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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LHOFER.
A WINDOW 
FOR A LIFE-
TIME.

제품의 현재 신형 세대는 동시에 혁신
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장인정신과 
친환경적인 책임감은 촛점이 단열성능, 차음
성능, 방범기능, 내구성능에 있던 간에 또는 
귀하가 혁신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를 추진하건 간에 모든 입맛과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GAULHOFER INLINE으로 ,기술적으로 원숙
한 건물 특성과 탁월한 단열특징을 갖춘 평
면의 알우드 창문을 소개합니다. -알우드창
문의 새로운 세대 가 열립니다.

4-포인트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외부
의 칩입으로 부터 귀하의 주택을 매우 효과
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GAULHOFER는 제
공합니다.  

 NATURELINE, FUSIONLINE and INLINE 에 오크
목재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 

한번 보십시요 ! 

목 차

*all U-values according to European standards



두세계로 
부터 최고 

가장 순수한 형태 또는 알루미늄과의 조
합 : 원목은 생활의 편안함, 안락함, 전통의 상
징입니다. 모든 창문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국내 지역에서 공급되며, 모든  GAULHOFER 창문
에 사용하는 원목은 가장 높은 품질의 요구조
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이것은 가문비목과 
낙엽송을  고갈되지 않는 GAULHOFER 지역
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이유입니다. 

GAULHOFER는 창문과 현관문을 거의 10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광범위한  know-how 이어
져 왔으며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면서 보다 기
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완전히 교육
된 엔지니어들은 창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증
진시키기 위해 현대화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GAULHOFER NATURELINE은 완전히 자연적인 
삶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장인정신과 풍부한 
색상과 광택의 선택으로 인해 눈의 향연이 펼
쳐집니다. 

 GAULHOFER FUSIONLINE 는 가장 최상급의 보
호기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실내는 자연적
인 삶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GAULHOFER INLINE 은 내외부가 한 평면이면서 
우수한 단열성능과 함께 추가가적인 디자인
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우드  & 
우드-알루미늄 
OOD-ALU MINUM



GAULHOFER  
네춰럴라인
(NATURELINE) 특징  :
 

• 수종 : 가문비목,낙엽송,오크

• 열관류율 UW   0.66 W/m2K

• 다양한 색상과 광택의 도장

• 독특한 제조 품질

• 창문틀 폭  78 mm 또는  92 mm

100 % 자연 .
NATURELINE: GAULHOFER 원목 
창문은 안락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GAULHOFER NATURELINE 은 100 %  천연재료로 만
들어지는 우수한 창문을 의미합니다. 기술혁신은 
탁월한 건물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원목과 알우드
창문의 경우  GAULHOFER 는 고갈되지 않는 지역의  
숲에서 자란 낙엽송과 가문비목을 겨울철에 벌목
하여 사용합니다.  모든 목재는 확실한 특수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특수처리를 합니다. : GAULHOFER 
NATURELINE 은 이제 오크 목재도 선택 가능합니다.당
신의 잇점  : 오크는 특히 단단하며 놀라운 내구성능
과 함께 탁월한 우아함을 자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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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와 
알루미늄의 
영원한 결합 

프레미엄급의 예술의

경지 
원목과 알루미늄의 조합은 최상의 외부 보호기

능과 함께 인테리어의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창문틀 폭  94 mm와  108 mm의  GAULHOFER 창문은 가
장 좋은 구조적 성능과  최고의 단열성능의 열관류

율 값  UW 을 발현합니다.  FUSIONLINE 은 풍부한 재료
로 만들어지며 어떠한 폴리우레탄폼도 사용하지 않
습니다. 다양한 알루미늄 색상 범위로 인한 우아한 
디자인은  이상적인 외관을 연출합니다. 

 GAULHOFER 
퓨젼라인
(FUSIONLINE) 
특징 
 

• 수종 : 가문비목,낙엽송, 오크

• 열관류율 UW 0.65 W/m2K

• 향상된 구조적 특징

• 최고급 알루미늄 선택과 개성을 위한 색상

• 창문특 폭  94 mm 또는 108 mm F USIONLINE08 WOOD & WOOD-ALUMINUM FUSIONLINE



INLINE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INLINE: 완전한 평면으로 된 
알우드 창문의 새로운 세대 

보다 많은 면적의 유리, 보다 적은 창문틀 : 
새로운  INLINE제품라인으로 , GAULHOFER는 연속된 
건물의 성능과 최고 등급의 단열성능이 특징인 
창문의 내외부면이 완전히 평면인 알우드 창문을 
선보입니다. 완전히 얇은 윙은 복잡한 연결 조인
트에 의해 커버프레임으로 나누어 집니다.  :  이
것은 창문을 우아하게 보입니다. 새로운 INLINE 제
품라인으로 , GAULHOFER 는 평면 디자인 창문의 새
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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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인  INLINE  

시공 

외부 위에 잘 지
지된 유리 

인라인(INLINE)
특징 

• 수종 : 가문비목,낙엽송, 오크

• 내외부의 완벽한 평면의 디자인으로
매우 얇은 디자인 프로파일 추구 

• 열관류율값  0.67 W/m2K

• 창문틀 폭 91 mm, 3중유리 장착
glazing

• 독특한  GAULHOFER wet sealing은 내외
부 유리 조인트를 밀폐



다양한 모든 모델 

쾌적함 
독점적인 GAULHOFER 혁신 :
 Dampfstop® 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유리
이음부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
다. 이것은 유리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
시키고  우드문틀을 아름답게 합니다. 
귀하의 창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수명의 
보장입니다. 

단열성능 
열적으로 최적화된  Thermostop® (표준) 
또는  Thermostop®Plus (옵션) 유리스페
이서는 유리 가장자리의 단열성능과 
응축저항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보호 
내부로 부터 공들여 끼운 GAULHOFER 창
문 (NATURELINE, FUSIONLINE)의 유리판은 
샤시재료로 만들어진 유리스톱에 의해 
외부로 부터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유
리 가장자리는 거의 100 %  차가운 외기
로 부터 보호됩니다. 

편안함 
정제된  GAULHOFER Audiostop®  기술은 3개
의 에두르는 실링에 의해 작동됩니다. 
중앙에 위치한 실링은 실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외기의 차가운 공기를 서로 
분리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이것은 이음부에서 응축현상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합니다.또 다른 장점은 단
열성능을 보다 좋게 합니다.

기밀성능 
 GAULHOFER 공장에서 정성들여 손으로 
눌러서 밀봉하고 마무리하는, GAULHOFER
의  wet sealing은  UV-저항성능을 지닌 실
리콘으로 유리의 조인트를 밀실하게 마
무리합니다. 일반적인  dry glazing 
methods와는 달리 이 방법은 통제되지 
않은 습기가 목재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유리의 단부는 거
의 100 % 차가운 외기로 부터 보호됩니
다. 

기술  & 장점
우드  / 우드 -알루미늄 .

