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파Q방음창호  

ALPHA Q 
WONDERFUL WINDOWS
모방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탁월한 기술

이제! 알파Q방음창호가 세계적 단열창호의 표준입니다. 
 (주) 알파Q방음창호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35 (송림동)
Tel _032) 761-0482   Fax _032) 761-0481

제   조     현대합성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98-2 덕산빌딩 401호
Tel _032) 581-1133   Fax _032) 577-2023 

화성공장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구레골길 41-3 (고포리)
Tel _031) 355-5862   Fax _031) 355-5872 

● 초강력태풍에도 창문 흔들림 없음

● 탁월함    단열, 기밀, 방음, 방범

● 난간기능 가능한 복합창호



greeting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최적화된
알파Q방음창호 탄생!!!
품질의 만족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창호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여름은 무더위와 태풍으로, 겨울은 매서운 강추위와 

칼바람으로, 또한 일 년의 반은 미세먼지로 극성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기후환경에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호입니다. 실제로 주택건축비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창호는 주거환경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의 창호는 창틀과 창문사이의 유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창호의 5대 성능인 단열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내풍압성에 대하여 소비자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시스템창호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도 우리나라 주거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비용을 수반합니다.

(주)알파Q방음창호에서 새로 개발한 '알파Q방음창호'는 창틀과 창문사이의 유격을 

최소화하는 조립방법을 개발하여 창호의 5대 성능을 충족할 뿐 아니라 외부에서 분해 할 

수 없는 구조로 방범기능까지 갖춘 획기적인 창호를 출시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험결과 단열, 기밀, 내풍압에서 Ⅰ등급 판정을 받아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 세이빙 정책에 가장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알파Q방음창호는 대량생산시설을 갖추어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된 품질의 제품공급이 

가능하며, 성능뿐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객의 감동을 선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알파Q방음창호 대표이사  유 혜 숙

경영이념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녹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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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사말

06 virtue

08 알파Q방음창호 특장점

10 A 230 - 100 SHiNGLe SLiDiNG

12 A 230 S - 100 SHiNGLe SLiDiNG 입면분할

14 A 270 - 100 SHiNGLe SLiDiNG

16 A 270 S - 100 SHiNGLe SLiDiNG 입면분할

18 A 270 D - 90 DOuBLe SLiDiNG

20 A 270 DS - 90 DOuBLe SLiDiNG 입면분할

22 A 270 DSS - 90 DOuBLe SLiDiNG 방음창호

24 A 320 D - 90 DOuBLe SLiDiNG 커텐삽입형

26 A 230 DS - 70 DOuBLe SLiDiNG 복합창(알루미늄+PvC)

28 특허 인증서 보유현황  / 하드웨어

29 연혁 / 실적

C O n t e n t S

모방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탁월한 기술
                      이제! 알파Q방음창호가 세계적 단열창호의 표준입니다. 

ALPHA Q 
WONDERFUL WINDOWS



구분 기존 창호 알파Q방음창호

도어
설치
과정

설치
방법

창틀 내에 창문의 상단을 비스듬히 끼워 넣고
창문의 하부를 창틀에 얹히도록 설치하는 방식

창틀에 레일 삽입 홈을 구성하여 별도의 레일을
조립하여 창틀과 창문을 결합하는 방식

기존 창호와 알파Q방음창호 비교 분석

 탁월한 기밀성 및 흔들림을 최소화 하는 끼움식 레일방식

특징 및 설명

우수한 
기밀성

창틀, 레일 및 창문의 유격을 좁혀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방음, 단열효과 및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수한 
내풍압성

창틀과 창문 간의 간격이 매우 긴밀하여 강한 결합력을 가짐으로써 풍압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

작업의
편리성

레일부의 착탈이 가능하여 중량체인 창문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레일부 손상되더라도 레일교체가 가능하다.

방범기능 외부에서 강제로 열 수 없는 구조로 외부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알파Q방음창호의 특징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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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Q 
WONDERFUL WINDOWS

알파Q방음창호는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환경이 파괴되어 
북극곰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알파Q방음창호 특징 - 
초강력 태풍에 창문이 떨어지지 않는다. 풍압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단열

공항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 없다. 방음

소나기 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수밀

미세먼지 유입이 완벽히 차단된다. 기밀

외부침입 할 수 없다. 방범

경제적 가치 뛰어나다. 경제

시험 및 양산제품의 열관류효율성능 동일하다. 품질

 알파Q방음창호는 
‘감동’을 선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알파Q방음창호는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환경이 파괴되어 
북극곰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존 창호는 레일과 창틀이 고정되어 있어 창문을 들어 올려놓는 방식이므로 위아래 약 20mm 내외의 유격이 발생한다. 

