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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to Controll Sunlight
미소차양시스템은 2006년에 블라인드 제품으로 출발하여 전동 블라인드 / 슬라이딩도어 / F.T.S / 우드블라인드 / 어닝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성능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노력했습니다. 2008년 국내 처음으로 틸트 및 리프트 기능
을 가진 '수평형 전동 루버' 제품을 선보였고, 2010년 부터는 안정적인 슬라이드기능을 가진 '수직형 전동 루버' 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방안 중, 전동 루버에 태양전지모듈을 부착하여 BIPV 시스템에 효율적으
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제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제품들로 편리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MISO Solar System Inc. established in 2006, Korea, specializes in automated window covering systems including
Motorized Louver System, Sky Tech, EVB, Roman shade, Roll Screen, Curtain, Awning, Automatic sliding door.
Since 2008, we have been developing Motorized Louver System products that is enlarged type of venetian blinds
remarkably decreases energy consumption for thermal control.

MISO Solar System

Louver System

Louver System
Various shaped motorized louver is a suitable proposal to architects’ intention
for façade composition. Safety design guarantees solid installation, control and
energy saving.



GS E&C Leadership Center, 2010

전동 루버 시스템
다양한 형태의 전동 루버는 건물 외관의 차별화를 원하는 건축가의 의도에 맞도록 최적의 형태로 제안됩니다.
안전한 설치와 작동을 위한 구조 역학적 설계로 만들어지며, 적절한 태양광 제어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루버라는 이름은 중세 유럽 건축물의 통풍을 위해 지붕에 설치한 돔

Louver is a door or window with narrow, ﬂat, sloping pieces of wood

모양의 채광창이나 작은 탑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루버라고

or glass across its frame. Louvers are originated in the Middle Ages as

부르는 판의 배열은 비바람이 칠 때 채광창으로 눈, 비의 유입을 막

lantern-like constructions in wood that were fitted on top of roof holes

으면서 공기의 실내유입을 유도하는 용도로 고안된 것입니다. 루버

in large kitchens to allow ventilation while keeping out rain and snow.

창은 유리나 그 밖의 여러 재료로 제작됩니다. 그릴, 갤러리 등의 단

The slats of louvers are angled to admit light and air, but to keep

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out rain, direct sunshine, and noise. The angle of the slats may be
adjustable, usual in blinds and windows, or fixed.

Yaksu Church, 2009

Yangpyeong Vill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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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ver System

Munsan Haengbok Centre, 2011

미소차양시스템의 전동 루버 시스템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 태양빛을 차폐하거나 유입되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차양장치에 비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하는 태양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유입할 뿐
아니라 실내 태양광 유입을 고르게 하여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 건물들은 하절기 냉방 에너지를 동절기 난방 에너지

Glazed buildings use more energy for cooling in summer than for

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미소차양시스템의 외부 전동 루버는 냉방

heating in winter. The use of external louver system can greatly reduce

부하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겨울에는 이러한 상황이 뒤바뀌게 되어

the cooling loads. In winter, this situation is reversed, as building lose

유리창들을 통해 열을 잃게 됩니다. 미소차양시스템의 전동 루버는

heat through their glazing. MISO Solar System’s motorized louver

열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태양으로 부터 오는 열을 가둬 두는 적절한

system can be angled to reduce heat loss as well as to help hold any

각도로 조절됩니다.

heat coming from sun.

Munsan Haengbok Centre, 2011

Hotel Intercontiental, 2010

Hotel Intercontient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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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ver System

B Resort , 2010

Yangpyeong Row House, 2010

루버의 외관을 결정하는 요소인 유닛의 최소, 최대 길이와 블레이드의 폭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결정되며 슬
랏의 재질과 마감 또한 선택 가능합니다. 외부에 설치되는 전동 루버는 건축물의 개성을 살린 미적 입면 구성
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미소차양시스템의 전동 루버 시스템은 블레이드의 배열 방향에 따

MISO Solar System’s motorized louver system is the best product for

라 수평형과 수직형이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태양의 위치에 따른

great façade composition and energy saving.