알우드 
FUSIONLINE 94 
SOFT
UW-values 1.2 ~ 0.70 W/m2K

알우드 
INLINE 
91
UW-values0.77~ 0.67 W/m2K

알우드 
FUSIONLINE 108 
PURE
UW-values 0.82~ 0.65 W/m2K

알우드 
FUSIONLINE 108 
PLANE
UW-values 0.82~ 0.65 W/m2K

알우드 
FUSIONLINE 94 
PURE
UW-values  1.2~ 0.70 W/m2K

우드 

92NATURELINE

UW-values0.82~ 0.66 W/m2K

알우드 
FUSIONLINE 94 
PLANE 
UW-values  1.2 ~0.70 W/m2K

알우드 
FUSIONLINE 108 
SOFT
UW-values 0.82~ 0.65 W/m2K

우드 
NATURELINE 
78
UW-values 1.2~ 0.70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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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LUSCHALE

영구적으로 빡빡한 .

손으로 눌러 문지름 

 코너조인트 .
안정적인 긴 수명을 위한 
코너조인트 
코너조인트의 안정성때문에 창문틀은 극도로 큰 유리하중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창문의 전체 수명기
간 동안 열고 닫고 틸팅할 때 보다 편안하게 합니다. 

창문이 점차 커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창문틀의 응력이 커기게 됩니
다. GAULHOFER의 특수한 이중-슬릿 조인트 연결방법은   거대한 하중을 
감당해야 할 떄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강도를 뛰어넘는 연결시스템입
니다. 
우드 접착재를 위한 스페이스와 실릿에 완벽한 고정이 시스템은 보다 
쉽게 생산되는 맛춤못조인트시스템보다 한차원 높은 방법이며 
GAULHOFER 우드, 알우드 창문의 창문틀내의 표준장치입니다. 

습식 실링  .
수작업으로 마무리  
수작업에 의한 주의깊은 실링과 과다한 실리콘의 제거는 유
리와 우드 또는 알루미늄 사이와 같은 민감한 창문의 부위를 
보호합니다. 창문은 내외부로 부터 완전히 밀싱한 상태로 있
게 됩니다. 

GAULHOFER의 실리콘은 일반적인 실리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창문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투명이 아니고 균질한 회색입니다. 
이 덕분에 실링과 빗물보호레일과 함께 장기적인  UV-저항성을 유지하
고 균질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GAULHOFER 실리콘은 또한 영구적으로 탄성을 보유하고 있어 우드, 알
루미늄, 유리의 서로 다른 재료의 팽창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실
리콘 조인트를 밀실하게 합니다. GAULHOFER,는 이 조인트 작업을 수작
업으로 일일히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때 완벽한 조인트를 보이며 
손으로 압력을 가해실링하기 때문에 실리콘의 장기적인 부착력을 유
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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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공업화
된 정밀과의 
만남 .

"평생 동안의 창문" 은 공허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 
성능 약속 뒤에는 GAULHOFER 창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품질의 진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최상
의 타협없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GAULHOFER는 거의 100 년 동안 창문과 문을 제작 해 왔습
니다. 포괄적 인 노하우가 전달되고 대대적으로 발전되었습
니다. 오늘날 완벽하게 훈련 된 목재 엔지니어는 현대적인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창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
니다.

이것은 GAULHOFER 우드와 알우드창문을 다른 
창문과 구분시켜 설정합니다. 

목 재 .
GAULHOFER는  최
상급의 목재만을사
용합니다. 

GAULHOFER의 창문에 사용하는 원목
은 특히 단단하고 수명이 깁니다. 창
문은 뒤틀리지 않으며 안정적인 상
태를 유지합니다. 자연적인 미학, 즐
거운 표면 감촉, 향기 그리고 다양한 
성능등을 보정하는 습기 덕분에  목
재는  중요하게 4면벽에서 웰빙에 
기여합니다. 

GAULHOFER의 우드와 알우드창문은 가장 
높은 등급 A의 커다란 직경을 가진 통나
무만을  100% 사용하여 만들어 집니다. 
즉 단지 고갈되지 않게 운영되는 숲에서 
채취하는 자국산 가문비목과 알파인 낙
엽송만을 사용합니다.  나무는 수액이 충
만하지 않는 겨울철에 벌목하기 때문에 
목재의 함수율이 낮아 건조한 품질을 향
상시킵니다. 널판지 형태로 목재는 자연
개방 공기건조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
로 건조하여 사용하기 최적한 13%의 목
재함수율에 도달합니다.  이 이후에 널판
지는 수작업으로 분류되고 함께  접착됩
니다. 3겹의 부재는 뒤틀림에 최적의 저
항성능 발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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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환기 알루미늄  RAIN GUARD – 
바람과 기후로 부터 최적화된 보호를 위
해 
유연하고,후면환기되는  GAULHOFER rain guard는 창문의 전체 수
명기간 동안 해빛,우박으로 부터 최적화되어 보호합니다. 부
드럽고 아름다운 알루미늄 표면은 많은 설계 가능성을 제공하
고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으며 수년간 외관을 유지합니다.

알루미늄 쉘과 영구적으로 탄력있는 엔드 캡이 달린 빗물보호레일  덕
분에, GAULHOFER 알우드 창문은 날씨로부터 보호됩니다. 
GAULHOFER에서는 특히 1.6mm까지의 높은 프로 파일 두께를 가진 알
루미늄 쉘이 자연적으로 후면 환기되며 합성수지 폼으로 목재에 접착되
지 않습니다. 이렇게하면 증기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축수가 공기 순
환에 의해 자유롭게 배출되어 빠르게 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습기는 창
문의 구조물에서 최적으로 건조되며  자외선, 우박 또는 폭우 때문에 목
재가 직접적인 풍화로부터 보호됩니다.

mechanical 
press-fitting

Stabilisers

GAULHOFER의 알루미늄 셸은 플라스틱 피봇 및 슬라이드 베어링을 통
해 블라인드 프레임과 새시 프레임에 부착됩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가 
발생할 경우 전체 동작 범위를 유지합니다. 이 틈새 장착 방법은 습기 축
적 및 침투로부터 구조를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알루미늄 쉘의 후
면 환기를 제공합니다. 

알루미늄 쉘 .
이중으로 보호된 코너 .
모서리 조인트의 3 중 보호시스템은 모서리에있는 알루미
늄 쉘이 얼굴처럼 똑바로 아름답고 매끄럽게 유지되도록합
니다. 따라서 사용 첫날, 심지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아름답
게 보입니다. 

GAULHOFER는 전체 9 야드를 갑니다. 이것이 GAULHOFER가 아
름다움, 안정성 및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3 중 보호 시스템이있는 
알우드 창문의 알루미늄 쉘 조인트 부분에 장착되는 이유입
니다. 모서리에 있는스테비라이저는 알루미늄 쉘을 뒤틀림으로부
터 보호하고 플라스틱 코너 각과 기계적 프레스 피팅 및 추가 접착
을 통해 모서리 조인트가 표면에 영구적으로 밀착되어 매끄럽게 고
정되도록합니다.

유연한 마운팅 
알루미늄 쉘의 안정되고 유연한 마운팅 덕분에, 그것은 영
구적으로 모양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하부의 구조물을 보호합니다.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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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C

 uPVC 만큼  
에너지를 
절약할수 
있는 것은 
없다 .

GAULHOFER uPVC 창은 에너지 절약에 관
해서 무패 챔피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매
하기가 저렴할뿐 아니라 높은 단열 성능으로 많
은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모델 및 다른 알루미늄 디자인과의 호환
성으로 GAULHOFER ERGOLINE 및 
ENERGYLINE 창을 통해 모든 응용 분야에 적합
한 창을 찾을 수 있습니다.

