼월창(C/W)



1. 알루미늄의 견고한 재질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장기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외관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2. 외부 코팅방식인 불소수지도장으로 어떠한 기후나 외부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색상을 유지합니다.
3. 폴리아미드 단열재와 E.P.D.M 가스켓 적용 단열과 차음, 밀폐성능을 높였습니다.
4. 건물 형태와 개폐방식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 상업용 건축물이나 고층건물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조립 후, 현장에 반입하여 취부하는 제품으로 빠른 시공성과 완벽한 품질을 
     추구합니다.
5. 다양한 조합 공간에 어울리는 입면 연출이 가능여 건축물의 미적, 기능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내부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한 프리미엄 창호입니다.
6. 독일산 시스템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입체형 단열라인으로 향상된 에너지 절감 효과
소음 차단
우수한 완성도 있는 외관 및 품질 (반영구적 성능)

· 바(Bar)폭   60-172mm                     · 유리 두께   24-39mm 

· 컬러   내외부 알루미늄 설치               · 추천 공간   전원주택, 상업 공간

두현 커튼월창(C/W)
건물 외관을 완성하는 디자인이 강조된 시스템 창호로 조망권 확보는 물론 

뛰어난 성능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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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서 넓게- 펼쳐서 아름답게-

폴딩도어 FOLDING DOOR

-
실 내외 공간을 

자유롭게 열고-닫아 공간활용을 높여주는 

디자인 접이식 문으로 

90% 이상의 개폐율로 탁 트인 시야와 더 넓어 진 것 같은 

새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이 있지만 

넓거나, 높은 곳에도 시공 가능하며 

전면 개방이 가능한 디자인 도어는 폴딩도어 뿐입니다.

고성능 하드웨어와 단열성능으로 

방음, 방풍, 높은 단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창호의 핵심 기능인 단열, 방음, 채광, 방풍도 뛰어나고 

사용방법도 간단하여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출입 용도 외에 실내 공간 분할 등 

인테리어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여

상업공간, 주거공간 등 어디에나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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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도어란?

[상업공간] 탁 트인 시야로- 자연스러운 매장 홍보효과를

90%이상의 개폐율로 환기성이 우수하여 매장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어를 접었을 때는 탁 트인 시야와 넓은 개방감으로- 

폴딩도어가 닫혀 있을 때도 전면 유리를 통해서 매장 내부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노출되어 

고객의 발길을 이끄는 광고홍보 효과를 냅니다. 

또한, 특수 Key Cylinder 적용으로 방범 기능이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합니다.



[주거공간] 우리집을 더 넓게– 더 따듯하게

발코니 확장 후 어디선가 들어오는 찬 바람! 오래된 우리 집 문 틈으로 새어나가는 아까운 난방비! 

이제 걱정은 그만 – 

들어오는 찬 공기 막아주고, 새어나가는 공기 막아주는 것은 물론 우리집 거실을 더 넓게 쓰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치 카페에 있는 듯 기분까지 좋아지는 두현창호 폴딩도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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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도어 특징 



폴딩도어 시스템상 
가장 두꺼워야 할 알루미늄 프로파일!

완벽한 구동을 위한 최적의 하드웨어! 

고강도 알루미늄만을 엄선하여 온도 변화나 습기로 인한 변형이 

없으며 강하고 안전하며 오래갑니다. 

스테인리스 베어링을 적용하여 

부드러운 구름성과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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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면서 모던한 핸들

두현창호 시그니처

전 모델 적용된 기본 핸들로 우수한 그립감을 위해 인

체공학적 디자인

180도 회전의 간단한 조작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

다

하드웨어와 글라스에서 

두현창호의 시그니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핸들 또한 

두현창호 스타일을 

담아 내었습니다.

폴딩도어 특징



하부레일 철가루 방지를 위한 특허

유리

다양한 컬러

폴딩도어를 여닫으면서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하부레일 철가루 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베어링에 아세탈을 적용하여 

사용하시면서 오래도록 

부드러운 구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싱글글라스/페어글라스 적용이 가능하며, 사용자 

시공 환경에 따라 5~26mm의 

유리 규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컬러인 블랙, 메탈릭실버, 메탈릭화이트, 

차콜 4가지 외에 지정 컬러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 지정 시 제작기간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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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DF-45) 폴딩도어
두현창호 폴딩도어 브랜드의 시작이자 대표 오리지널 모델로 기밀성, 수밀성, 내구성, 단열

성, 부드러운 구동감 등 최적의 밸런스를 이루어 다양한 시공환경과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모

두 시공 가능한 폴딩도어입니다.