각도 및 통풍과 조망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평형의 경우 태양광의

MISO Solar System has two types of louver system-horizontal and

유입이 많은 남측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직형의 경우 일정 시

vertical. Horizontal louver is good to adjust the amount of sunshine in

각에 태양광을 차단하는데 유리하며 서향이나 동향에 설치하는 것

daytime. Vertical louver efficiently stops the low angled direct sunlight

이 효과적입니다.

from east at sunrise, west at sunset.
S Architects , 2009

Head Gear
Hex Bar
Guide Rail
Motor
Tilt Gear

Slat Sidecap
Slat
360° Turn

Motorized Louver System – Vertical Type

MISO Solar System

Sky Tech

Sky Tech
Sky Tech is fitted close to the glass to ensure maximum protection even when the
sun is at a low angle. And it lets you enjoy your outdoor lifestyle or indoor comfort
with relief from the suns heat, glare and harmful UV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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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Steel Lab, 2010

스카이텍
첨단 기술력의 스카이텍 시스템은 뛰어난 에너지 절감효과로 주거 공간은 물론 상업 공간에서도 최적의 환경
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편리한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특수한 현장의 자외선과 태양열의 차
단 효과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소차양시스템의 스카이텍 – F.T.S (Fabric Tension System)은 경사창,

The Sky Tech – F.T.S (Fabic Tension System) of MISO Solar System is

수평, 천장곡면창 등 일반 스크린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나 수직창

for horizontal, rounded, steeped windows that is not able to be covered

이라도 팽팽하게 설치해야 할 현장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by normal roll screen.

스카이텍 시스템은 맞춤제작된 가이드레일을 따라 외부에 설치되어

Installed on the outside of the custom made guide rail, the Sky Tech

실내로 유입되는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원두막이나

system blocks coming in sunlight. Convenient and scientific to block

야외수영장, 천창, 기타 야외 구조물에 적용되어 햇빛으로 인한 화상

ultraviolet and solar heat, it's the best product for pergolas, exterior

이나 피부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swimming pools, sunlights.

Songeun Art Space, 2010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2008

MISO So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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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Tech

Songeun Art Space, 2010

스카이텍 시스템은 유리로 된 공간에서의 온실효과를 방지하고 자연광의 유입과 차단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모터 한 개와 전자제어 박스로 구성되어 어떠한 원단도 강하게 텐션을 유지시켜주며 다양한 차양장치와 연동
하여 개별 및 그룹 제어가 가능하고 솜피사의 론웍(Lonwork) 시스템과도 호환이 됩니다.

기존의 F.T.S (Fabric Tension System)를 보완한 미소차양시스템의 스카

Sky Tech system adjusts natural light's unflux and blockage with

이텍 시스템은 유리면과 최소간격으로 설치되어 낮은 각도의 햇빛

preventing from greenhouse effect. It always keeps fabric's tension

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유리면과 차양막 사이의 더워진 공

by compositing single motor and electrical control box controls in

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실내온도 상승을 줄여줍니다.

individual, group by compatibility to various automatic sunlight
controlling device, 'Lonwork' system as well.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2008

전자제어박스와 모터를 양쪽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하여 천을 감아주
고 풀어주는 동기식으로 작동되며 천의 팽팽한 장력은 전자제어 박

Minimized interval apart from galss, effectively stops low angled

스에서 유지됩니다. 또한 다양한 자동 차양 장치와 연동하여 개별 및

daylight and restraints the heating up the room temperature by

그룹 제어가 가능합니다.

blocking indraft of warm air between galss and fabric.

Motor

Guide Rail
Intetrated oil pressure system
Accordant color with existing frame
Easy bracket intall
Oil pressure system – fabric tension maintenance

Munsan Haengbok Cenrte, 2011

Namsan Cablecar Station, 2010
Front Bar
Prevention seperating system
Accordant color with existing frame
Tension System
Maintained by oil pressure system
Protect from bending and hanging down

Sky Tech Structure

MISO Solar System

Sky Sliding Door

Sky Sliding Door
Sky Sliding Door is the motorized system for skylights control can be opened and
closed by horizontal moving. It is the best product for terrace, atrium, roof garden
by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ng.