GAULHOFER ERGOLINE은 유지 보수가 용
이 한 창으로 다양한 호일 및 알루미늄 쉘 색상을 
제공합니다

GAULHOFER ENERGYLINE은 철재  보강
이 전혀되지 않아 열교현상을 방지하고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체 클래스의 
uPVC 창.

uPVC 19



ERGOLINE

그들의 돈을 
태우는 것에 
흥미가 없는 
모든 이들을 
위해 .
모든 라인을 통해 절약 

ERGOLINE 은 최적의 열관류율값 Uw 0.75인 
GAULHOFER의 새로운  uPVC창문 라인입니다.  
ERGOLINE 제품은 가장 최고에 가깝습니다.창문틀 폭은 
70과 85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쉘이 장착된 경우  75 와  
91입니다.  ERGOLINE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유지 
보수가 용이 한 창입니다

ERGOLINE 은 이중 또는 삼중유리가 장착됩니다. 
알루미늄 쉘은 수많은 디자인 옵션을 위해 다양한 색
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보호된 핏팅챔버가 침입방지기능을 향상시킵니
다.

– 3중 실링레벨을 갖춘 중앙 실링시스템은 쾌적
한 실내환경을 제공합니다.에르고라인(ERGOLINE)

 특징 
 

• 탁월한 단열성능
최적 UW value: 0.75 W/m²K

• 보호 된 피팅 챔버가 최적의 침입 방지
기능을 형성

• 다양한 장식

• 창문틀 폭  70/85,  76/91 (알루미늄 쉘)

20 uPVC & uPVC-ALUMINUM ERGOLINE



에너지절약형 창문에서 
선두적인 지위 

Gaulhofer Energyline은 에너지절약을 논할때 새로운 표준
입니다. 이창문은 저에너지주택뿐만 아니라 패시브하우스를 위한 완벽
한 선택입니다. 이창문은 기존의 철재보강재대신 고인장력을 지닌 그라
스화이버보강재 PowerDur를 채택하여 열교현상을 방지할뿐 아니라 

Uw값  0.59 W/m2K  (ENERGYLINE PLUS) 을 발현합니다. . 

Energyline은 명료한 선과 슬림한 외관으로 디자인되어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포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
다.  (see p. 55).  
알루미늄 커버는 PURE, SOFT와  PLANE 디자인으로 생산됩니다. 기술
혁신은 시간제약이 없는 디자인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
로  GAULHOFER ENERGYLINE!

 uPVC  에너지 
절약 참피언 
소개 

Gaulhofer 
에너지라인 장점 

 

• 탁월한 단열성능 : UW top value: 0.59 W/
m²K

• 철재보강물을 없애 열교현상 방지

•
프레임을 보강하는 탁월하게 안정적
인 그라스파이버 보강재 PowerDur
도입

• 창문프레임 두께 : 70 mm or 85 mmENERGYLIN E ENERGYLINE uPVC 23



PLANE.
이 문단윤관의 알
루미늄 쉘은 외관
을 굴곡없이 직선
으로 보이도록 합
니다.

SOFT.
부분적으로 들어
간 알루미늄 쉘은 
딱딱한 코너나 단
부없이도 여전히 
명료한 선이 살아 
있습니다. 

다른 알루
미늄 디자
인 범위 

PVC
와 알루미늄 . 
삶을 위한 
친구 
uPVC ALUMINUM ENERGYLINE: 

완전한 보호 기능을 갖춘 완벽한 창문 : 얇은 uPVC-알루미늄
ENERGYLINE 91은  GAULHOFER 알루미늄 셸 디자인 
(PURE, SOFT 및 PLANE)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NERGYLINE 76은 인기있는 PURE 디자인으로 제공됩니
다. GAULHOFER 알루미늄 색상 범위 전체에서 선택 하실수
있습니다.  GAULHOFER 알루미늄 프로그램의 내후성이 뛰
어난 품질 외에도 다양한 설계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
다.

 GAULHOFER 
ENERGYLINE ALU 특징 :

 

• 비교할수 없는 단열성능 : 최고 열관류율
UW : 0.59 W/m²K.

• 알루미늄보호기능을 갖춘 우수한
ENERGYLINE 기술

• 알루미늄 디자인과 색상 범위 덕분에 개
별적인 레이아웃

• 창문틀 폭  76 mm 9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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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틀 내에는 
PowerDur로 보강
되어 있습니다.

철재보강재 대신 
POWERDUR로 보

강됩니다.

POWERDUR은 
철제 보강재없이
도 강합니다.
GAULHOFER사의 PVC창문인 
ENERGYLINE에는 첼재로된 보강재가 
없습니다. 특별히 개발된 매우 강하고 
안정적인 PowerDur 글라스파이버 보강
재는 하이테크의 기술혁신으로 철재보강
재가 지녔던 열적인 단점을 개선한 것입
니다. 이로서 창문프레임에서의 열교현
상을 방지하여 단열성능을 확연히 향상
시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비
용을 절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
니라 경량으로 설치가 용이하게 되었습
니다. 

THERMOSTOP® 과   
THERMOSTOP® PLUS. 
가장 우수한  
GLASS SPACERS.
열적으로 최적화된 glass spacers-표
준품  Thermostop®  또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Thermostop®Plus –는 유리 가장자
리의 단열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유리에 
결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POWERBOND. 
사방에 접착되고 
단열처리된.
유리와 프레임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균질하고 탁월한 내구성을 지닌  Power-
Bond 접합방법은 창문을 주어진 형상대로 
항상 똑같이 유지시킵니다. 이 접합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치수의 안정성을 부여합니
다.

Glass spacers

PowerBond bonding

 ENERGYLINE의 기술 
& 장점 .

다양한 모델. 

uPVC
ENERGYLINE
70
UW-values  1.2~ 0.75 W/m2K

uPVC
ENERGYLINE
85
UW-values  1.2~ 0.64 W/m2K

uPVC 
ENERGYLINE PLUS 
85
UW-values 0.75 ~ 0.59 W/m2K

uPVC-ALUMINUM 
ENERGYLINE PLUS 
91
UW-values 0.75~ 0.59 W/m2K

uPVC-ALUMINUM
ENERGYLINE 76
PURE
UW-values 1.2~ 0.75 W/m2K

uPVC-ALUMINUM 
ENERGYLINE 91 
PURE
UW-values 1.2~ 0.64 W/m2K

uPVC-ALUMINUM
ENERGYLINE 91
SOFT
UW-values  1.2~ 0.64 W/m2K

uPVC-ALUMINUM
ENERGYLINE 91
PLANE
UW-values 1.2~ 0.64 W/m2K

uPVC
ERGOLINE 
70
UW-values  1.3~ 0.81 W/m2K

uPVC-ALUMINUM
ERGOLINE  
76 PURE
UW-values 1.3~ 0.81 W/m2K

uPVC
ERGOLINE 
85
UW-values  1.2~  0.75 W/m2K

uPVC-ALUMINUM
ERGOLINE  
91
UW-values 1.2 ~ 0.75 W/m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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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시야.
실제의 거대함 : 
GAULHOFER 대형창문
외부까지 개방

인간은 전에 실내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보다 적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
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부분의경우에 
동시대 생활의 질과 실내공간을 외부에 개
방할 수 있는 삶의 핵심요소입니다.  

