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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INTEC

한국윈텍

한국윈텍이 걸어온 길

원단 코팅 공장 설립 

한국 윈텍 부설 연구소 설립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록

벤처기업등록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 설립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품질경영시스템인증

2015 R+T STUTTGART Innovation Prize수상

생산 공장 증축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본사

한국윈텍은 국내 최대의 블라인드 전문기업으로 1994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탄탄한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블라인드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우수한 설비와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원단생산은 물론 가공, 조립, 물류, 설치, A/S까지 이르는 윈도우커버링의 

토탈솔루션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최고의 경쟁

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속

적인 제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업계 최초로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디자인 혁신을 위해 각계 

각층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블라인드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윈텍은 국내블라인드 1위 기업으로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제품력

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제품 개발을 통해 

" 세계 최고 블라인드 기업" 이라는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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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TORY

Windowstory는 국내 최고 블라인드 전문기업 한국윈텍의 브랜드입니다. 

Windowstory는 빛과 창의 문화를 창조하는 브랜드로 전국에 80여개의 

매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과 믿을 수 있는 품질, 세련된 디자인

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꾸준히 매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서도 변화와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블라인드의 자존심 Windowstory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카자흐스탄
중국

싱가폴

호주

나이지리아

한국

홍콩 / 마카오

윈도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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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한국윈텍은 현재 세계 60여개국으로 블라인드를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

입니다.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력은 이미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다양한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 

받고 있으며 세계 기업의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서 한국윈텍의 블라인드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3 

2014 

2015

2016

HEIMTEXTIL (FRANKFURT)  전시 참가 

R+T ASIA (SHANGHAI) 전시 참가 

SUPER EXPO ( AUSTRIALIA ) 전시 참가

HEIMTEXTIL (FRANKFURT)  전시 참가

R+T ASIA (SHANGHAI) 전시 참가

HEIMTEXTIL (FRANKFURT)  전시 참가

R+T STUTTGART (STUTTGART), R+T ASIA (SHANGHAI) 전시 참가

HEIMTEXTIL (FRANKFURT)  전시 참가

R+T ASIA (SHANGHAI), R+T SOUTH AMERICA (BRAZIL) 전시 참가

HOMI (MILANO) 전시 참가

UZBUILD (UZBEKISTAN) 전시 참가

THE BIG 5 SAUDI (SAUDI ARABIA) 전시 참가 

CONSTRUMA (BUDAPEST) 전시 참가

INDEX INTERNATIONAL DESIGN EXHIBITION (DUBAI) 전시 참가

FOR ARCH (PRAHA) 전시 참가

세계속의 한국윈텍국제 전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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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OLLECTION

EDITOR'S

3D SHADES

ZEBRA SHADES (Layered Shades)

ROLLER BLINDS

DESIGN SHADES

HONEYCOMB BL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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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는 커튼과 블라인드의 완성도 높은 콤비네이션으로 기능과 

데코레이션의 방향성을 제시 하였습니다.

암막지는 물론 쉬어, 린넨, 셔닐 등의 독특한 질감과 기능을 가진 다양한 

커튼원단과 허니컴 블라인드, 제브라, 3D SHADE 등 특색 있는 블라인드를 

함께 구성하였으며 인테리어 컬러의 트렌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011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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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ux Delux

Ecolux Fresh

Vivace

Target

Serenade

Tango

Waltz

Dolce

Bolero

Sense plus

Rumba

3D SHADES

독특한 입체 구조는 혁신적인 장식 디자인과 기능성을 제공하며 입체 구조의 

간격은 방음효과와 에너지 절약은 물론,베인의 각도조절을 통해 햇빛의 양을

조절하며 UV 차단 및 우수한 기능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0130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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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e

Sonatine

Lunatine

Viewty

Romance

투명한 쉬어 원단과 불투명한 베인을 교차 시킨 이중구조의 블라인드로 

독특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블라인드입니다.  또, 상하 작동이 가능하여 

채광조절과 외부 시야 감상이 가능합니다.