14

Emphoria Building, 2008

스카이 슬라이딩 도어
스카이 슬라이딩 도어는 천창을 전동으로 개폐할수 있도록 구성한 제품입니다. 테라스나 아트리움, 옥상정원
등에 적용 가능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필요한 곳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스카이 슬라이딩 도어의 가이드 레일 및 도어 프레임은 알루미늄 압

Guide rails and door frames of the Sky Sliding Door system are made

출 성형으로 제작됩니다. 일정 간격의 절곡을 주어 견고함을 유지하

of extruded aluminim. It has also grooved surface, paint finished after

고 도어 연결 부위는 알곤용접 후 도장합니다.

argon welding, to sustain the safery load.

도어 패널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5T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안전하

Door pannels made of Polycarbonate .5T (default) are transparent,

며 투과성이 우수한 투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lid and safe.

도어 롤러는 선반 가공하여 열처리되며, 견인 와이어 및 모든 외부용

It has lated and heat treatmented door rollers, and pulling wires and

자재들은 부식이 없고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됩니다.

other accessories are made of rust proof stainless steel.

중앙제어식 컨트롤 패널 구성으로 각 창들의 개폐를 한 곳에서 손쉽

The whole system can be managed in the main control pannel.

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Sobong Building, 2008

MISO Solar System

Roll Screen

Roll Screen
Motorized roll screen moves up and down by rolling the shaft wound by fabric.
Sleek and simple sunshade enable to be various kind of screens depends on the
fabric material.

16

Munsan Haengbok Center, 2011

전동 롤스크린
전동 롤스크린은 모터를 감싼 샤프트에 원단이 감아져 구동되는 방식으로 모든 개폐가 이루어집니다. 현대적
감각의 모던하고 심플한 라인의 차양방식으로, 원단의 재질에 따라 암막 혹은 방충망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최고의 하드웨어와 원단의 만남으로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소차양시스템만의 우수한 전동
롤스크린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롤스크린은 창호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가시광선, 자외선, 햇

The motorized roll screen protects you from the troublesome and

빛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눈부심을 방지한 최적의 실내 환경을 조

dazzling sunlight and keeps the outward view unobstructed, relieving

성시켜 줍니다. 또한 태양열 차단효과와 단열효과로 건물의 냉, 난방

from the suns heat, glare and harmful UV rays. It also block visual ray

부하를 절감시킵니다.

and UV ray from outside window. Insulate heat and save energy.

좌우 회전축이 항상 균일한 힘을 받아 수직으로 작동하므로 수동 조

Each end of shaft moves evenly, avoiding from being broken by manual

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단 손상요인을 줄여 깨끗하고 구김없는 사

working.

용이 가능합니다.

Bracket
Motor

Shaft

Shaft

Screen
Wire

Guide Rail

Bottom Bar

Standard Type

Wire Type

Guide Rail Type

MISO Solar System

Sky Roman Shade

Sky Roman Shade
Sky Roman Shade comes in many colors, styles and fabrics including, silk, cotton,
linen and weaves. And with many features like, pleated, hobbled, flat fold, top
down bottom up, blackout liners and even insulated liners.

18

Soha 1-dong Office, 2009

스카이 로만쉐이드
심플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미소차양시스템의 스카이 로만쉐이드는 설치와 작동, 세탁이 간편하고
의장 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원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사용된 마감재
와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널리 사용한데서 유래한 로만쉐이드는 쉐이드 내

Basically a roman shade is a style of window treatment consisting of

에 설치된 가로바가 코드 혹은 와이어에 의해 당겨지거나 풀려 계단

a fabric shade. The fabric gathers or folds (like an accordion) as you

식으로 접히고 펴지는 방식입니다.

raise the shade depending on the style; ﬂat fold (gathers) or hobbled

커튼의 세밀한 주름이 주는 풍부한 느낌과는 달리 로만쉐이드가 생

fold (folds), also known as teardrop style. Roman shade is a unique and

성하는 일정한 주름은 심플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설치 및

gorgeous window treatment that lends a rich, textured and warm look

작동, 세탁이 간편하고 의장효과가 우수합니다. 또한 거주공간에 적

to a room. MISO Solor System's automated roman shade can provide a

용시 고급스러운 원단은 실내에 사용된 마감재와 함께 조화로운 분

convenient interior decorative element.

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On the type of the fabrics, romans shade can be used as an insects

전동 시스템 구성으로 리모컨 작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

screen window and block over 80% of light and heat.