 GAULHOFER 대형 창문은 외부 세계로의개방
감을 연출하며 문자그대로 낮은 문지방과 
문지방이 없는 이동을 부여합니다.이는 단
열성능에서 최고의 보온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밝고 통풍이 잘되며 자유롭게 합니다.

LARGE ELEMENTS 29대형 창문 



절충이 없는
개방 .

GAULHOFER’S 대형창문은 품질과 
단열성측면에서 절충없는 완벽
한 해결책입니다. 

GAULHOFER lift and slide doors를 사용함으로서 , 대형
유리표면을 현실로 만들수 있습니다. 큰 시공길이 는 각
각의 유리 조립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적으로 차
단된 보다 낮은 창문씰과 얇은 프레임 프로파일은 디자
인과 단열성능의 단점에서 얻는 사치입니다. 

새로운  INLINE lift and slide door system은 시장에서 찾
아볼수 있는 가장 작은 프로파일입니다.  우리의 폴딩도어
시스템은   fold and slide door systems은 다양한 크기의 선택
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외부로 개방하는 선택을 부여합니
다.  The parallel-tilt and slide doors 는 공간 절약의 선택입니
다. 이러한 대형 부재들은  GAULHOFER의 재료 그룹에서 선
택하실 수 있습니다. 

GAULHOFER  대형
부재의 특징 :

 

• 고급스러움: 실제 대형유리
면을 위한  lift and slide doors

• 풍부함 : 전면개방을 위한
fold and slide doors

• 실용성 : 매우 유연한
parallel slide and tilt doors

• 모든 GAULHOFER 창문시스템과
완벽히 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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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확실히
특별한 .

GAULHOFER의 제품 시리즈는 이미 다양한 범위의 
창문과 현관문을 제공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 디자인
이나 건축에 관한 특별한 요청을 받아 이를 특수한 방
법으로 해결합니다. 건축외관을 위한 창문 문설주에서 
창문을 수평으로 가르는 가로대에서 부터 이중 트랙 
리프트와 슬라이딩도어 까지 

우리의 목재 엔지니어는 거의 100 년의 창 제조 경
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 진진한 도전 일수록 우
리는이 보물과 같은 경험에 더 많이 빠지게됩니다. 디자
이너와 건축가와 함께 우리는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솔
루션을 찾을 것입니다.

CUSTOMISE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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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ESIGNER- 
HANDLE “PURE”
Stainless steel look, SECUSTIK®

순정주의자! 
각지고 단순한 스테인레스 
룩으로 이 톱 디자이너 그
립은 오늘날의 트랜드에 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SECUSTIK®  기술로 ! 

TOP-DESIGNER-
HANDLE “STRAIGHT”

Stainless steel look, SECUSTIK®

안전한 놀이 !
SECUSTIK® 기술을  사용한 
직선적 인 디자인 핸들은 청
각적으로 지원하는 잠금 장
치를 통해도둑으로 부터 보
안이 보다 우수합니다. 

TOP-DESIGNER- 
HANDLE “BOW”

자연스러움 ,양극처리, SECUSTIK®

편안한 그립감!
SECUSTIK® 기술이 적용된 
미묘한 나비 모양의 손잡이
는 만져서 기분이 좋으며 완
성되고 우아하게 제품 디자
인을 실현

HANDLE “REGULAR“ 

자연스러움, 양극처리 

우아함!
GAULHOFER 표준 핸들 
REGULAR의 디자인은 신
중한 우아함을 제공합니
다. 또한 키 또는 누르기 버
튼이있는 잠금 가능 버전 2 
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점 

 

• 극히 높은 하중지내력 : 기본적
으로  130 kg 까지 그리고 완전
커버되었을 때  150 kg까지

• 완전커버된 버전의 우아한 실내
뷰

• 이중버섯핀 잠김으로 추가 안
전

Please ask your GAULHOFER partner for more 
handle options.

완전히 
숨겨진 –  
놀라운 
하중 지지력 

최상의 창문을 위한 
보다 좋은 피팅  

GAULHOFER 피팅은 지능형 디테일로 가득
한 하이 엔드 제품입니다. 롤 버섯 핀, 마찰 방지 코
팅 및 최상의 안정성을위한 매우 안정적인 재질이 
표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성을 높이
기 위해 여러 가지 버섯 핀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고
정에도 적용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단장 한 GAULHOFER 솔루션
은 눈에 보이는 실내 부속품없이 매우 매력적인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또한 샷시 리베이트
에서 주변 씰의 통합을 허용합니다. 피팅의 매우 
높은  하중지지력  (최대 150kg) 덕분에 무거운 3중 
유리는 장착한 대형 크기의 창문을 제작할수 있
습니다. 

피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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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하기 좋은 
Secuses-tik®이있는 "ATLANTA-BOW"디자이너 창 
핸들에는 특별한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하
면 권한이없는 사람이 외부에서 창 핸들을 옮기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Secustik® 손잡이를 돌릴 때 
자동 잠금 장치가 다른 손잡이 위치에 정확하게 잠
깁니다.

Secustik®

둥근 천장 만큰 안전 .
"TRESOR"창 핸들은 기술적으로 성숙되고 테스트 
된 메커니즘으로 확신합니다. 매우 높고 테스트 된 
저항 값 (100Nm)은 핸들이 창틀에서 쪼개지지 않도
록하고  잠금 장치가 전단변형 되는 것을 방지합니
다

강력한 접착 
라미네이티드  안전 유리는 파손이나 절단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라미네이트된 안전유리 

견고한 손잡이 . 

2

1

4
3

버섯핀 잠김장치 

버섯핀 잠김장치 

버섯핀 잠김장치 

드릴링 보호 

Aufbohrschutz

Zuschlagsicherung und integrierte Sparlüftung

Flügelheber mit Fehlbedienungssperre

Pilzzapfen im Beschlag

귀하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집과 아파트
의  침입 횟수가 최근 증가했습니다. 모든 침입 
중 80 % 이상이 테라스 나 발코니에 열린 창문때
문입니다.  현관 문을 통해 집이 많이 파손되는 
경우는 드물며 창문은 더 자주 부서지지 않습니
다.

창문과  문을 열어 놓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도
둑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GAULHOFER의 적절한 보안 장비로  
간단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4 배 더 안전 .
Gaulhofer의 4 점 잠금 장치로는 일반 잠김장치의 창문 보다 4배 열기가 어렵습니
다. 창문에는 특수강으로 만든 버섯 핀 4 개가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T 자 모양
으로 튼튼한 다이 캐스팅 잠금 장치와 연동됩니다. 이 잠금 장치는 모두 프레임에 3 
중 나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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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절 약.

귀하의 낡은 집을 
GAULHOFER의 

새로운 창문으로  ..

