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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008

FANOPY FANOPY(전면 개폐창)은 Facade + Canopy의 합성어이다. 건축 창호관련 

제품으로 외부의 창호 대체품 또는 외부 덧창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업공간의 

전면부에 적용하여 열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열린 상태에서 폴딩 도어와 달리 

좌,우에 도어가 쌓이지 않아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고정창에서 변화하여 움직이고 열리는 창으로, 기능과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구동방식은 전동이며, 업-다운 형태로 폴딩되어 상부 패널은 캐노피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이동 동선이 많은 곳의 주 출입구, 또는 전원주택의 거실 전면개폐, 

협소한 주차공간의 개폐. 모든 벽체의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금속구조틀 +AL. FRAME 타입으로 전면마감 분류

ALT.01  유리 (강화유리,접합유리)

ALT.02  타공판 (AL.SHEET 타공판, 스틸시트 타공판 + 분체도장)

ALT.03  목재 (적삼목)

이외의 마감도 가능하다.

K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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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_FANOPY

FANOPY



013012

ROTATE WALL
ROTATE WALL은 벽 또는 패널을 회전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회전에 의하여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바뀌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개별적인 회전과 전체적인 회전 

또는 그룹별 회전이 가능하며, 패널을 용도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회전 각도에 따라 시선을 차단시키거나 단시간에 내부 공기를 환기 시킬 

수 있고, 필요시 임시 통로를 만들어 사용 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가능해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면마감을 3가지 타입으로 분류

ALT.01  유리 (강화유리,접합유리)

ALT.02  타공판 (AL.SHEET 타공판, 스틸시트 타공판 + 분체도장)

ALT.03  목재 (적삼목)

이외의 마감도 가능하다.

KRAN



015014

KRAN_ROTATE WALL

ROTAT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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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_ROTATE WALL

ROTAT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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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

SLIDING WALL
SLIDING WALL은 특정한 구간에 장비 반입 및 대형 물건의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도어로 폭이 넓은 도어를 한번에 이동시켜 넓은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상시 피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021020

KRAN_SLIDING WALL

SLIDING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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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SLIDING DOOR
CIRCLE SLIDING DOOR는 패널을 곡선으로 제작하여 

일반적인 그리드 평면을 벗어나 원형의 형태로 가변적인 

공간을 설계해 내부를 부드러운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으며, 

외부 곡선의 미려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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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_CIRCLE SLIDING DOOR

CIRCLE SLIDING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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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_CIRCLE SLIDING DOOR

CIRCLE SLIDING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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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SLIDING WALL 
직선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월의 기능에 수평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추가하여 작동시 

문과 벽체가 일체화되어 보이도록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패널의 형태는 직선, 

곡선 모두 제작이 가능하며, 문과 벽사이에 단이 지지않고 설계 면이 플랫하여 비밀의 

문이나 영상물 상영에 적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K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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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_FLAT SLIDING WALL 

FLAT SLIDING WALL 



033032

RUNNER SWING
RUNNER SWING은 상부의 ㄱ자 레일을 타고 직각으로 이동하는 제품으로, 넓은 공간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별도의 적재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필요에 따라 

열고 닫으며, 양개형으로 제작 시 한쪽 씩 따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할 수 있다. 전동과 수동 모두 

제작가능하며, 작동중에는 흔들림이 발생하지만 내부에 업 다운 씰을 추가하여 이동 후에는 벽처럼 

견고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내부 업 다운 씰을 설치해 방음과 고정 기능을 추가할 수 도 있다.

KRAN

전면마감 3가지 타입으로 분류

ALT.01  유리 (강화유리,접합유리)

ALT.02  타공판 (AL.SHEET 타공판, 스틸시트 타공판 + 분체도장)

ALT.03  목재 (적삼목)

이외의 마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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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WALL은 일반 벽 마감의 후면에 TV를 설치하여 

평상시 주변의 벽면과 동일하게 보이다 필요시 전면의 

벽체를 위로 올리고 후면의 TV를 전면으로 밀어내어 

TV시청이 가능한 제품이다. 평상시는 TV를 후면으로 

밀어 넣어 전면의 마감이 일체로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KRAN

TV WALL



039038

TELESCOPIC
TELESCOPIC은 슬라이딩 및 연동 도어로 부르며, 넓은 폭의 공간을 

열고 닫는 시스템으로 대형 슬라이딩 타입과 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나누어진다. 용도와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동과 

수동, 직선과 곡선타입 모두 가능하다. 넓은 공간의 가림 패널을 좌, 우 

측면으로 보관하므로 열리는 공간은 크고 보관공간은 작은 장점이 있다.