이 공간으로 바람 및 먼지가 유입되고 강풍으로 창문이 흔들려 유리파손 및 외풍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유격으로 인해 단열성이 떨어지고 난방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고가의 시스템창호가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주거환경에 맞게 개발된 창호가 아니므로 무거운 
하중으로 인한 변형, 창문의 크기 조절, 환기성의 저하, 내구성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창호의 단점

알파Q방음창호는 창틀과 창문 사이에 레일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는 창틀과 창문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기존의 유격을 없애고, 기밀성을 극대화하였다. 강풍에 의한 창문 흔들림 방지, 공항이나 대로변의 차량 소음 

차단효과가 탁월함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외부에서 창문을 분리할 수 없어 방범기능이 탁월하다.

고가의 시스템창호와 비교하여도 에너지효율 및 모든 성능이 뒤지지 않고, 시험제품과 양산제품의 에너지효율 성능이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축물의 물리적 수명과 함께할 수 있는 내구성도 높아 우리나라 주거환경에 적합한 
제품이다.

알파Q방음창호의 특장점



A230 - 100 SHingLe SLiDing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Front View

Vertical Section Detail (A-A')

Horizontal Section Detail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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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A 230 
 100 SHINGLE SLIDING

◎ 용도

•해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패시브하우스   

•초고층 아파트                      •고급 전원주택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 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건축물 수명까지 사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단창과 3중유리 적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창틀에 안전 난간대 설치하여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제  품  명 : HYF -01-229.47
열 관유율 : 0.995W/(㎡.K) 1등급
기  밀  성 : 0.65㎥/(h. ㎡) (1등급)
유       리 : 47㎜(low-e5+아르곤16+일반5+아르곤16+low-e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Front View

Vertical Section Detail (A-A')

Horizontal Section Detail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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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Front View

229

Vertical Section Detail (A-A')

Horizontal Section Detail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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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해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패시브하우스   
•초고층 아파트                        •고급 전원주택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 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 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건축물의 수명까지 사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3중 유리 적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창틀에 안전 난간대 설치하여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A230 S - 100 SHingLe SLiDing  입면분할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A 230 S
 100 SHINGLE SLIDING

입면분할 제  품  명 : HYF -01-229.47
열 관유율 : 0.995W/(㎡.K) 1등급
기  밀  성 : 0.65㎥/(h. ㎡) (1등급)
유       리 :  47㎜(low-e5+아르곤16+ 

일반5+아르곤16+low-e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Vertical Section Detail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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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0 - 100 SHingLe SLiDing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Vertical Section Detail (A-A')

Front View

미서기 고정창 미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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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Section Detail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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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Section Detail (B-B')

DrAWing

A 270 
 100 SHINGLE SLIDING

◎ 용도

•해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패시브하우스   

•초고층 아파트                      •고급 전원주택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 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건축물 수명까지 사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단창과 3중유리 적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창틀에 안전 난간대 설치하여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제  품  명 : HYF -01-229.47
열 관유율 : 0.995W/(㎡.K) 1등급
기  밀  성 : 0.65㎥/(h. ㎡) (1등급)
유       리 : 47㎜(low-e5+아르곤16+일반5+아르곤16+low-e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70



DrAWing

◎ 용도

•해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패시브하우스   
•초고층 아파트                        •고급 전원주택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 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 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건축물의 수명까지 사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3중 유리 적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창틀에 안전 난간대 설치하여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A270 S - 100 SHingLe SLiDing  입면분할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A 270 S
 100 SHINGLE SLIDING

입면분할 제  품  명 : HYF -01-229.47
열 관유율 : 0.995W/(㎡.K) 1등급
기  밀  성 : 0.65㎥/(h. ㎡) (1등급)
유       리 :  47㎜(low-e5+아르곤16+ 

일반5+아르곤16+low-e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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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해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패시브하우스   
•초고층 아파트                      •고급 전원주택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 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이중창적용으로 열관류효율 뛰어나다.
•�건축물 수명까지 사용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DrAWing

A270 D - 90 DOuBLe SLiDing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A 270 D
90 DOUBLE SLIDING

제  품  명 : HYF 270-90
열 관유율 : 0.682W/(㎡.K) 1등급
기  밀  성 : 0.353㎥/(h. ㎡) (1등급)
유       리 :  24㎜(low-e5+공기14+일반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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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해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패시브하우스   
•초고층 아파트                      •고급 전원주택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 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이중창적용으로 열관류효율 뛰어나다.
•건축물의 수명까지 사용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안전 난간대 없어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DrAWing