새로운 에너지 효율적인 창문은 주
택을 개조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문은 건물 외벽의 8 %만을 차지하지만 
오래된 창문도 주택의 년간 에너지 소비
량의 40% 이상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창문을 교체하면 오랜 기간 동안 에
너지가 절약될 것입니다. 그레서 좋은 품
질의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 창문을 설치하는 동안 아주 미세한 
부정확함도 에너지 효율에 큰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창문을 손상
시킬 것입니다. 귀하의 전문적인 
GAULHOFER 파트너는 신속하고, 청결
하고 프로페셔널한 설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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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ALUMINUM
FUSIONLINE 108  

(fig. PURE)

uPVC-ALUMINUM
ENERGYLINE 85/91

uPVC-ALUMINUM
ENERGYLINE 70/76

WOOD-ALUMINUM
FUSIONLINE 94  

(fig. PLANE)

uPVC-ALUMINUM
ERGOLINE 85/91

uPVC-ALUMINUM
ENERGYLINE PLUS 91

(fig. PURE)

uPVC-ALUMINUM
ERGOLINE 70/76

WOOD-ALUMINUM
INLINE 91 SLIM

WOOD
NATURELINE 92

WOOD
NATURELINE 78

우리의 새로운 디자인 개선은 기술적 성능값을 보다 향상시키며 창문의 수명이 다할 때 까지 GAULHOFER의 제조
의 장기적인 약속이 지속됩니다. 모든 수치는 유럽의 표준규격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성능 .
Gl

az
in

g

GLAS- 
TYPE Ug-VALUE

ALUMINUM THERMOSTOP ALUMINUM THERMOSTOP THERMOSTOP THERMOSTOP
PLUS

THERMOSTOP THERMOSTOP 
PLUS 

THERMOSTOP THERMOSTOP 
PLUS 

THERMOSTOP THERMOSTOP 
PLUS 

THERMOSTOP THERMOSTOP 
PLUS 

THERMOSTOP THERMOSTOP 
PLUS 

THERMOSTOP THERMOSTOP 
PLUS 

THERMOSTOP THERMOSTOP 
PLUS 

(UW-VALUE) (UW-VALUE) (UW-VALUE) (UW-VALUE) (UW-VALUE) (UW-VALUE) (UW-VALUE) (UW-VALUE) (UW-VALUE) (UW-VALUE)

2-
중

GM11 1.1 1.3 (1.30)* 1.2 (1.22) 1.2 (1.23)* 1.2 (1.16) 1.2 (1.16)* 1.2 (1.15) 1.2 (1.16) 1.1 (1.15) 1.2 (1.20)* 1.2 (1.19) 1.2 (1.19)* 1.2 (1.17)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4 dB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4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45 dB

GM10 1.0 1.1 (1.09) 1.1 (1.08) 1.1 (1.09) 1.1 (1.08) 1.1 (1.14) 1.1 (1.13) 1.1 (1.12) 1.1 (1.10)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2 dB

3-
중

 

GM07 0.7 1.1 (1.01) 0.94 0.96 0.89 0.89 0.88 0.87 0.85 0.81 0.79 0.91 0.90 0.88 0.86 0.91 0.87 0.92 0.90 0.89 0.85

Best RW-value 38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38 dB Best RW-value 46 dB Best RW-value 46 dB Best RW-value 42 *)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38 dB Best RW-value 42 *) dB Best RW-value 45 dB

GM06 0.6 0.94 0.88 0.89 0.82 0.82 0.81  0.80* 0.78   0.75* 0.72 0.84 0.83  0.82* 0.79 0.84 0.81 0.85 0.83  0.82* 0.78

Best RW-value 33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33 dB Best RW-value 46 dB Best RW-value 46 dB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8 dB Best RW-value 38 dB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7 dB

GM05 0.5 0.87 0.81** 0.83 O.75** 0.75** 0.74 0.73 0.71 0.68 0.66 0.78 0.76 0.75 0.72 0.77* 0.74 0.78 0.76 0.75 0.72

Best RW-value 38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38 dB Best RW-value 46 dB Best RW-value 46 dB Best RW-value 41 **)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38 dB Best RW-value 41 **) dB Best RW-value 45 dB

GM04 0.4 0.66  0.64** 0.61  0.59** 0.71  0.70** 0.68  0.66** 0.70 0.67** 0.72  0.70** 0.69  0.65**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39 dB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34 dB Best RW-value 39 dB Best RW-value 42 dB

2-
중

 GR11 1.1 1.2 (1.16) 1.1 (1.15) 1.2 (1.20) 1.2 (1.19) 1.2 (1.20) 1.2 (1.17)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2 dB

3-
중

 

GR07 0.7 0.87 0.85 0.81 0.79 0.91 0.90 0.92 0.90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42 dB Best RW-value 32 ***) dB Best RW-value 32 ***) dB

GR06 0.6 0.80 0.78 0.75 0.72 0.84 0.83 0.82 0.79 0.82 0.78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45 dB

GR05 0.5 0.73 0.71 0.68 0.66 0.78 0.76 0.75 0.72 0.78 0.76 0.75 0.72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0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40 dB Best RW-value 45 dB

3-
중

 

GS07 0.7 0.87 0.85 0.81 0.79 0.91 0.90 0.88 0.86 0.93 0.90 0.89 0.85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36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36 dB Best RW-value 45 dB

GS06 0.6 0.80 0.78 0.75 0.72 0.84 0.83 0.82 0.79 0.86 0.83 0.82 0.78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3 dB Best RW-value 40 ****) dB Best RW-value 45 dB Best RW-value 40 ****) dB Best RW-value 45 dB

단열유리의 단열과 차음성능 
아래의  UW -값은 단열유리와 스페이서  ALUMINUM, THERMOSTOP® or THERMOSTOP® PLUS을 사용한 것입니다. : 

*표준  UW-값       **최고의  UW값                *) The design for Ug 0.8 allows for 43 dB. **) The design for Ug 0.6 allows for 43 dB.

햇빛 차단용 유리의 단열과 차음성능
T햇빛차단용 유리 덕분에 낮은 g 값  (에너지투과성)과 낮은 TL 값  (투명도)을 얻을수 있습니다.   3중유리의 경우 g = 35 %/TL = 54 %, 2중유리의 경우  g = 34 %/TL 
= 61 %  아래 표는 이러한 유리를 사용했을 때 단열과 차음성능 값을 표시한 것입니다. 

***) The design for Ug 0.8 allows for 41 dB.

****) The design for Ug 0.7 allows for 41 dB.
태양유리의 단열과 차음성능 
태양유리의  g 값은  61 % 이고  TL  값은  73 % 입니다. 이 테이블은 단열과 차음성능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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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and dry. Cold and moisture
seep in.

Optimum
isothermal  
circulation.

Conventional
isothermal circulation.

AUDIOSTOP®.

 확실히 작동하는 정확하게 위치된 3중 실링 
모든 GAULHOFER 창문들 

3중 원주모양의 씰 덕분에 정교한 GAULHOFER 
Audiostop® 은 외부의 소음, 추위, 바
람과 비로 부터 보호합니다. 중앙 씰은 10도 
등온선 곡선과 관련하여 완벽하게 배치되어
추운 야외 기후가 덥고 습한 실내 기후와 효율
적으로 분리됩니다. 이는 리베이트 지역에서
의 결로 현상을 방지합니다. 창문의 단열재를
위한 또 다른 장점.

