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양

BLINDFACTORY
(주) 블라인드팩토리는
에너지 절약 기능과 현대적인 감각 및 디자인이 조화된
차양 제품을 통해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실현해 주는
차양 전문 브랜드입니다.

INTRODUCTION OF THE COMPANY _ 회사소개
(주)블라인드팩토리는 차양 전문기업으로서 그 동안 SK Telecom, 미래에셋,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 다수의 현장에서 차양 부문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 차양과 더불어 전동차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변형 외부전동차양과
고속 패브릭 셔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 하였으며, 이를 사업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변형 외부전동차양은 냉방부하를 50%까지 저감시켜 주는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절감 추세에 부응하는 우리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블인드팩토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의 Best Friend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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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확인서

블라인드팩토리 주요사업
(주)블라인드팩토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녹색세상을 꿈꿉니다.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상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기존제품의 경쟁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의 핵심사업을 발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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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동블라인드

{
BLINDFACTORY | 04

● 일사 획득량 감소를 통해 냉방 에너지 절감
● 일사조절을 통해 냉방부하 최대 50%까지 저감
●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불쾌 현휘를 방지하고 실내 주광분포를 고르게하여 업무 학습효율 증대
● 다양한 색상의 슬랫을 사용하여 건축물 외관을 차별화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획득을 위한 최선의 선택

외부전동블라인드란?
건물 외부에 장착되는 가변형 전동차양으로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한 신개념
차양입니다.

＞ 설치에 따른 열에너지 차단효과
(자료출처_한국에너지관리공단)

창문내부에 차양을 설치하면 35%정도, 차양을 창 외부에
설치하면 75%정도의 일사획득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냉방비용이 절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차양위치에 따른 일사획득계수 (SHGC)

(SHGC값이 낮을수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높습니다)
외부 블라인드가 중간차양 및 내부차양
보다 SHGC값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HGC값 :
창호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
의 정도를 나타내며, SHGC값이 낮을수록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SHGC : 0.15

SHGC : 0.35

SHGC : 0.70

＞ 차양에 따른 온도 비교

차양이 설치된 내부의 유리표면 온도
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동일
공간을 측정한 결과 외부차양이 설치
된 곳의 온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온도에 비하여 4~5℃ 낮음.

[외부차양 vs 무차양]
5℃의 내부 온도차이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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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과학관 제로하우스

그린 홈 100만호 시범주택

가변형 외부차양의 필요성
실내로 들어오는 열의 요인을 분석하면 직사에 의한 열이 70%, 복사에 의한 열이 30%정도1)이며, 같은 논문을 보면 고정식 차양
으로는 변화하는 일사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외부차양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차양의 경우 복사열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 하여 30%정도의 열손실을 막을 수 없고, 특히 교실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창가자리의 불쾌현휘를 억제 하는데는 외부차양의 효과가 높으며, 동계에도 외부차양 설치시 난방부하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2)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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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연구 개발하여 향후 제로하우스 주택건설에 기준을 제시한 그린 홈
100만호 시범주택에 ㈜블라인드팩토리 외부전동블라인드가 적용 되었습니다.

1) 외부차양이 건물의 냉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_대학건축학회논문집, 1993년 4월
2) 동계에 차양 적용에 의한 실내환경 측면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_대한설비공학회 2006년 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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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동탄 1.5리터 패시브 하우스에 외부전동블라인드를 설치를 하여 에너지 세이브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전동블라인드가 기능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 요소로서
건물 외관 디자인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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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창호에 외부전동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업무용 시설의
에너지 세이브 기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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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vb.co.kr
www.blindfactory.co.kr

시공실적
① 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원

⑦ 파주 패시브하우스

② 대구 한보ENG

⑧ 군산 패시브하우스

③ 제천 패시브하우스

⑨ 성남 삼평동우체국

④ 한국건설기술연구원(본관)

⑩ 해양경찰청 어린이집

4

⑤ 파주 동패리하우스
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관)

1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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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차양 블라인드는 기능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 설치되어
독특한 건물미관으로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9

7

10

8

MEDIA
2011년 2월호 머니투데이
외부전동차양 기술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소개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호 한국경제신문
외부전동차양 최초 국산화 개발에 관하여 소개 되었습니다.

2010년 9월호 MBC 뉴스투데이
탄소제로 주택에 외부전동차양이 설치되어 소개 되었습니다.

2009년 7월호 한겨레신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패시브하우스에 외부전동차양이 설치되어 제품의 장점과
전망이 소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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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노비즈·ISO 9001인증

본사_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133번지 Tel : (02)473-2620 / Fax : (02)473-2619
전시장_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49-4번지 남양빌딩 2F Tel : (02)488-9224 / Fax : (02)486-7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