ZEBRA SHADES  
(Layered Shades)

0150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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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 BLINDS

화학적 수지 코팅을 하지 않은 친환경 원단 에코텍스와 투과율 1~5%의 

Sunscreen · Winscreen, 100% 차단율을 자랑하는 Blackout 원단까지

다양한 컬러와 재질의 원단들을 용도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Modern roll

Natural roll

Sunscreen

Sheer jacquard

Blac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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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쉐이드는 디지털 프린트를 이용하여 윈텍의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패턴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로고 및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가 수량에 관계없이 제작 가능합니다.

DESIGN SHADES

01901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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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COMB BLINDS

허니콤의 벌집 구조는 에어포켓을 형성하여 여름에는 열기를 차단하고, 

겨울에는 온기를 보존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주름이 접히는 

정도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게 표현되어 예술적인 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의 구조와 햇빛의 방향에 따라 S/C, T/D, OND CORD ,SEMI AUTO 등의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현 할 수 있습니다. 



MOTORIZED SYSTEM

         Energy Saving

여름철 뜨거운 태양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차가운 외부공기를 막아 에너지 사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nywhere

블라인드, 커튼, 스크린, 외부 어닝 등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Easy to use

손이 닿지 않아 조작이 힘들었던 곳까지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Child Safety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줄이 없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더욱 편리하게  ‘윈트론’

윈트론은 전원용 방식은 물론 베터리 방식이 강점인 전동 시스템으로 무게 

15kg까지 구동이 가능하며, 리모컨 하나로 최대 7개 채널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필요 없는 베터리용 전동 시스템은 간편한 설치와 부담 없는 

가격대로 3D Shade, Zebra, Roll, Honeycomb Blind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윈도우스토리>의 전동 시스템은 블라인드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로 기능과 성능, 그리고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배터리용과 전원용 모두 사용하는 윈트론 전동모터와 세계적인 전동모터인 

프랑스 솜피의 제품까지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윈도우스토리>에서

 만든 전동 시스템으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MOTORIZATION SYSTEMS

023

EXCLUSIVE 
SYSTEMS

MOTORIZED SYSTEM
NO CORD SYSTEM

VIEWMAX GRAND SYSTEM
VIEWMAX | SMART ROLL SYSTEM

PRESTIGE



VIEWMAX GRAND SYSTEM

Rollers(Sheer) +
Rollers(Black Out)

3D Shade + 
Rollers(Black Out)

Zebra +
Rollers(Black Out)

NO CORD SYSTEM

기존의 코드줄은 한쪽 클러치에 의해 상하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원단이 

무겁거나 블라인드의 크기가 커지면 작동이 불편하고 적지 않은 힘을 필요

로 합니다. 

노코드 시스템은 큰 힘이 필요 없이 원하는 위치에 블라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단으로 조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크기의 롤 블라인드와 

Double Roll System (암막+쉬어, 제브라)이 가능합니다. 견고하고 경제적

이여서 가성비가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작동 시 안정성을 가지며 하단에는 자동적으로 세팅 기능이 있어 원단이 

구겨지는 현상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또, 코드줄이 없어 깨끗한 공간과 편리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으며 어린이 안전은 물론 반려동물의 행동 반경에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

어 줄 수 있습니다.

100% down-set positionChild SafetyNo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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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는 한국윈텍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아이템으로 대형 

사이즈의 블라인드와 중량이 많이 나가는 원단에도 부드럽게 사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3D Shade, Zebra, Roll 제품군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부품의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하며 원단의 중량에 따라 가용한 부품 액세서리들이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 되어있어 가용폭을 확대 하였습니다. 

PRESTIGE 7, 5, 3

PRESTIGE

더블 롤 블라인드형태의 구동 시스템으로 ZEBRA SHADES를 Horizontal 과 Vertical Type으로 사용되며  형태에 따라 베인이 상하로 개폐되거나 버티컬 

방향으로 개폐되어 편리하게 외부 시야를 즐길 수 있습니다. 

VIEWMAX SYSTEM

VIEWMAX | SMART ROLL SYSTEM

두가지 원단의 조합이 가능한 멀티시스템과 버티컬 방향으로 베인이 개폐되는 버티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형화된 헤드는 크기에 한계가 있는 원단이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원단들도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SMART ROLL SYSTEM

Vertical Type

Multi Type

Horizontal Type

Vertic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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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