추었으며, 유리섬유 원단 사용으로 80% 이상의 빛과 열을 차단할 수
있고 원단의 재질에 따라서는 암막, 방충망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Soha 1-dong Office, 2009

MISO Solar System

Curtain & Wood Blind

Curtain & Wood Blind
Silent type motors are used our motorized curtains and wood blinds that can be
controlled manually. By smart functions and easy installation, it provides a clean
and simple atmosphere.
20

전동 커튼 / 우드 블라인드
저소음 모터를 채용한 미소차양시스템의 전동 커튼과 우드 블라인드 제품은 리모컨은 물론 수동으로도 제어
가 가능하며, 간단한 설치과정으로 손쉽게 실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능상의 많은 장점과 모던하고 깔끔
한 디자인으로 대부분의 실내장식에 적합니다.
미소차양시스템의 전동 커튼과 우드 블라인드 제품은 호텔, 콘도, 전

MISO Solar System's custom-built curtains and wood blinds are

원주택, 서재, 사무실, 병원 등 다양한 건축물의 실내 용도에 맞도록

solutions for various kind of windows of hotels, condominiums,

주문 제작됩니다.

hospitals, offices and villas.

우드 블라인드에 사용되는 배스우드는 자외선 차단 코팅되어 있으며,

Especially, wood blinds are good at prevention of noise, control

가볍고 견고하며 변형에 강합니다. 다른 종류의 실내 차양보다 소음

howling effects and stops sunlight as well to make up home theatre

의 외부 유출을 방지에 탁월하며 울림현상을 제거하고 유입되는 빛

system. Wood blinds are made from basswood or other hardwoods and

을 차단하여 영상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홈시어터 구축에 많

come in a variety of stains and painted colors.

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Also, the digital motorized system is a perfect solution for home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편리함을 제공

automation system in the age of Ubiqitous. This system can be

하는 '디지털 전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올림, 내림, 날개

controlled in group and separate as well via a home automation

각 조절 등을 개별 및 그룹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어할 수

system.

있는 시스템입니다.

MISO Solar System

Awning & Suncover

Awning & Suncover
Awning transforms your deck or patio into a beautiful semi-permanent "outdoor room" in seconds.
Awnings also offer accessories that can greatly increase the versatility and usefulness owners
get from their decks or p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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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Steel Lab, 2010

어닝 및 외부차양
어닝은 빛유입을 조절하여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건물 외부 입면의 장식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미소차양시스템은 건물의 방향, 태양의 각도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차양 길이를 제안합니다. 견고
하고 탄성이 우수하며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며, 방오 가공으로 변색 및 처짐 현상이 없습니다.
미소차양시스템의 견고하고 편리한 카세트 어닝은 수려한 하드웨어

A screen room add-on can easily turn an awning into a virtually bug-

디자인과 트랜디한 원단 컬러로 건물에 데코레이션 효과를 줍니다.

free outdoor room, side screening cuts down on wind and mist coming

발코니와 테라스 등에 사용되어 태양빛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해

under the sides of awnings, and patio lights let people enjoy their

주며 실외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decks evenings and nights. It also can be used to cover the thermal

전동 어닝은 수동 어닝에 비해 개폐가 용이하며 자연광을 적절히 조

solar panels in the summer.

절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쾌적한 실내 외의

Because awnings prevent the sun from shining through windows and

환경 조성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sliding glass doors, they can keep temperatures inside cooler as well,

실외차양의 가장 큰 특징인 에너지 절감효과 또한 우수하며 여러 실

which saves on air-conditioning costs. They can help prevent carpets

외 차양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최적의 상업 및 주거 환경을 이룰

and furniture from fading in sunlight.

수 있습니다

MISO Solar System

Automatic Vertical Blind

Automatic Vertical Blind
Automatic Vertical Blind is automated product of manual vertical blind, controlled
by remote controller. Vertical blinds are especially good for large windows. The
opening of the blinds can be adjusted to any angle even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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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버티컬 블라인드
수동식 버티컬 블라인드를 자동화한 제품으로 리모컨을 통해 블라인드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게 됩니다. 대형
창문의 차양제품으로 적합하며, 블라인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원단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소차양시스템의 전동 버티컬 블라인드는 무선 리모컨으로 원단의

The fabric of Automatic Vertiacl Blind can be fine controlled by remote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대의 버티컬 블라인드를

controller. Units can be controlled simultaneously and separately.