K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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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_TELESCOPIC

TELE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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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_TELESCOPIC

TELESCOPIC



045044

WINCONY
WINCONY란 window + balcony의 합성어로써, 창호 외부의 베란다 

확장용으로 고정 개념이었던 베란다를 필요에 따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외벽의 새로운 분위기와 변화를 

연출하며 한정된 공간의 확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닫으면 방범과 덧창의 기능도 있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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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ESCAPE
비상탈출 WINCONY는 일반적인 비상탈출 시설의 1차적인 탈출개념에서 벗어나 상, 하로 

연결된 사다리를 통해 2차 탈출이 가능하여 위험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탈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평상시에는 접혀있다가 비상시 펼쳐서 사용하는 탈출시스템으로, 사다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어 기존의 외부 탈출시설보다 안전성을 높였다. 

아파트, 공공시설, 다중시설, 교육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이 가능하다.

K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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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무대는 항상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뫼베플러스의 무빙스테이지는 

고정인 무대를 반으로 접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벽 속에 매입시켜 두었다가 

사용할 때 펼치기만 하면 스테이지가 된다. 무빙스테이지 설치 시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공간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무대를 사용해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mOVING STAGE

K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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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054

mOVING WALL
이동식칸막이는 움직이는 기능을 넘어 차음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주어진 공간의 최대 활용 방법으로 이동식칸막이를 채택하고 

있다. 용도에 따라 차음칸막이, 전시칸막이, 유리칸막이, 특수한 용도의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구분되며, 천정에 설치되는 트랙과 

트롤리를 따라 움직이는 패널, 트랙과 패널을 연결하는 트롤리로 구성되 있는 공통사항이 있다. 하부에 레일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칸막이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mOWE

D-TYPE E-TYPEA-TYPE B-TYPE C-TYPE

교차 직각 보조벽 격납방식 

(Cross Vertical Inlet Stacking)

교차 직각 격납방식 

(Cross Vertical Stacking)

교차 수평 격납방식 

(Cross Horizontal Stacking)

가장 일반적인 격납 방법으로 

격납 공간을 최소화 하며, 패널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돌출부의 측면으로 격납하는 

방식으로 돌출부 내부로 격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상 

A-TYPE 보다는 어렵다.

양쪽 돌출부의 중앙에 격납하는 

방법으로 돌출부 내부로 격납하여 

도어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마지막 패널의 마감이 어렵다.

다중 교차 직각 보조벽 격납방식 

(Multi Cross Vertical Inlet Stacking)

트랙 중심 격납 방식 

(Center Point Stacking)

돌출부 측면의 좌, 우로 격납하는 

방식으로 돌출부 내부로 격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상 어렵다.

설치 라인의 센터로 격납하는 방식으로 

격납시 미려한 장점이 있지만 운용상 

천장을 손상 시킬 수 있다.



057056

차음용 무빙월은 가장 일반적인 제품으로, 정해진 공간으로 이동하여 패널의 

상, 하 작동 핸들을 돌려 패널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up-down mechanism을 

작동시키면 된다. 상, 하의 고정씰을 밀어내어 패널을 고정시키고, 이동 중 생긴 

틈새를 막아주는 역할과 차음효과를 높이는 기능이다. 사용 장소는 연회장, 

회의실, 뷔페, 학원, 체육관, 헬스클럽, 학교, 상업시설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SOUNDPROOF mOVING WALL

m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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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E_SOUNDPROOF mOVING WALL

SOUNDPROOF MOVING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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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PROOF MOVING WALL

mOWE_SOUNDPROOF mOVING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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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PARTITION
전시용 칸막이는 다양한 작품 전시를 위한 칸막이로, 과거와 달리 현재는 

회화 작품보다는 영상을 통한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시칸막이도 변화하고 있으며, 회화류, 조각류, 

영상 작품 등 다각화된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 요구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다양한 타입의 전시칸막이를 제공하고 있다.

m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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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E_DISPLAY PARTITION

DISPLAY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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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PARTITION
유리 칸막이는 일반 칸막이와 달리 사용 용도와 적용 장소도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공간의 확장성을 얻을 수 있으며, 내부 및 외부의 공간이 투과되어 보이기 때문에 상품 전시 

및 밀폐된 공간의 투과로 방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유리 칸막이는 내부에 설치되어 

왔으나 지금은 외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장소로는 상품전시장, 회의실, 사무실, 

외부공간과 접촉되는 장소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m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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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E_GLASS PARTITION

GLASS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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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E_GLASS PARTITION

GLASS PARTITION



073072

메쉬 천정은 전시작품을 연출하고 여러 환경의 전시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뫼베플러스의 메쉬프레임은 2가지 형태로, 일반형과 조명형이 

있다. 천정의 점검이 용이하며 전시의 집중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전시실, 홍보관, 관공서 등에 주로 시공되고 있다.

mOWE

mESh CEI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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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E_mESh CEILING SYSTEm

MESh CEI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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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S



BORDER BAR

CASTER PANEL

SYSTEm PANEL

STAS

BORDER BAR BORDER BAR

SYSTEm PANEL SYSTEm PANEL STAS STAS

CASTER PANEL CASTER PANEL

STAS
전시지원제품



081080

Black Color

Grey Color

전시차단봉은 전시장에서 관람객의 동선을 유도하며, 적정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의 제품으로, 관람객의 출입 통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주로 회사 

로비, 미술관, 박물관, 공공기관 전시실 등에서 이용된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간편하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시작품과의 조화로움을 보여준다.