#최다생산_최다시공  #최적의성능_밸런스  #합리적인_가격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적의 솔루션으로 고객 맞춤형 시공이 가능하며, 카센터, 차량 전시장 등 

특별한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폴딩도어는 

단순히 안과 밖을 잇는 문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통로이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인테리어의 축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의

 클래스가 다른 폴딩도어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폴딩도어 전문가가 

상담부터 방문 실측, 제작, 

맞춤 시공합니다. 

폴딩도어 시공 이후에도 

계속 만족하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 1년 보장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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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세이브(DF-70) 폴딩도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단열바로 열관류

율 1.318W/㎡·K 획득! 두현창호 단열 폴딩도어의 우수성은 단 하나의 숫자로 증명됩니다. 

폴딩도어 단열바는 아존 방식이 아닌 유럽식 단열재 폴리아미드를 취부하여 방음, 방풍, 단열

에 탁월합니다.

#스펜달  #격자무늬  #띠바  #꿈꾸던_인테리어의_완성



에너지세이빙 효율 높은 유럽식 단열재인 폴리아미드를 취부하여 한번, E.P.D.M (ethylene pro-

pylene diene monomer) 재질 가스켓으로 두번, 냉기를 차단해주는 모헤어로 세번, 방풍바로 한

번 더~기본 총 4번 실내외 에너지 효율을 높여 단열성능 및 결로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유리사양을 로이유리(low-emissivity) 적용시, 로이유리의 낮은 방사율로 단열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상업공간은 물론, 냉난방비 절감을 원하는 주거공간 등에도 

모두 적합한 모델입니다.

알루미늄 폴딩도어로 열관류율

1.318W/㎡·K 획득

* 열관류율(열통과율)은 

열관류에 위한 관류열량의 계수로, 

열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열전달이 잘되는 것으로, 

단열 성능과는 반비례합니다.

유럽식 단열재인 폴리아미드를 

직접 취부할 수 있도록 설비 일체를 수입하여 생

산합니다.

폴딩도어를 제작한 곳에서 

취부까지 직접 하니까 

더욱 신뢰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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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폴딩도어
100m가 넘는 고층과 초고층 건축물 설계에 사용되는 ‘커튼월공법’을 폴딩도어에

적용한 두현창호의 ‘갬성 느낌있는’ 커튼월폴딩도어. 

#매끈하게_잘빠져_폭10mm  #폴리아미드_캡  #굿바이_테두리바  #굿바이_실리콘



앞뒤가 다른 반전이 매력 있는 커튼월폴딩도어는 고강도 알루미늄과 

폴리아미드 캡으로 슬림하지만 단열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커튼월 폴딩도어 뒤 

커튼월 폴딩도어 앞

앞은 Thermalbond® 써멀본드를 

사용해 유리를 고정하고, 

뒤는 실리콘 대신 

폴리아미드 캡을 사용한 마감으로 

10mm의 얇은 프레임을 완성하였습니다.

블랙 컬러의 슬림한 비주얼로 

마치 인테리어 쇼룸을 연상하게 하여 

베란다 분위기를 더욱 심플하고 

모던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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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마감공법 폴딩도어 
자체 특허기술(기술특허 제 10-1759322호)로 살면서 폴딩도어 시공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폴딩도어 시공법입니다.

#먼지소음적은_클린시공 #오직_두현창호만의_특허 #3시간이면_끝나는_퀵시공



무마감공법 시공프로세스

비단열인 베이직부터 단열 슈퍼세이브, 커튼월, 하이홈 폴딩도어까지 전제품 적용 가능

가구 보양 작업 및 기존 섀시 철거

기존 섀시 틀에 레일캡을 씌워 

폴딩도어 프레임 완성

프레임에 폴딩도어를 얹힌 후 

유리 삽입하여 오사이바 체결

실리콘 작업 후 폴딩도어 완성

01

02

03

04

폴딩도어만 설치해도 우리 집이 예뻐져요

클린시공, 퀵시공으로 즐기는
홈카페, 홈가드닝, 

나만의 베란다 인테리어...
폴딩도어 시공 후 고객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폴딩도어시공이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이렇게 쉽게 예뻐질 줄 알았다면, 
더 빨리할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두현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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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폴딩도어 (웨인스코팅 폴딩도어)
비단열 폴딩도어와 단열 폴딩도어를 넘어 무마감 공법으로 폴딩도어 업계 흥행돌풍을 일으킨 

두현창호가 만들어 디자인 폴딩도어도 다릅니다.