동시에 혹은 각각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발생시

It programmed to be stop when obstacles block operation to avoid

자동 정지되어 파손을 방지합니다. 별도의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습

damage. No need additional transformer. It can be linked to central

니다. 제품의 규격 및 원단의 무게에 따라 모터출력을 조정할 수 있

control unit.

습니다. 중앙제어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RF Remote Controllers

Patents and Certifications

Company History

Major Projects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2011

2011

제1회 친환경 주택건설 기술 및 신자재 개발대상 –

현대자동차 사옥 전동 루버

KS A / ISO 9001:2000 인증 (등록번호: QAIC / KR / 1996-B)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국민안전 테마파크 전동 차양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참여 패밀리 기업 지정

수직 슬라이드형 전동 루버 개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전동 차양

Le Nouvel Ardmore 빌딩 전동 루버 시공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전동 차양

싱가포르 GM2000 사와 독점공급계약 체결

시공테크 사옥 전동 루버

전동식 루버 시스템 (특허 제 10-0905968 호)
전동식 차양 시스템 (SKY TECH) (특허 제 10-0912609 호)
견인식 루버 시스템 (특허 제 10-0918787 호)

2010

A Door for Roll Mosquito Net of Union Structure (특허 제 10-077332 호)

전동 견인식 차양 시스템 (Sky Tech) 특허 출원

Roll Screen of Load Regulator (특허 제 10-0730339 호)

중국 TOSHINE 사와 독점 공급계약 체결

Roll Mosquito Net of Handle Lock Apparatus (특허 제 10-0797931 호)
Movement Ascent Device Gear of Roll Screen (특허 제 10-075272 호)

2009

삼성동 근린생활시설 전동 루버
The Bailey House 전동 차양

2010

송은 아트센터 스카이텍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스카이텍

태양광 추적 루버 시스템 개발 진행중 (PCT 출원 중)

2008

2007

현대제철소 철강연구동 스카이텍
페럼타워 임원실 전동 루버

ISO 9001 인증 획득

전동 루버의 기어 몸체 (디자인등록 제 30-0539910 호)
커튼 운반구 (디자인등록 제 30-06302 호)

충진교회 전동 차양

경기도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화 기업 선정

A Curtain Opening and Shutting an Apparatus (특허 제 10-0786116 호)

전동 루버의 기어 몸체 (디자인등록 제 30-0539911 호)

베트남 총판 설립 (PKG)
경기도 산업패밀리기업

전동 롤스크린 장치 (특허 제 10-0713129 호)

D 전원주택 단지 전동 차양

전동 견인식 루버 시스템 특허출원

힐드로사이 CC 전동 차양

벤처기업 등록 (기술보증기금)

플라자호텔 전동 차양

솜피 CBS 파트너쉽 체결

여주 세라지오 CC 전동 차양

루버와 솔라셀(태양전지) 시스템 개발

인터컨티넨탈 호텔 전동 루버
반얀트리 호텔 전동 슬라이딩 도어

전동 견인식 루버 시스템 개발

LG DISPLAY 단지 전동 차양

전동 롤스크린 장치 특허 획득

문산행복센터 전동 차양

롤스크린 승하강 장치 특허 획득

공군중앙교회 전동 차양

(주)미소차양시스템 업체명 변경
커튼 개폐장치 특허 획득 (스카이텍)

2006

2009

동양그룹 기업연수원 전동 루버
SKM 건축사사무소 사옥 전동 루버

스카이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개발

약수교회 전동 루버

롤스크린 승하강 장치 실용신안등록

소하1동 동사무소 로만쉐이드

2005

(주)미소브라인드 법인 전환

200

미소브라인드 창립

Prada 'Transformer' 로만쉐이드
LG 베스트 서비스 센터
신세계백화점 전동 루버
인천 Hyatt 호텔 전동 롤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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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reate new architectural paradigm.
One of the most beneficial and free sources of energy is daylight. Obtaining balance requires an
evaluation of glazing, surfaces, heat and light transmittance and shading devices. We are aware
of the need to control the daylight and the glare from direct sunlight , to make most harmonized
building’s environment.

Miso Solar System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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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80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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