스테인레스 304로 제작되어 부식과 오염에 강하며, 하부 베이스, 포스트바, 상부 

캡으로 이루어져있다. 코드바는 고무줄 형태로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1m, 2m, 3m, 

그 외의 비규격 길이도 제작 가능하다. 상부 캡은 내부에 마크네틱을 사용하여 쉽게 

탈, 부착이 가능하다.

BORDER BAR

뫼베플러스 차단봉 규격사이즈 (기본 조합)

■ BASE Ø100, POST 300mm, Cord bar 최대 1.5m

■ BASE Ø150, POST 400mm, Cord bar 최대 2.5m

■ BASE Ø200, POST 700mm, Cord bar 최대 3m

Grey Color

STAS

■ 차단봉 조립방법

포스트는 베이스의 나사선에 맞춰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간단히 체결할 

수 있다. 포스트의 상부 홈에 원하는 

방향으로 코드바를 끼운 뒤, 마그네틱이 

내장된 캡을 상부에 장착한다.

Black Color

Grey Color

Black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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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규격 (가로/세로/두께) : 900 X 2100 X 50

-  내부 : 코어합판

-  외부 : MDF 6T 위 지정 기모지벽지 마감 (그레이) 

-  외부후레임 : 50X30X1.4T 각파이프 + 분체도장마감

-  중량 : 패널1매 / 35kg 이하

-  제품규격 (가로/세로/두께) : 900 X 2100 X 34

-  내부 : 코어합판

-  외부 : 합판 3T 위 지정 기모지벽지 마감 (그레이) 

-  외부후레임 : 측면 AL. MOULDING BAR + MAGNETIC 매입

-  중량 : 패널1매 / 15kg 이하

전시파티션은 움직이는 작은 미술관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림이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기능과 필요에 따라 코너를 만들어 로비의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조명기구 설치가 가능하여 다양한 연출과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하부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편리한 캐스터패널과 간단하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시스템패널 2가지 타입이 있다.

ExhIBITION PARTITION

STAS

■CASTER PANEL (캐스터 패널) ■SYSTEM PANEL (시스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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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S 그림걸이는 매번 못질을 해서 그림을 걸어야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고 빠르게 그림을 걸 수 있는 완벽한 액자 걸이 시스템을 제공하며, 어떤 벽체나 

천정 타입에도 설치할 수 있다. STAS의 픽처 레일은 특허를 받은 시스템으로 석고벽, 콘크리트 

벽, 벽돌벽 등 어떤 형태의 벽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STAS

STAS

-  2M당 20kg 지탱

-  W 9 X H 16 X L 2000 

-  벽체형 / 가벼운 액자걸이 레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레일.

-  2M당 40kg 지탱

-  W 11 X H 28 X L 2000 

-  벽체형 / 무거운 액자걸이 레일로,

    미술관 박물관의 무거운 작품도 

    걸 수 있는 튼튼한 레일.

-  2M당 20kg 지탱

-  W 14 X H 6.5 X L 2000 

-  천정형 / 벽면 모서리가 몰딩으로

    되어 있을 경우, 완전히 가려질 수 

    있는 레일.

-  투명 낚시줄 소재 (플라스틱)

-  길이: 1 / 1.5 / 2M

-  펄론 + 스마트 스프링 = 4kg

-  펄론 + 지퍼 = 10kg

-  STEEL + 흰색 피복 

-  길이: 2M

-  스틸 와이어 화이트 + 지퍼 = 15kg 

-  은색 STEEL 소재 

-  길이: 1 / 1.5 / 2M

-  스틸 와이어 화이트 + 지퍼 = 20kg 

■ 코브라 + 와이어 길이 (펄론, 스틸 와이어) 100 / 150 / 200cm 단위로 판매

■ 코브라 + 와이어 길이 (스틸 와이어 화이트) 200cm 단위로 판매

■ 천장걸이용 설치법

■ 벽걸이용 설치법

▶

▶ ▶

미니레일

펄론

클립레일 프로

스틸 와이어 화이트

유레일

스틸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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