#스펜달  #격자무늬  #띠바  #꿈꾸던_인테리어의_완성



폴딩도어 중 인테리어 핵인싸

핫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는 디자인 폴딩도어는

이리 보아도 멋있고 저리 보아도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며 #웨인스코팅_폴딩도어, 

#여심저격_폴딩도어로 불리며

맘 카페, SNS, 블로그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에서 베란다, 침실과 드레스룸 인테리어까지 

비주얼 담당에 손색이 없어

나만의 특별한 인테리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상업공간은 

디자인과 성능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매장의 입구에 시공하여

카페, 음식점, 호텔 어느 곳에서나 

매장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잡지 속 그 공간처럼, 시선을 사로잡는 격자 무늬와 스펜달, 띠바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자유로운 출입용도 외에도 실내 공간 분할 인테리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실용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여 품격있는 공간의 가치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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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하이홈 단열폴딩도어
두현창호에서 오랜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PVC 소재의 폴딩도어로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제작까지- 전 과정에 두현창호만의 풍부한 노하우와 

뛰어난 기술력이 반영된 프리미엄 폴딩도어입니다.

#아파트전용 #열관류율1.168W/㎡·K #기밀성1등급_단열효율2등급 #55mm프레임에_랩핑NO



오직 두현창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폴딩도어, NO랩핑! 

컬러 PVC프로파일로 제작하여 일체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주거공간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

다. 타 업체 PVC폴딩도어 두께가 두꺼워 디자인적인 면에서 아쉽다는 부분에 주목하여 55mm의 얇고 매끈

한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단열성능과 미려한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하이홈를 만나보세요.

- PVC 소재 특성상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이 우수하고 기밀, 방음이 탁월합니다.

- 다격실 내부구조의 입체형 단열라인으로 에너지 절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55mm 슬림한 프레임에 알루미늄 보강재 삽입으로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블랙, 화이트 컬러로 모던하면서 내추럴한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합니다.

- 기존 22T 유리가 적용되며 로이유리 적용시 냉,난방 성능이 향상됩니다.

- PVC창호 실리콘마감방식 채택으로 기밀 성능을 더욱 높였습니다.

- 여닫으면서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하부레일 철가루 방지를 위한 특허 

- 폴딩도어와 하부레일 사이 강력한 기밀성확보를 위해 모헤어대신 epdm으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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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나는 THE(더)슬림중문

-
두현창호가 만들면 중문도 다릅니다!

두현창호 THE(더)슬림 중문은 

넓은 개방감, 슬림한 프레임, 다양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감각을 담아내 

취향에 따라 맞춤형 인테리어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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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속의 두현창호

-
내 취향에 맞게

내 공간에 맞게

내 생활에 맞게

두현창호 갤러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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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부럽지 않은 살면서 고친 우리 집
원데이 더슬림중문 클래식과 베이직 폴딩도어 시공

- 새집처럼 변한 12년차 32평 아파트

- 원데이 중문, 폴딩도어 동시 시공

- 무마감공법으로 #퀵시공, #클린시공

주거공간



살면서 무마감 베이직 폴딩도어 시공으로 완성한
베란다인테리어

#베란다인테리어   #무마감공법   #아파트폴딩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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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

#40평대아파트 무마감 폴딩도어 시공으로 
세 시간만에 만들어진 나의 방

기존 섀시 프레임을 철거하지 않고 목공마감도 없어 시간절약, 돈 절약...

행복이 별건가요? 우리 집 나만의 공간에서 매일매일 소확행

열흘이나 소요되는 베란다 확장공사 대신 

폴딩도어 시공으로 베란다 확장효과까지 누리게 되어

집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네요



커튼월폴딩도어의 슬림함과 우아함으로 
세련된 베란다인테리어로 변신.!