A270 DS - 90 DOuBLe SLiDing  입면분할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A 270 DS 
90 DOUBLE SLIDING

입면분할
제  품  명 : HYF 270-90-1
열 관유율 : 0.682W/(㎡.K) 1등급
기  밀  성 : 0.353㎥/(h. ㎡) (1등급)
유       리 :  24㎜(low-e5+공기14+일반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Vertical Section Detail (A-A')

Horizontal Section Detail (B-B')

Front View

100020001000

21
00

A

A'

B

미서기 미서기 고정창 

미서기 미서기 고정창 

B'

Vertical Section Detail (A-A')

Horizontal Section Detail (B-B')

Front View

100020001000

21
00

A

A'

B

미서기 미서기 고정창 

미서기 미서기 고정창 

B'

270



◎ 용도

•소음 방지 시설 학교    •공항 근처 사무실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 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 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이중창 적용으로 열관류효율 뛰어나다.
•건축물 수명까지 사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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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A270 DSS - 90 DOuBLe SLiDing  방음창호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A 270 DSS
90 DOUBLE SLIDING

방음창호
제  품  명 : HYF 270-90
열 관유율 : 0.682W/(㎡.K) 1등급
기  밀  성 : 0.353㎥/(h. ㎡) (1등급)
유       리 :  24㎜(low-e5+공기14+일반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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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해안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 패시브하우스  
•초고층 아파트                          •고급 전원주택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 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이중창적용으로 열관류효율 뛰어나다.
•건축물의 수명까지 사용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커텐을 창틀에 삽입할 수 있어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DrAWing

A320 D - 90 DOuBLe SLiDing  커텐삽입형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A 320 D
90 DOUBLE SLIDING

커텐삽입형 제  품  명 : HYF 320-90
열 관유율 : 0.682W/(㎡.K) 1등급
기  밀  성 : 0.353㎥/(h. ㎡) (1등급)
유       리 :  24㎜(low-e5+ 

공기14+일반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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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학교               •방화창호

•독서실           •사무실

◎ 특징

•초강력 태풍, 창문 떨어지지 않는다. 
•강추위(혹한) 걱정 없다. 
•공항인접지역, 대로변 소음 걱정이 없다. 
•소나기빗물 들어오지 않는다.
• 복합창(알미늄+PvC)이중창적용으로 열관류효율 

뛰어나다.
•건축물 수명까지 사용가능한 반영구적인 내구성.
•외관 및 전망이 뛰어나다.
•시험 및 양산 제품의 열관류효율이 동일이다.  

DrAWing

A230 DS -70 DOuBLe SLiDing  복합창(알루미늄+PVC)
창틀 + 레일 + 창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강력 태풍에도 창문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개발되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써 고가의 시스템창호보다 단열 성능 및 기밀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A 230 DS
70 DOUBLE SLIDING

복합창(알루미늄+PVC)
제  품  명 : HYF 230-70
열 관유율 : 0.993W/(㎡.K) 1등급
기  밀  성 : 0.953㎥/(h. ㎡) (1등급)
유       리 :  (low-e5+아르곤14+일반5)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제작시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리 사양에 따라 열관류효율등급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30



CertifiCAte  /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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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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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2019-01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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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2019-0101154

HiStOrY /  reSuLt

2019 9. 11  발명 특허 등록(특허10-2019-0034691호)

 7. 28   알파시스 상호 등록

 7. 25  알파큐 상호 등록 

2018 5. 2 (주)하이에코(창호/건설)법인 등록

2017 7. 13  디자인 특허 등록(제30-0915399호)
 1.  5  디자인 특허 등록(제30-0889956호)

2016 11. 29  디자인 특허 등록(제30-0884142호)

2009 9. 22  독일 발명 특허 등록 

 9. 21  러시아 발명특허 등록  

  중국 발명특허 등록

2008 3. 27 (주)예공방음안전창호 법인 등록

 3. 20  발명 특허등록(특허-0817228호)

2002 6. 24  예공종합건설(주) 법인등록 

2018 12.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21 요양원 신축공사 

   창호공사 77 bed    

2017 6.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6-3 센트라움 주상복합 신축공사  

   창호공사 126세대 

2016  4. 27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99-14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창호공사 15세대 

2008 8. 14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30-6 바흐카운티 주상복합 신축공사 

   창호공사 147세대  

연 혁

실 적

바흐카운티 주상복합 신축공사센트라움 주상복합 신축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