By the way:  모든 복합창문은 UW-value가 거의 3.0 
W/m2K , 단열유리가 장착된 창문은 2.8~ 3.0 W/m2K 
정도 됩니다. 하지만  GAULHOFER의 에너지 절약형 
ENERGYLINE PLUS는  0.59 W/m2K 밖에 되지 않습니
다.
UW-value: 전체창문의 단열 값 (“w” for “window”)
Ug-value: 유리의 단열값 (“g” for “glass”)
Uf-value:  창문 프레임의 단열 값 (“f” for “frame”)

당신에게 말하려는 
우리의 가치 

귀하의 이익은 
Detail 에 있습니다.

By the way: 차음창문은 유리의 두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GAULHOFER 창문의 두꺼운 창문
틀 폭 덕분에 단열성능의 손상없이 완벽한 차음성
능을 발현합니다.

단열성능 
(U-VALUES).

창문의 단열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에너지가 외
기로 보다 적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열전달계수 
U-value,로 표시합니다. 이 계수값이 낮으면 낮을수
록 창문의 단열성능이 보다 좋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값은 창 전체 성능을 보여주는것으로 
이 값이 UW-value.입니다. 이것은 몇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Ug-value은 유리의 단열값이고  Uf-value
는 프레임,  PSI-value는 유리 가장자리의 단열값입
니다.

차음성능 
 (R-VALUES).

창문의 차음성능은 내부와 외부의 음압 차이를 측
정하여 표시하며, 그 값을 dB (데시벨)로 표시합니
다. 예로서 귀하의 창문 앞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100 dB의 소리를 냈는데 당신이 단지 65 dB 밖에 듣
지 못하였다고 하면 귀하의 창문은 차음성능 RW 
값이 35 dB 라는 것입니다. 창문의  RW-value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차음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
다.

또다른 가치 

들어오는 방사선은 외기에 있는 태양에너지 수준
으로 측정되며  g-value.으로 표시합니다.  창문의 
투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에너지
가 창문을 통해 주택으로 들어올수 있다는 의미입
니다.  광투과율 value TL 은 집 주변에 존재하는 광
에너지의 몇 퍼센트가 실내로 들어 올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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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value,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내가 더 밝아집니
다. 

By the way:  GAULHOFER는 선그라스와 같은 수준의 
햇빛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요구에 맞춰 높거나 낮은  g – 와  TL-values를 선택
하실수 있습니다. 

Wet sealing.

Durably leak-proof.

DAMPFSTOP®.

창문 생명 보험 - 두번째 
우드와 알우드 창문을 위한 
샤시에 그레이징비드의 정교하고 내구성 있는 
실링은 독점적인 GAULHOFER의 혁신입니다. 
the Dampfstop® 는 실내의 습한 공기 (수증기)가 
그라스폴드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디테일입니다. 유리
는 건조한 상태로 우드 샤시는 아름답게 유지됩
니다. 수년 후에도 당신이 어떠한 손상도 발견하
지 못할 때 당신은 유리, 프레임, 표면 코팅을 위
한 생명보험을 처음으로 인지하실 것입니다. With Dampfstop®. Without Dampfstop®.

WET SEALING.

창문 생명 보험  -첫번째 
우드와 알우드 창문을 위한 
UV저항성이 있는 GAULHOFER 실리콘으로 
정교하게 수작업으로 압력을 가하고 평활하게 
하는 wet-sealing 은 유리 연결을 단단히 영구적으
로 실링합니다. 통상적인 dry glazing과는 달리 
GAULHOFER에서는 습기가 목재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을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방지합니
다. 



탈착가능한프레임 

안전하고 다루기 쉽고, 일반적
으로 드릴링없이 설치할 수 있
습니다. 거의 어디에서나 견고
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롤러 브라인더 

단지 필요할 때만 사용가
능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내구성이 있는 기능 

여닫이 

양손이 가득차더라도 쉽고 편
리합니다. 스윙은 양방향으로 
쉽게 열립니다. 자동 닫힘 , 조
용하고 강력한 ..

미서기 

대형 창문에 이상적이고 이
중프레임 시스템은 다른 한
쪽으로 밀어 넣을수 있습니
다. 프레임이 얇으며 다양하
게 만들수 있습니다. 

힌지가 있는 프레임 

스윙은 안밖으로 쉽게 열립니
다. 수명이 길며 작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외부에  
머물러야 합니다  
방충망을 통해서 .

사람들은 밝고 통풍이 잘되는 방을 좋아합니다. 빛과 공기
가 우리의 웰빙에 좋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방문객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파리와 모기와 같
은 해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놓은 채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족의 건강과
웰빙에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독창적인 방충망 메쉬 Transpatec은 특히 깨끗한 투명으로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메쉬구조는 또한 크게 향상된 공기 투과성능을 보장합니다.  
Transpatec 은 수명이 길며 내후성능과 찢어짐 저항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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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 문  

최고의 
환영 .
GAULHOFER현관문 모델 

GAULHOFER의 현관문 모델들은 우드와 우드-알
루미늄으로 지속적인 디자인 품질을 확신시켜 줍니
다. 모던한 또는 보다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특징지
어 지는 3가지의 다른 모델 그룹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세련된 모델 그룹 “STYLE”은 특히 인기가 있
는데 에나멜이 칠해진 문에 장착된 유리의 빛에서 
우아함이 연출됩니다. 모든 새로운 모델들은 가문비
목, 낙엽송, 오크로 만들어 집니다. 

우드와  우드-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모든 문
들은 패시브하우스 표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고품질
의 시공은 최고의 단열성능을 보여 줍니다.최고등급
의 보안장치가 장착된  GAULHOFER 현관문들은 초대받
이 않은 손님의 침입에 대해 1등급의 보안을 보장합
니다.다양한종류의 손잡이, 유리, 색상 덕분에 충족
되지않는 바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개성을 살린 현관문을 선택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습
니다. 



fig. Model G-H104 (WOOD) fig. Model G-H(A)101 (DESIGN)

fig. Model G-HA104 (WOOD-ALUMINUM)

fig. Model G-H(A)207 (STYLE) fig. Model G-H(A)306V (KLASSIK)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 대단히 .
각각 자신에게! 디자인 라인  DESIGN, STYLE 과  KLASSIK으로 , GAULHOFER 매혹적인 외형의 잘 분류된 범위를 제시합니
다. 확실히 모든 취향, 모든 건물에 맞는 최고의 선택  

fig. Model G-H121 (WOOD)fig. Model G-H110 (WOOD)

fig. Model G-HA114 (WOOD-ALUMINUM) fig. Model G-H(A)125 (DESIGN) fig. Model G-H(A)202 (STYLE)

최고의 재료 - 보장된 .
GAULHOFER 현관문은  know-how와 최고의 장인정신을 표현합니다.모든 문들은 수명이 길며 우드와 우드-알
루미늄으로 제작됩니다. 모든 우드문들은 반대로 우드-알루미늄으로 제작됩니다. 