단열, 기밀, 방풍, 방음은 덤이에요-

10년이 훌쩍 넘은 35평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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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

슈퍼세이브 단열폴딩도어로 

베란다 공간을 

놀이방으로 알차게 꾸몄어요

#아이방인테리어 #무마감공법 

#단열폴딩도어 #이건창호도 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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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시공하는 PVC 하이홈 단열폴딩도어

우리집 거실이 두평 반이나 넓어졌어요.!



주거공간

40평대 아파트 안방베란다
살면서도 폴딩도어 시공가능해요

PVC 하이홈 단열폴딩도어 시공으로
실내 채광 확보와 단열, 방음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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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베란다확장이라도 
폴딩도어 시공 가능해요

무마감공법 시공으로 세시간만에 PVC 하이홈 단열폴딩도어를
거실베란다와 안방베란다까지 싹- 했어요



주거공간

웨인스코팅 폴딩도어와 함께하는 침실인테리어

어머낫- 이곳은 집인가, 호텔인가.!
#디자인폴딩도어  #호텔인테리어  #유럽같은_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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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시공하는 커튼월, 디자인 폴딩도어

사계절 내내 폴딩도어를 활짝 열어 놓고 지내요!



주거공간

THE(더)슬림 중문 커튼월 주방베란다 시공

THE(더)슬림 중문 웨인스코팅 현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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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더)슬림 중문 간살 드레스룸 시공

THE(더)슬림 중문 클래식 현관 시공



주거공간

시스템창호 시공한 파주 타운하우스 전경 1

시스템창호 LS, CM, CW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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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창호 시공한 파주 타운하우스 전경 2

슈퍼세이브(DF-70) 폴딩도어 시공한 타운하우스 외경, 내경



상업공간

시스템창호와 폴딩도어를 시공한 파주 카페 MOCHUISLE 전경

시스템창호 CW로 뛰어난 카페 인테리어를  연출한 파주 카페 MOCHUISLE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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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창호 CW(아치형)으로 외부 디자인 한 파주 카페 MOCHUISLE 전경

폴딩도어 커튼월로 외벽 대신 시공하여 공간감과 확장감을 높여주어 

뛰어난 인테리어 효과를 보여준 파주 카페 MOCHUISLE 



상업공간

시스템창호와 폴딩도어를 시공한 하남 카페 밸리스톤 전경

시스템창호 CW,  CM 시공한 하남 카페 밸리스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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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폴딩도어를 시공한 하남 카페 밸리스톤 외부

베이직 폴딩도어를 시공한 하남 카페 밸리스톤 내부



상업공간

시스템창호와 폴딩도어를 시공한 시흥 물왕저수지 카페 카리브해 전경

슈퍼세이브(DF-70) 폴딩도어를 시공한 의왕 카페 넬라포레스타 전경

슈퍼세이브(DF-70) 폴딩도어를 시공한 과천 백운농원 카페&식물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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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도어 커튼월을 시공한 파주 헤이리마을 카페 마요르카 전경

폴딩도어 베이직을 시공한 파주 카페 지니디오 전경

폴딩도어 베이직을 시공한 강릉 박물관 전경



상업공간

시스템창호 CW, SD를 시공한 남양주 한정식 온햇반 전경

디자인폴딩도어 시공한 카페 레꼴드

폴딩도어 베이직을 시공한 파주 카페 바늘이야기

롯데마트 잠실점에 입점한 두현창호 쇼룸

폴딩도어 베이직을 시공한 이태원 카페 원인밀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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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도어 커튼월을 시공한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 전경

폴딩도어 커튼월을 시공하여 여유로운 공간감과 독특한 발상이 돋보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



상업공간

폴딩도어 슈퍼세이브(DF-70) 시공한 역삼동 펍 구스아일랜드 내부

폴딩도어 슈퍼세이브(DF-70) 시공한 역삼동 펍 구스아일랜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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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도어 베이직을 시공한 양평 복층 팬션 라테라스 전경

폴딩도어 베이직을 시공한 파주 현대블루핸즈 카센터 전경



Certificate of a patent

-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상표등록증

1ISO 2017년 인증(영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기술역량우수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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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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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상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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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SO 2017년 인증(영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