WOOD

WOOD-ALUMINUM

DESIGN STYLE KLASSIK

fig. Model G-HA122 (WOOD-ALUMINUM) fig. Model G-H(A)307 (KLAS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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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보안 그리고 그 이상 !
새로운  GAULHOFER 우드와 우드-알루미늄 도어는 3배 정도 좋습니다. 요청에 따라 보안등급  RC1 에서 RC3까지  
제작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단열성능은 저에너지 또는 패시브하우스의 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시 (선택) 평면스타일은 잠춰진 피팅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재-자연적으로 .
GAULHOFER  우드와 우드-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현관문은 순수한 자연 그 자체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숲에서 겨
울에 벌목한 가문비목, 낙엽송과 오크를 사용합니다.  표준적으로는 목재를 수직모양으로 덧붙이는데 선택적으
로 수평으로 덧대기도 합니다. 낙엽송과 오크는 또한 기름칠한 옹이와 붓으로 마감한 표면을 살리기도 합니다. 

fig. Standard: vertically veneered spruce fig. Model NET-H01 (WOOD)fig. Cross-veneered larch

fig. Model NET-HA02 (WOOD-ALUMINUM)

fig. Vertically veneered knotty oak fig. Model NET-H06 (WOOD)

fig. Model G-H(A)108

fig. Model NET-H04 (WOOD)

fig. Model G-H(A)131 fig. Model NET-HA05 (WOOD-ALUMINUM)fig. Interior view fig. Model NET-HA03 (WOOD-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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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HAUS suitable for
KOMPONENTE Dr. Wolfgang Feist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범.
얌전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GAULHOFER 측면출입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로 부터 시각적으로 단념시키며, 2차적인 
측면 출입문을 보호합니다. 매우 정밀하게 제작되는 모든 모델들은 우드와 우드-알루미늄 (가문비목과 낙엽송)을 
사용하여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열고 닫을수 있습니다. 문의 하부 씰과 3중 잠김장치를 포함하여 ...    

WOOD

WOOD-ALUMINUM



색 상 .

GAULHOFER의 색상 범위
는 귀하의 디자인 요소
를 충족시킵니다. 

GAULHOFER의 컬러와 표면질감 프로그램
은 모든 바램을 실현시켜 줍니다.  창문, 현
관문 뿐만 아니라 덧문, 모기장까지도 완벽
한 색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알루미늄 쉘을 위해 색상이 보다 새롭
고  범위 가 보다  넓어 졌습니다.  추가비용
없이 탁월한  내구성능을 지닌 대부분의 색
상이 활용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인기있는 색상의 선택입니
다. 귀하의 지역 GAULHOFER 전문 파트너가 기꺼
이 전체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색상  & 
광택 

표준색상 

** 주의 색상은 RAL 색상과 유사하지

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RAL 6005** moss green

RAL 9016** traffic white

특수 문양 

Oiled glaze 288 on larch

Clear glaze 266 on spruce*

Clear glaze 267 on larch*

RAL 7045** telegrey 1

표준 문양 색상 

* only for wood/aluminum.

Teak glaze 174 on larch Oak glaze 173 on larch

Tuscany antique 290 on larchLarch glaze 171 medium on larch

The displayed color samples may slightly deviate from the color characteristics in reality.

Oiled glaze308 on oak *Clear glaze 304 on oak

Teak glaze 305 on oak Silk-grey glaze 306 on oak

Smoky gray glaze 299 on spruce

Larch glaze 178

Tuscany antique 289 on spruce

Olive gray glaze 298 on spruceGlaze 177 on spruce Olive brown glaze 300 on spruce

Walnut glaze 165 on spruce Oak glaze 163 on spruce

White varnish 301 on spruce*Teak glaze 164 on spruce Silk gray glaze 297 on spruce

COLORS & GLAZES 53

Walnut glaze 307 on Oak



ALUMINIUM-RAL TOPSELECT

RAL 7012m  Matt Basalt Grey

RAL 7015m  Matt Slate Grey

RAL 6005m  Matt Moss Green 

RAL 7035m  Matt Light Grey

RAL 7016m  Matt Anthracite

RAL 7021m  Matt Black Grey

RAL 8003m  Matt Clay BrownRAL 8017m  Matt Chocolate Brown

RAL 8019m  Matt Grey Brown RAL 9016m  Matt Traffic White

54 COLORS & VARNISHES COLORS & VARNISHES 55

Beige

Natural Knotty Oak

Mahogany

Anthracite Grey sand structure

Crème

Newcastle Oak

Walnut

Alux DB 703

Sheffield Oak light

Douglas

Brown Decor

Basalt Grey sand structure

Oregon 3

Brilliant White

Golden Oak

Moss Green

Grey sand structure

Mountain pine

Old White

Noce Sorrento Balsamico

Anthracite Grey

Brushed aluminium

ERGOLINE
UPVC 포일 색상 

Golden Oak

Grey sand structure

Anthracite Grey sand structure

Brown Decor

Walnut

Oregon 3

Moss Green

Douglas

Mountain pine

Basalt grey sand structure

Mahogany

ENERGYLINE
UPVC 포일 색상 

ALU-RAL TOPSELECT의 모든 색상은 또한 추가비용
없이  탁월한 내후성 마감  fine-structure로 가능
합니다. 

요청에 따라 다른색상도 매트나 유광마감으로 
선택가능합니다. 

ALUMINUM WOOD-DECORS

HDFS01  
Matt Larch fine structure

HDFS03  
Matt Light Cherry fine structure

HDFS05  
Matt Golden Oak fine structure

HDFS04  
Matt Dark Cherry fine structure

HDFS02  
Matt Oak fine structure

HDFS06  
Matt Mahogany fine structure

HDFS08  
Matt Pine fine structure

HDFS09  
Matt Oak Effect fine structure

HDFS07  
Matt Wenge fine structure

ALUMINUM METALLIC-COLORS

DM 03
Matt Metallic Antique Dark Grey

DM 05
Satin Rusty Copper Brown

HFM22
Matt Rusty Copper Brown

DM 06
Matt Antique White

DM 01 
Matt Metallic Antique Dark Green

DM 02 
Matt Metallic Grey

HFM21
Matt Rusty Iron Brown

RAL 9006m
Matt White Aluminium

RAL 9007m
Matt Grey Aluminium

CO1
Anodised colour similar to matt 
A6/C0

DB703m
Tiger 68/80045 Metallic matt

Q2S Quart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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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 white

장식용 
유리 

Rough-cast glass, white

Old-German K, white

Ornament 504, white

Pave, white

Chinchilla, white

Uadi, white

Master Carré, white

Satinato, white

Ornament 523, white

Cathedral obscur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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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을 아는 .
창살은 선과 프레임 디자인 보다도 창

문의 외관을 결정합니다.  분리되지 않은 유
리 면적은 주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그러나 모든 창살은 모두 같게 연출되
는 것이 아닙니다. ; 단일 또는 다중, 명료하
거나 희미한 분리- 귀하의 유리창은 어떻습
니까 ?  GAULHOFER 는 건축적 요구와 취
향에 맞춰 유리를 분리할 뿐 아니라 유리판 
사이에 창살을 설치합니다. 

* Restrictions due to structural constraints possible

분리된
조망 .
귀하의 창에 개성을 

Wood
A-bar, 25 mm, 유리 

위에 장착 

Wood
A-bar, 38 mm, 

유리 위에 장착 

Wood
GT-bar, 78/94/111/115/132 mm, 유리

를완전 분리 

Metal
M-bar, 8 mm, 
단열유리판 사이에 장착 

Metal
M-bar, 26 mm,
단열유리판 사이에 장착 

Metal
M-bar, 18 mm,
단열유리판 사이에 장착 

Metal
M-bar, 45 mm,
단열유리판 사이에 장착 

uPVC  
GT bar, 70/84/104* mm, 
유리를 완전 분리 

uPVC
A-bar, 26 mm, 
유리 위에 장착 

uPVC
A-bar, 36 mm, 
유리 위에 장착 

창살 A = gluedon bars
M = metallic bars between glas pains
GT = glass devidining bars



지속적인 

알파인지역에서 창문 제조에 대한 
특별한 know-how와 그것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모두   
GAULHOFER에 있습니다. 이 의지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은  
GAULHOFER 경제 활동의 중심입니
다. 에너지 효율과 자원의 책임있
는 사용은 GAULHOFER의 모든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제품
을 생산하는 재료에서 품질관리까
지 ... 

역 사 .
Gaulhofer의 품질 DNA는 거의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Gaulhofer는 거의 100년 동안 창문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Gaulhofer는 1919년 Karl Gaulhofer가 설립하였으며, Gaulhofer가 표
준창문의 제조를 시작한 1963년에 공업화된 창문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
니다. 첫번째로 천연원목창문을 시장에 내놓은 것은 1970년대입니다. 

이후에 곧바로 1978년 독일에 유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날 
Gaulhofer창문은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르기 까지 여러나라로 수출되고 있
습니다. PVC창문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1987년 Mader에 생산공장을 
오픈하였습니다. 

1990년 중반에 Gaulhofer는 처음으로 알우드창문을 개인소비자에게 공급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부터는 Gaulhofer는 유럽에서 가장 큰 창문 
제조업자중 하나로 발돋음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우주산업에서 사용된 접합기술의 장점을 창문 생산에 도입하
였습니다. 

2011년에는 Gaulhofer는 창문틀을 최소화하는 적절히 단열되고 실링되는 
VISIONLINE을 출시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원목,알우드, PVC, PVC-Aluminum의 전체 창문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Gaulhofer는 새로운 창문시대를 열수있는 창문의 안밖에서 
발열되는 INLINE을 소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ERGOLINE을 선보였
는데 경제적인 에너지 절약형 창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현관
문을 출시하였습니다.

전문적인
파트너 
최상의 시공과  
서비스 품질 .

당신은 새로운 창문을 매일 사지는 않습니다. 
GAULHOFER는 모든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GAULHOFER는 창문이나 문을 구입
하기 전에 포괄적 인 개별 조언과 정보가 프로젝트의 성
공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판매 서비스도 완벽하게합니다.

귀하의 지역 GAULHOFER 전문가가 귀하의 필요와 
아이디어에 맞게 조정 된 서비스 패키지는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절약 해줍니다. 

GAULHOFER는  네트워크 파트너를 통해 현장 서비
스와 유능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GAULHOFER 전문 파트
너는 분명하고 정직한  판매, 신속하고 깨끗한 설치 및 전
문 서비스 및 애프터 서비스를 물론 제공합니다.

GAULHOFER 61GAULHOFE R



귀하의 잇점 
ANTAGE

GAULHOFER
창문과 
현관문은   ...  
... 가장 좋은 난방비 절약
자입니다.

GAULHOFER는 단열재 분야에서 최고입
니다.  GAULHOFER의 모든 제품 라인은 패시브 
하우스 수준을 달성하며 심지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즉, 더 아늑하고  보다 낮은 난방 비
용을 의미합니다. 

... 아름답고 여전히 더 좋
은 단열성능을 지니고 있
습니다.

보다 큰 유리와 보다 적은 프레임, 일반
적으로 이 조합은  단열 성능을 보다 좋게 하
고 실내를 보다 쾌적하게 합니다. 하지만 
GAULHOFER에서는아닙니다. 
GAULHOFER INLINE 과 같은 디자이너 창
문들은 또한 패시브하우스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품질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들입니다.

GAULHOFER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
이 엔드 제품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 수작업으로 대처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GAULHOFER 창문과 현관문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제조로 
부터 옵니다.

재활용시스템 덕분에 고갈되지 않는 숲
에서 채취하는 국산 목재를 주로 사용하여 생
산함으로서  GAULHOFER 고객들은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GAULHOFER 창문과 함께 살
아가는 것은 참 좋은 느낌입니다.

... 오스트리아의 품질을 
대표합니다.

오랜오스트리아 기업으로서 영원한 미
래를 위해 창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리고 우리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GAULHOFER는 전 세계
를통해 많은 수요를 보인 창문 제조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know-how 를 대표하는 단어
였습니다.

... 단지 전문적인 설치로 
사용됩니다. 

GAULHOFER는 잘  짜여진 딜러 네트
워크를 통해 위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GAULHOFER 파트너는 맞춤형 제안
을 작성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설치를 담당하
며, 그, 후에는  도움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GAULHOFER는 고품질 브랜드이며 구매 전
후의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ADVANTAGE 63



A WINDOW
FOR A LIFETIME. gaulhofer.com

07
/2

01
6

GAULHOFER 연락처 .

Gaulhofer Industrie-Holding GmbH
A-8124 Übelbach

T: +43 (0) 3125 / 28 22-0, F: +43 (0) 3125 / 28 22-451

Mail: welcome@gaulhofer.com

www.gaulhofer.com

Schauraum Wien

Klingerstraße 4, A-1230 Wien

T: +43 (0) 1 / 667 16 19, F: +43 (0) 1 / 665 72 55

Mail: wien@gaulhofer.com

Büro Wels

Inn 25, A-4632 Pichl/Wels

T: +43 (0) 7249 / 490 90, F: +43 (0) 7249 / 490 90-27

Mail: wels@gaulhofer.com

Gaulhofer Deutschland GmbH & Co KG 
Fenster und Türen 

Gutenbergstraße 9, D-85646 Anzing

T: +49 (0) 8121 / 930 20, F: +49 (0) 8121 / 465 85

Mail: deutschland@gaulhofer.com

www.gaulhofer.com/de

Niederlassung Ellwangen – Baden-Württemberg 

Franz-Rueff-Straße 10, D-73479 Ellwangen-Neunheim

T: +49 (0) 7961 / 91 40-0, F: +49 (0) 7961 / 91 40-40

www.gaulhofer.com/de

Niederlassung Hermsdorf

Rodaer Straße 43, D-07629 Hermsdorf

T: +49 (0) 36601 / 590-0, F: +49 (0) 36601 / 828 05

www.gaulhofer.com/de

Gaulhofer Schweiz AG 
Industriestrasse 21, CH-8304 Wallisellen 
T: +41 (0) 62 / 388 10-50

Mail: schweiz@gaulhofer.com

www.gaulhofer.com/REA 

Gaulhofer Korea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2008

T.02-2168-3333~5

F.02-2168-3858

mail) info@alcmate.com 

www.gaulhofer.kr 

Awarded with:

[T…ST…D BY HOLZFORSCHUNG AUSTRIA] refers to escape and panic 
door products in accordance with …N 179 and …N 1125 as well as 
burglar-resistant windows in accordance with ÖNORM B 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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